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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정보입력 인터랙션
The Interaction of Information Input using Ima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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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를 공유,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인 문자, 음성으로 변환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들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Information-Picker)은 사용자가 타인에게 전송하려는 정보를 정해진
표식으로 지정하거나 종이에 쓰고, 근접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전송의사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입력 받아 적합한 정보 형태로 변환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Information- picker 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들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방법의 폭을 넓히는
측면뿐만 아니라, 입력하려는 정보를 센서에 근접시키는 직관적인 인테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고 폭 넓은 의사소통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현 상황에서의
온라인 사용자들간의 의사전달의 한계를 개선하고, 더욱 풍부한 의도 표현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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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 그러나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환경에서

1. Introduction

제공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보편화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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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의 채널의 폭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약속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전송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4].

전달하려 할 때 사용자간에 음성이나 문자의 방법으로
의사소통 채널의 확대를 위해 연구할 새로운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보전달이 어렵다. 이
경우 간단한 약도 이미지나 해당 지도의 정보를 이미지화
하여 전송해 준다면 쉽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방법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z 쉬운 정보 전달: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된다.
본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
논문에서는

이미지센서를

적외선을

이용하여

이용한

사용자가

져야 한다.

근접센서와

전송하기를

원하는

z 선택적 정보 전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정보를 이미지화 하여 쉽게 전송하는 Information-

원하는 정보만이 선택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Picker 를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이미지화 된 정보를
의사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간의 의사소통

z 정보의 정확성: 전송되는 정보는 사용자가 판독하기
쉽도록 입력, 전송되어야 한다.

채널의 폭을 넓혀주고, 정보 입력에 있어서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3. Information-Picker
사용자가 전송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미지화

2. Communication Channels

하여
일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를

입력,

전송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써

Information-Picker 를 제안한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사용한다.
제안한 Information-Picker 는 화상통화에 비해 다음과
음성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전화기의 출현 이래

같은 장점을 갖는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써,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어감을 통해 감정, 뉘앙스 등을 같이 전달 할 수 있는

z Privacy: 이미지 센서로 입력되는 이미지 데이터 중

장점이 있다[2]. 하지만 이미지화 된 정보의 경우에는

전송되기 원하지 않는 privacy 에 관련된 타 정보는

언어로 기술하여 전송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의사소통을

전송하지 않는다.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문자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은(email,

z

전송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전송할 수 있다.

instance

messaging, chat, bulletin-board 등)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3]. 하지만 이 방법은 키보드와

정보화: 입력되는 이미지 데이터 중 특정 영역을

z

비 동기 통신: 비 동기 방식으로 상대에게 이미지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같은 별도의 문자입력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상대를 직접 보며 의사소통을

3.1 하드웨어 구성

하기 때문에 실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는

Information-Picker 는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반면에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 입력 신호를 감지하는 1) IR 방식의 근접센서와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송되기를

정보를 입력 받는 2)이미지 센서(카메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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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이전 프레임에서 찾은 사각형과 현 프레임에서
찾은 사각형의 위치를 비교하여 위치가 일정 임계값
이하일때만 유효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를 입력,
전송한다.
추출된 사각형 형태의 영역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
사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울어짐을
판단하여 화면에 축에 맞게 회전시켜 영역을 입력,
전송한다.

그림 1. Information-Picker

5. 결론
3.2 사용자 동작 방법
현재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의 사용 욕구와, 다양한 정보
사용자는

단지

근접센서에

정보를

근접

시키는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동작만으로 정보 입력의 시작을 시스템에게 알린다. 그 후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전송하기 원하는 정보를 이미지 센서에 비추면, 시스템은

형태은 제한적이므로 사용자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입력 받은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기 설정한 영역을 선택,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기 제공되었던 형식으로

추출하여 정보를 상대에게 전송한다. 전송하려는 영역은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사각형 형태의 표식 또는 표식이 없는 사각형 형태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간 의사소통 방법은 이미지화

메모지나 종이가 될 수 있다.

된 정보를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시스템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영역의 정보가 모두

환경에서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채널의 폭을 넓혀 주고,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즉 사용자는 보내려는

전송하려는 이미지화 된 정보를 입력장치에 접근 시킴으로

정보가 모두 입력될 수 있도록 정보의 위치를 적절히

정보를

이동하는 동작을 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입력하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이 시스템은 전송할 영역을 찾아서 추출,
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리 보기가 없어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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