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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원형 베젤을 이용하여 감성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조명제어 시스템들은 

스위치, 스마트 폰으로 제어하였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조명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빛을 표현해주지 못하고 복잡

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명의 다양한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조명의 색조, 색온도, 채도, 밝기 까지 세세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만들었다. 스마트 

워치의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빛을 직관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

에게 스마트 감성 조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감성정보를 선택받는다. 사용자는 “안정”, “놀람”, “피곤”, 
“화남” 등 11가지의 감성 중에서 감성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정보와 시간, 위치를 프

로파일링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치의 원형 베젤을 이용하여 스마트 전구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the emotional light controlling system by using the wheel interface built in the 
smart-watch devices. Most previous light controlling systems have been adopted the direct switches or smart-phone 
applications for presenting individual emotion in lighting systems. However, in order to control color properties, these 
studies have some complicated user-interfaces in systems and limitation to present various color spectrums. Therefore, 
we need to user-friendly interfaces and functions for controlling properties of the lightning systems such as color, tone, 
color temperature, brightness, and saturation in detail with  the wheel interface built in the smart-watch devices. The 
system proposed in the study is given to choose the user’s selecting the emotional status information for providing the 
emotional lights. The selectable emotional status such as "stable", "surprise", "tired", "angry", etc. can be among 11 
kinds of emotional states. In addition, the designed system processed the user’s information such as user’s emotional 
status information, local time,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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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하여 기존의 

스마트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스마

트 안경 등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출시되었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하고 있다[1]. 이런 사용자들의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직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로 조

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많지 않다. 기존에 조명을 제

어할 때는 조명기구나 벽에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인 스

위치를 사용자가 직접 켜고 끄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물리적인 스위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조명의 전

원만을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물리적

인 스위치를 이용하여 색 온도와 조명의 밝기까지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

하는 구체적인 색온도나 밝기의 정도를 직접 선택 할 

수 없고, 미리 설정된 몇 가지의 단계를 선택 하는 것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조명제어를 하도록 하는 많은 어플리케이

션이 개발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제어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하면 물리적인 스위치에 비해서 휴대성

이 높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바로 

조명을 제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휴

대성이 좋긴 하지만 사용자가 부가적으로 휴대해야 하

는 기기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자가 조명제어를 위해서 

움직임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 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조명제어 시스

템을 개발 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제어 시스템의 경우 조명 시

스템에 따라 색조와 채도, 밝기뿐 만아니라 색온도까지 

조절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여러 버튼이 있고 디

스플레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색상스펙트럼을 디스플

레이에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속성 값을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

트 워치의 경우 스크린이 작고 버튼이 한정적이기 때문

에 사용자가 조명을 제어할 때 필요 이상의 많은 조작

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명의 전원뿐만 아

니라 색조, 채도, 밝기, 색온도 네 가지의 속성을 조절하

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의 경우 스크린의 터치와 버튼 클

릭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조절하려면 많은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스마트 워치 기어 S2의 경우 다

른 기기와 다르게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 할 수 있다.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조명의 속

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조작과정들을 간소

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휠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조명의 속성 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또한 다른 입력 방법과는 다르게 휠 인터페이

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휠 인터페이스로 한 번에 

두 가지의 속성 값을 제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 베젤을 이용한 휠 인터페이스로 

조명을 제어한다. 스마트 워치의 휠을 시계방향으로 회

전시키면 색조 값이 증가하고 화면의 상태 바에 표시되

는 색조를 색조 값과 맞춰 변경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현재 선택 된 속

성 값을 확인하여 선택된 속성 값을 증가시켜주고 상태

바에 퍼센트를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워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한계를 보완하

고 사용자의 사용 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원형 베젤

을 회전하는 단순한 동작하나로 조명의 색조, 채도, 밝

기, 색온도를 제어가 가능하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제어시스템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 원격제어는 스마트

폰으로 제어되는 조명 스위치로 원격모듈을 스위치에 

내장하고 전류부스터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반디온’ 

시스템이 있다. 필립스코리아에서 선보인 라이트마스

터 솔루션은 스위치부터 전원, 액츄에이터 등 조명제

어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으로 조명 전원 뿐 만 아니라 

디밍, 블라인드 등 다양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2]. 

기존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은 대부분 블루투스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

발을 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제어 어

플리케이션의 경우 직관성이 떨어지고 조명의 다양한 

속성까지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대신

에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다. 스마트 전구 Hue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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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조명제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였다.

