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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현재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일IPTV(Internet Protocol TV)

반 와 달리 복잡한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해진 를 제어하기 위TV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GUI

한 리모컨 버튼의 개수가 증가하여 현 리모컨은 사용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IPTV IPTV .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버튼 가이드를 제안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제안된 리모IPTV LED ,

컨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분석해 보았

다.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IPTV which was commercialized and is being serviced to customers at present has a
complicated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to provide two-way services and a remote control
containing more than 40 buttons unlike the conventional TV. Accordingly, the remote control
becomes one of the causes that make the usability of the IPTV worsen. In this paper, we suggest
a LED button guide system as a solution to improve a usability of the IPTV,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terface obtained from the user evaluation on the use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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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V)의 장점은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가 제공되고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골라 볼 수 있다는VOD

점이다 이는 곧 가 일반 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으. IPTV TV

로 의 메뉴 방식은 채널 변경을 통해 제한적인 영상 중IPTV

비교 선택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인터

랙션을 경험하게 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에서는 메뉴. IPTV

탐색과 검색 환경 설정 등 대부분이, GUI(Graphical User

를 통한 인터랙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Interface) .

제어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리모컨은 기존의 일반 리TV

모컨에서 볼 수 없었던 문자 입력 버튼과 같은 특수 버튼의

추가로 사용의 복잡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해 있는 상태IPTV

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그동안 대중화에 걸.[1] IPTV IPTV

림돌이 되었던 복잡한 리모컨의 간소화와 사용자 편익 위주

의 쉬운 리모컨 개발을 위한 신기술 도입이 한창 진행 중이

다.[2]

메가 는 리모컨의 버튼 개수를 줄이고 닌텐도KT TV Wii

의 컨트롤러처럼 화면상의 커서를 움직여 조작하는 모션 센

싱 기술을 도입한 리모컨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에서 사용되던 터치패드를 리모컨에 적용하여 버튼 개수를

최소한으로줄인파나소닉의 이지터치리모컨 이공개되었‘ ’

다 이 리모컨은 버튼이 사라진 대신 화면에 표시된 리모. TV

컨 화면을 보고 조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입력 장치로서 리모컨의 버튼

개수를 줄여 리모컨을 단순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현 리모컨을 처음 사용하는 순간부터 조작이 익숙해IPTV

질 때까지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의 사용성을 개선IPTV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고안하는 것이다.

그동안 는 매우 수동적인 매체였던 반면에 는 사TV IPTV

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을 요구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리모컨.

의 사용 빈도수도 늘어남에 따라 어려운 사용 방법과 복잡

한 리모컨은 사용자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백소현.

은 수용자에게 요구된 능동성과 이용 만족도 관계에(2008)

대한 연구에서 시청에 있어 능동성의 과다한 부여는 만족TV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여주었고 완벽한 상,

호작용을 위한 매체로서의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TV

터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버튼 가이드는 서비스LED IPTV

내에서 에 알맞은 버튼을 빛으로 표시하여 사Context LED

용자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리모컨 가이드 인터페이스이

다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서비스 사. IPTV

용 행태를 관찰한 후 사용자 행동에 따른 버튼 가이드, LED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버튼 가이드를. LED

통한 사용성의 향상을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 시뮬레이IPTV

션과 리모컨 프로토타입 제작을 포함한다.

버튼 가이드 디자인2. LED

인터페이스 디자인2.1

이전의 리모컨들은 버튼의 수를 줄이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등의 버튼 레이아

웃을 수정하여 사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버튼 가이드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LED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리모컨 레이아웃이 가능한 인터페이

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

서비스 사용 시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IPTV

하는 방향으로 버튼 가이드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LED .

사용자 인터뷰2.1.1

본 연구는 가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중에서 주를IPTV

이루는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중점으VOD

로 진행하였다 사용자 인터뷰는 를 사용해 본 적이 없. IPTV

고 일반 환경에 익숙한 대 일반인 명을 대상으로 실TV 20 5

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질문과 함께 서비스를 체험. IPTV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였던 참여자들 대부분이IPTV

서비스에 흥미를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IPTV

표시하였다 그러나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비.

스 이용이나 리모컨 조작이 부자연스럽고 어렵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리모컨을 처음 본 참여자들은. , IPTV

모두 공통적으로 버튼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튼의.

모양과 색이 모두 비슷하고 크기가 작아 라벨을 읽기도 어,

려워 원하는 버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제기된 문제로는 메뉴 버튼과 확인 버튼의 크기와 위치가

비슷해 헷갈린다는 것이었다 또 일부 참여자들은 채널 버튼.

의 상하 버튼과 방향 버튼의 상하 버튼에서 계속 잘못 누르

는 실수를 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IPTV

서 겪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3 .

문제 설명

Recognition Problem 버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Confusion Problem 비슷한 버튼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킴

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

현재 사용 가능한 버튼인지 알 수 없음

표 문제 분류1.