2.2. 조명 시스템과 감성의 연관 관계

기존의 감성 조명은 획일적인 조명 설계 방식 위주로 

조명이 제공되며, 주로 집중력과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감성 조명 시스템이나 기능성 LED스탠드 위주의 제품

이 개발되고 있다. 보다 유용한 LED 감성 조명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황정보 (시간, 위치)와 사

용자의 감성을 동시에 파악하고 현재의 심리, 신체 상

태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명환경을 제공해주는 조명 시

스템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초록색과 보라색은 사용자의 감성이 

긍정적일 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일 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주황색과 

노란색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 하양색은 

맑고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을 전달해 주었다는 결과가 

있다[3]. 따라서 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색과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반응력이 좋은 시각을 이용하여 색을 

이용하면 사람의 감성을 조율할 수 있다. 

Ⅲ. 본 론

3.1. 개발환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전구를 이용한

다. 스마트 워치는 Samsung Gear S2를 이용한다. Gear 

S2의 운영체제는 Tizen이다. Web Application Platform

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개발 툴을 Tizen IDE를 이용한

다. SDK 버전은　2.4.0 Rev4를 사용하여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Samsung의 ‘Gear S2’를 이용한

다. Gear S2는 타이젠 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워치이

다. 타이젠은 휴대 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주로 하

는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Gear S2는 날씨, 자

외선을 측정하는 환경정보 서비스와 운동시간, 걸음 수, 

심박 수를 측정하는 신체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4]. 본 

연구에서 이용된 스마트 워치 Gear S2는 3G없이 블루투

스를 이용하는 모델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다. 블루투

스 버전은 4.1 무선 랜은 802.11 b/g/n 2.4GHz를 이용하

여 연결 한다.

3.2. 스마트 감성 조명 제어 시스템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은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워치와 휴 스마트 전구, 브릿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명제어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치와 브로커 서버

(브릿지), 휴 스마트 전구의 시스템 흐름을 그림 1로 시

각화 하였다. 스마트 워치, 브로커 서버,  스마트 전구가 

순서대로 흘러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줍니다.

휴 브로커 서버와의 통신을 이용하여 조명의 속성들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보안 ID를 얻는다.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는  IP를 이용하면 ID와 스마트워

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조명의 속성을 선택하면 휴 브로

커 서버를 통하여 조명을 원하는 속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개인의 감성 정보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원하는 

조명의 속성을 선택하고 개인의 감성 상태를 선택 하면 

사용자의 ID, 별명, 시간정보를 추출하여 개인 감성정

보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Fig. 1 System composition

3.3. 웨어러블 기기의 시스템

사각형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워치도 있지만 

회전이 가능한 원형 베젤을 가진 스마트워치를 기준으

로 설계하였다. 

스마트워치의 배경으로는 색조가 조절되는 값에 따

라 색상 스펙트럼을 원형으로 배치하였다. 안쪽 디스플

레이에 전구의 전원, 채도, 밝기, 색 온도 선택 리스트가 

있다. 스마트 워치가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시각화하여 시스템 흐름도를 그림 2로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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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구와 연결 후에 조명제어를 위해 원형 베젤

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스마트전구의 색조가 변화된

다. 24단계로 이루어져 색조 값 0~65535 범위 내에 서 조

절된다. 스마트워치의 화면 내에 있는 리스트에서 색온

도, 밝기, 채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원형 베젤을 왼쪽

으로 회전시켰을 때 변경되는 속성이 변경된다. 선택 전

에는 기본적으로 채도가 변경되도록 설정되어있다. 스

마트 전구와 연결 후에 다른 속성의 선택이 없었다면 바

로 원형 베젤을 왼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스마트 전구의 

채도가 변경된다. 채도, 밝기, 색온도 세 가지 속성 모두 

휠을 회전시킬 때 각각의 속성 값에 대해 1씩 증가하도

록 설정되어있다. 채도 값은 0~254, 색 온도 값은 2000~ 

6500K, 밝기 값은 1~254 범위 안에서 조절 된다.

Fig. 2 Illumination control with smart watch flowchart

3.4. 웨어러블 기기와 조명의 연결 방법

스마트 워치 GearS2에서 브로커 서버에 접근하여 휴

가 연결된 IP를 알아온다. GearS2와 전구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GearS2와 전구 사이에 브릿

지가 통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GearS2와 브

릿지는 HTTP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 

먼저,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브리지의 id를 알아야

한다. 휴 브로커 서버에 브릿지가 연결 된 ip주소를 url

에 담아 POST 메쏘드를 이용하여 조명과 통신 할 수 있

도록 하는 보안  ID를 알아온다. 그 이후에 알아낸 IP와 

ID를 이용하여 조명의 현재 상태를 알아오거나 밝기, 

채도 등 조명의 속성을 선택하면 조명의 상태를 변화 

시킬 수 있다.