버튼 가이드 시나리오2.1.2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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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자 행동
가이드LED

적용 버튼
색 종류LED

깜박임 유무/

Context-
Awareness

메뉴 탐색 방향 버튼

Yellow

채널 탐색 채널 버튼

재생VOD 제어 버튼VOD

즐겨찾기 등록 시
폴더 지정하기,
즐겨찾기 목록 보기

컬러 버튼

즐겨찾기 등록하기 선호 버튼 Red

User
Command

일시정지VOD
재생 일시정지/
버튼 Red/Blink

음소거 하기 음소거 버튼

Notification 메시지 확인 메시지 버튼 Green/Blink

표 버튼 가이드 시나리오2. LED

는 현재 에서 사용자들이 실Context-Awareness Context

행 가능하고 자주 사용하는 버튼의 를 점등하여 사용자LED

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사용자 인터뷰에.

서 참여자들이 혼동했던 채널 버튼과 방향 버튼에 그리고,

제어 버튼과 즐겨찾기 목록 보기와 폴더 지정하기에서VOD

사용하는 컬러 버튼에 노란 색의 를 적용하였다LED . 예외적

으로 선호 버튼은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가이드로 빨간 색 을 사LED

용하여 강조하였다 는 를 일시 정지 시. User Command VOD

키거나 음소거를 시켰을 때 빨간 색 가 깜박이도록 하, LED

여 사용자가 명령을 해제할 때 버튼 인식을 쉽게 하여 빠르

게 해당 버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이다 마지막 가.

이드는 메시지 버튼에 적용된 가이드로 녹색Notification

의 깜박임을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음을LED

알려준다.

프로토타입2.2

버튼 가이드 시나리오를 리모컨에 적용하기위해서는LED

셋톱박스로부터 현재 사용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리모컨에서 받아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셋톱Context .

박스의 데이터로의 접근에 제약사항이 있어서 서비스IPTV

중 탐색을 위한 메뉴 및 재생 관련 기본적인 기능을VOD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플래시 로 구현하여 시뮬레이션(Flash)

하였다.

리모컨은 그림 와 같이 버튼 입력을 인식하는 버튼모듈과2

입력된 버튼 값을 로 전달하고 플래시 시뮬레이션에서 보PC

낸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중앙처리모듈로 구성된다Context .

중앙처리모듈에서는 정보를 받아서 시나리오대로 버Context

튼에 내장된 를 점등시킨다LED .

3. 사용자 평가 과정 및 결과

평가 방법과 환경3.1

사용자 평가 실험에는 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IPTV

몇 번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IPTV

명여 명 남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10 ( 2 , 8 ) .

전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기술적인 격차가 거의 없다

고 판단하여 이전의 사용 경험 유무와 성별에 따라 동IPTV

등하게 두 그룹의 구성원을 선정하였다 그룹은 버튼. 1 LED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리모컨과 같은 상태의 리모컨

을 그룹은 가이드가 적용된 리모컨을 사용하였고 사용자, 2 ,

훈련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과업 와 과업 두 번A B

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은 과업 수행 완료.

시간과 각 과업 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이드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과업 와 과업 는 동일한 과업 항목들. A B

을 수행 순서와 실행하는 컨텐츠의 종류만 달리 하여VOD

구성하였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사용자 평가 실험을 위해 준.

그림 3 버튼 가이드를 적용한 리모컨. LED

그림 2 프로토타입 통신 개요.

그림 1 시뮬레이션 화면.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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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와 리모컨을 사용하여 주어PC

진 과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은 전부 동영상으,

로 촬영되었다.

평가 결과3.2

과업 수행 완료 시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마다 리모컨 조

작과 과업 이행 속도에 차이가 존재하여 비교 실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 가이드가 적LED

용된 경우에 수행 시간이 단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두 그룹 모두에서 과업 에 비해 과업 에서의 수행A B

완료 시간이 거의 가까운 단축 율을 보여주어 참여자50%

들이 비교적 빠르게 리모컨 사용법을 기억함을 알 수 있었

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은 각 과업 항목 별 참여자들이 부딪혔던 문제점들을3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조 그룹 그룹에 비해 버튼 가. (1 ) LED

이드가 주어진 그룹 그룹에서 과업 수행 시간이 줄어든(2 )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과업 항목
문제점
기존 리모컨 사용자 수 가이드 적용 리모컨( ;

사용자 수)

메뉴 탐색

과업 메뉴 탐색을 시작할 때 메뉴 버튼 대신A:
확인 버튼을 누름(2;0)

과업 같은 문제로 다른 버튼을 누름B: (1;0)

일시정지VOD

과업 리모컨 하단의 제어 버튼을 인지하지A: VOD
못하거나 그 중에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2;0), /
구분하지 못해 다른 버튼을 누름(1;1)

과업 문제없음B:

음소거 하기 문제없음

즐겨찾기 등록

과업 선호 버튼을 찾지 못하거나 등록을A: (2;0),
할 수 없는 뎁스에서 버튼을 누름 폴더 지정(2;0)
시 컬러 버튼을 사용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1;1)

과업 선호버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림B: (2;0)

채널 탐색

과업 메뉴 탐색에서 채널 탐색으로의 모드 변경A:
방법을 모르거나 채널버튼을 찾지 못함(3;1), (1;1)

과업 문제없음B:

즐겨찾기
목록 보기

과업 문제없음A:

과업 컬러 버튼을 사용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B:
못함(1;0)

메시지 확인
과업 메시지 버튼을 찾지 못함A: (5;0)

과업 문제없음B:

표 과업 항목 별 문제점 및 정도3.

사용자 평가 결과 과업 수행 시간을 지연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가지 문제점과4

버튼 가이드로 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지LED . 4

문제점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던 사용자 인

터뷰를 통해 얻은 가지 문제점에서 사용자 평가 실험에서3

발견된 문제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 현 리모컨과 같이 버튼이Recognition Problem: IPTV

많이 존재할수록 원하는 버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질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평가에서도 버튼을 찾느라 가장.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과업을 반복해도 참여자들은 여전,

히 버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버튼 가이드가 주어진 그룹의 경우 참여자들은 일LED ,

시정지와 음소거 명령을 해제할 때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깜박이는 를 보고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LED .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버튼에 버튼 가이드를 적용함으LED

로써 리모컨 조작에 익숙해 진 후에도 지속되는 조금의 수

고를 줄여 사용 편리성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었다.

� 리모컨의 버튼들 가운데는 채널을Confusion Problem:

바꾸는 상하 버튼과 메뉴 탐색 시 커서를 옮기는 방향 버튼

의 상하 버튼처럼 비슷한 버튼들이 존재하여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사용자 평가에서는 메뉴 탐색을 시작.

할 때 메뉴 버튼대신 확인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었

다 그러나 버튼 가이드가 적용된 리모컨은 메뉴 탐색. LED

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메뉴 버튼의 를 점등하여 눈LED

에 띄게 함으로써 다른 버튼을 잘못 누를 가능성을 줄여주

었다 또한 메뉴 버튼을 누른 후에는 메뉴 버튼의 가. LED

점멸되고 방향 버튼과 확인 버튼의 가 점등되어 같은LED

실수를 막아준다 또한 방향 버튼 제어 버튼 채널 버. , VOD ,

튼 등 관련된 기능의 버튼들이 버튼 가이드로 그룹화LED

됨에 따라 사용자들로 하여금 리모컨 레이아웃에 대한 일관

된 심성 모형을 갖게 한다 한 예로 오랜 시간동안 시스.[4]

템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음소거 버튼은

단일한 기능을 하는 고정된 심성 모형이 형성되어 있어 혼

동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비스는양방향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 IPTV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오히려GUI

꼭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

이 커졌다 따라서 화면에 치중된 정보를 리모컨 버튼에. TV

도 표시해주어 좀 더 풍부한 사용자 감각을 활용하고자

버튼 가이드를 적용하였다 선호 버튼에 적용된 가LED .[5]

이드는 선호하는 컨텐츠를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버튼VOD

으로 등록 가능한 상황과 컨텐츠일 경우에만 빨간 색VOD

의 가 점등되도록 하여 즐겨찾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LED

보를 간단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 평가에서 수행된 메Unconsciousness Problem:

시지 확인 항목에서 문제점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참여자

중 명을 제외하고는 화면 상단에 표시된 메시지 아이1 TV

콘을 눈치 채지 못했다 하지만 버튼 가이드가 적용된. LED

리모컨을 사용한 그룹의 참여자들은 메시지 버튼에 아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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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색과 같은 녹색의 가 깜박이자 버튼을 눌러 메시지LED

를 확인함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 아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IPTV

지 못한 사용자들은 메뉴 탐색 중에 채널 탐색으로의 모드

변경 과업이 주어진 경우 기존 처럼 채널 버튼을 사용하TV

여 채널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원을 끄거나

메뉴 중에 채널 모드가 있는지 찾느라 메뉴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질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 DVR(Digital Video

등의Recording), VOD(Video On Demand), DVD player

를 사용하며경험했던문muti-device, muti-remote control

제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시. TV

스템이 해결해야할 커다란 문제이다.[6]

결론4.

현 리모컨은 의 사용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IPTV IPTV

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버튼 가이드는. LED

실행 가능한 버튼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혼동되는 버튼을,

구분하여 실수를 줄여주고 즐겨찾기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쉽게 익히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었다 그.

리고 화면 에 치중된 정보를 리모컨에 표시해 줌으로써GUI

정보를 인지하기 쉽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LED

버튼 가이드는 리모컨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가Context

정 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만 향후 기술적

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정보Context

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내는 연구를 계

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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