3.5. 조명시스템 개발 및 기능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알아낸 IP와 보안 ID를 이용

해서 휴 브로커 서버와 통신을 한다. HTTP프로토콜의 

PUT 메쏘드를 이용하여 JSON형식으로 전구의 전원, 

색조, 밝기 등 에 관해 명령을 전달한다.  그리고 GET 

메쏘드를 이용하여 전구의 현재 상태에 관해 알 수 있

다. 휠 인터페이스와 조명제어 시스템을 연결시켜 휠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조명의 색조가 변화되고 왼쪽

으로 회전시키면 채도가 변경된다. 화면에 표시되는 리

스트에서 속성을 변경하면 밝기, 색 온도 또한 휠 인터

페이스로 제어할 수 있다[5].

조명의 속성을 변화 시킬 때 변화되기 전에 사용자

가 각각의 속성에 대해 조명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값인

지 예측할 수 있도록 원형 스크린의 가장자리 부분에 

상태 바 2개를 만들었다. 안쪽의 상태 바는 채도, 밝기, 

색온도를 변경 시킬 때 휠을 회전 시킬 때마다 값이 변

화된다. 겉에 있는 상태 바는 해당되는 색조의 색이 보

여 진다.

3.6. 개인 감성 정보 프로파일

개인 감성 정보 프로파일에는 사용자의 ID, 시간 정

보, 위치정보, 조명의 속성, 감성 정보가 들어간다. 사용

자의 ID는 처음 기기의 고유 ID로 생성이 되고 사용자

가 별명을 설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조명의 속성은 사

용자가 조명을 제어 할 때 색조, 채도, 색 온도, 밝기 값

을 Session Storage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감성 정보 프

로파일을 저장하기 원할 때 감성을 선택하면 가장 최근

의 조명 속성 값을 다시 Session Storage에서 얻는다. 

Date 객체를 이용하여 날짜, 시간 정보를 추출하고 SAP 

(Samsung Accessory Protocol)을 이용하여 스마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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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 폰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도, 경도를 추출하고 얻은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주소를 얻는다. SAP를 이용하여 위도, 경도, 주소를 다

시 스마트워치로 전송하여 스마트 워치에서 Indexed  

Database를 이용하여 Data관리를 한다. 이해하기 쉽도

록 표 1에서 Data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HTML5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Indexed DB를 

이용한다. RDB(Relational Database)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초를 두고 모든 데이터를 2차원의 테이블형태

로 표현하지만 Indexed DB는 “Key”로 index된 객체를 

저장하고 검색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Indexed 

Database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

장하기 원하는 정보들을 Json형태로 가공한다. KeyPath

와 objectStore를 생성하고 Json형식으로 가공된 data를 

추가한다. 개인정보 프로파일의 정보가 필요할 땐 지정

한 KeyPath의 값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Index의 다른 

Key들의 값을 얻을 수 있다[6,7].

표 1을 통하여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고 관

리되는지 볼 수 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조명의 정

보, 시간, 위치 정보가 저장되고 관리된다. 사용자의 정

보와 위치정보는 중략하여 표기하였다.

Ⅳ. 결  과

4.1. 조명제어 시스템에 사용된 스마트 전구

스마트 전구는 Philips의 스마트 Led조명 Hue를 사

용하였다. [http://www2.meethue.com] 전구의 기본 스

펙은 E26베이스, A19사이즈, 15,000시간 수명이다 전

구의 밝기는 6500K에서 600lm, 4000K에서 600lm, 

3000K에서 510lm, 2000K에서 360lm이다. 2000K ~ 

6500K 색온도와 1600만 가지 색상을 표현 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와 조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는 주파

수 대역 2400 ~ 2483.5MHz를 이용한다. 브릿지 하나로 

최대 전구 50개까지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4.2. 스마트워치 조명제어 시스템

스마트워치의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조

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제 시스템이 동

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은 스마트워치의 실제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과정을 시나리오로 보여줍니다. 브릿

지와 스마트워치를 연결하고, 전구를 선택하고 조명을 

제어합니다. 추가로 감성조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면 감성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

파일링이 됩니다. 그림 4는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조명제어 시스템에서 휠 인터페이스의 가이드를 시각

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휠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색

조를 제어할 수 있고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채도, 밝기, 

색온도를 제어합니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 은 실제의 

조명을 제어하는 그림이다. 그림 5, 6, 7은 순서대로 색

조, 채도, 밝기를 제어하는 결과 그림이다. 스마트 워치

의 디스플레이에 상태 바에 색조와 채도 밝기의 변화에 

따라 표기됩니다. 하단의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의 조명 

속성 값을 표기하였습니다.

Fig. 3 Test Scenario

 ID Alias Time Hue Saturation
Color 

temperature
Brightness Emotion Latitude Longitude Address

NNT2H.. smu 2016 14922 144 369 254 stability 37.6027119 126.954673 Seoul..

NNT2H.. smu 2016 59000 254 369 250 tired 37.6027119 126.954673 Seoul..

*ID, Time and Address abbreviated 

Table. 1 Data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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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heel interface and the lighting changes

Fig. 5 Hue changes
It has two status bars on the screen smartwatch. It can be 
used to predict the color of the outside bar state lighting. 
The value of the bottom is a hue of the illumination.

Fig. 6 Saturation Changes
State of the inner bar is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aturation current, based on the total value shows the 
percent value. The value at the bottom of the saturation 
value of the light.

Fig. 7 Brightness Changes 
inner Status bar shows the percentage of values. the value 
at the bottom of the brightness value of the light.

4.3. 조명제어 모듈

그림 8은 조명제어 모듈의 코드이다. 조명을 제어하

기 위해서 XMLHttpRequest 객체를 선언한다. 각 상황

에 맞는 메서드를 지정할 수 있다. 조명 제어를 위해서

는 PUT메서드를 이용한다. 명령을 전송할 URL을 지정

하고 조명 제어 요청을 전송한다.

그림 9는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조명을 제어하

는 모듈의 코드이다. 스마트 워치의 휠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색조 값이 증가하고 화면의 상태 바에 표시

되는 색조를 색조 값과 맞춰 변경시킨다. 휠을 반대 방

향으로 회전시키면 현재 선택 된 속성 값을 확인하여 

선택된 속성 값을 증가시켜주고 상태바에 퍼센트를 표

시해준다. 

Fig. 8 Lighting control modul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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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heel interface module code

Ⅴ. 논의  및  고찰

기존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명제어의 경우 색조를 

선택한 후 다른 속성도 다시 제어하기를 원한다면 채도, 

밝기 등 다른 속성들은 다른 속성 제어 창에서 다시 선

택해야한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

는 조명을 한 번에 만들기 쉽지 않고 원하지 않는 조명

이 나타날 경우 조명을 선택하기 위해 색조, 채도 등 여

러 속성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인터페이스 과

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스

마트워치로 조명을 제어할 경우 색조를 결정하면서 채

도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조명일 경우 

휠 인터페이스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원

하는 조명을 쉽고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 

조명제어에서 조명이 변화하기 전에 현재 선택된 조

명의 색이 어떤 색인지 상태 바의 색을 통해서 알 수 있

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명을 여러 번 제어하지 않고 빠

른 시간에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조명제어의 단점은 보통 일

반적인 휠 인터페이스에서는 같은 속성 값에서의 증감

을 제어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안하는 휠 인터페이스

의 경우 휠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왼쪽 회전이 각 다른 

속성 값을 제어하기 때문에 속성 값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휠 인터페이스를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아

니라 속성 값을 100%까지 증가시킨 후 0%로 돌아가 원

하는 값까지 다시 증가 시켜야 한다. 이런 제어 방법이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법이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의 다양한 속성들을 조절하기 위

해서 사용자가 휠을 회전할 때 한번 회전에 각각의 속

성 값을 1씩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속성 값의 전

체 값이 100보다 크기 때문에 속성 값이 증가하여도 상

태 바에 표시되는 퍼센트 값이 증가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가 휠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때 

속성 값은 변화하고  있는데 상태 바의 퍼센트 값이 움

직이지 않아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값 조절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속성 값들을 제어 할 

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값이 속성의 값이 아니고 상태 

바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체적인 값을 알 수 

없고 시각적으로 값을 추측해야 하는 점이 불편을 발생

시킬 수 있다. 휠 인터페이스를 작동할 때마다 상태 바

의 색 또는 퍼센트 값을 조절하고 다시 보여주는 백 그

라운드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휠 인터페이스를 

여러 단계 작동시키면 스마트워치가 작업을 하지 못하

고 작동 중지가 될 수도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형 베젤을 이용한 휠 인터페이스로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워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사

용 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원형 베젤을 회전하는 단

순한 동작하나로 조명의 색조, 채도, 밝기, 색온도를 제

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감성정보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 위치, 시간,  조명의 속

성 값을 저장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프로파일링 한다.

스마트워치는 항상 사용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따로 소

지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없고, 휠 인터페이스를 이

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명을 제어하는데 많은 동

작이 필요하지 않고 직관적인 회전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조명을 디테일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다. 그리고 조명제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시간, 위치 정보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감성을 조합하여 사용자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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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프로파일링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마무

리 되었지만 차후에 프로파일링 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조명 속성 값을 추천 해주거나 사용자의 감

성 상태가 변경되도록 유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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