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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덴티치 :  

아이들의 양치교육을 위한 디바이스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의 양치 교육을 위해 텐져블 디바이스인 덴티치를 제안 하였다. 

덴티치는 아이들의 양치행동을 디텍팅한 것을 기반으로 텐져블한 인형 모양의 피지컬 

아바타에 아이들의 양치상태를 색상으로 표현해준다. 우리는 덴티치를 이용한 양치질이 평소 

아이들의 양치질에 비교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총 양치시간과 양치구역면에서 테스트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6살에서 12살 사이의 피실험자 18명을 모집하였다. 테스트 결과, 

첫째로, 총 양치시간과 각 양치구역 별 양치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정 구역을 잘 닦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든 구역을 골고루 닦는 결과를 보였다. 두번째로, 아이들의 

양치질의 선호도와 양치질에 대한 동기부여의 변화가 있었다. 아이들은 실제 이빨모양을 보고 

양치 하는 것보다 인형형태의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질 하는 것을 통해 양치질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 하지만 한 아이의 경우 양치질이 마칠 때 까지 흥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Future work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양치 이후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 할 것이다. 

 

주제어 :  Tangible Interfaces, Dental Hygiene, Interaction Design, TUI,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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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전통적으로 사람들들은 장난감이라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통해 놀이를 하였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블록, 인형, 퍼즐 등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텐져블한 매개체를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래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육에도 그래픽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래픽을 이용한 교육은 더욱 발전되어 

스마트러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교육시장에 정착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장난감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텐져블 

디바이스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Tangible User Interface(TUI)는 Graphic User 

Interface(GUI)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한 면이 있다 [8]. 또한 TUI 는 GUI 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1,26]. 특히, TUI 를 통한 교육이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22,26,27,29]. 이러한 TUI 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TUI 와 피지컬 아바타의 개념을 아이들의 양치교육 시스템에 

적용시켰다.  

 

   청소년기는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중요하다. 어릴때의 양치습관 교육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아이들의 양치교육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양치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양치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의 양치교육은 대부분이 가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양치를 하도록 이야기하거나 단순한 양치교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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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양치질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시간동안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이들은 교육기관에서 양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양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양치질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양치질에 귀찮음을 느끼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양치교육을 하기 위해서 텐져블 

디바이스를 통한 아이들의 양치습관 교육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아이의 양치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아이들의 총 양치시간을 증가시키고 이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닦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양치질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Denteach 를 통한 어린아이들의 양치교육이 일반적인 양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장점과 효과가 있고, 더 나가아가 텐져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에 대한 미래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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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2-1. Promoting Dental Hygiene  

 

   어려서의 습관의 중요성 때문에 아이들의 양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혹은 타블릿 PC 등과 같은 LCD 디스플레이 

플랫폼에서의 GUI 기반의 양치연구가 주를 이룬다. 

 

   Chang et al[2] 에서는 아이들이 양치를 하는 동안의 양치행동를 트랙킹하여 아이들의 

양치상황을 디스플레이에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였다. 실험 결과 아이들은 일반적인 양치질을 

할 때 보다 더 오래 양치질을 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양치상태를 디스플레이에서 확인 

하므로써, 양치질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다. [10]에서는 Tangible 인터렉션을 기반으로 한 

WiiMote 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양치교육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LCD 

그래픽에서의 게임을 마우스가 아닌 텐져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다. LCD 

디스플레이와 텐져블 디바이스의 혼합형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의 양치 행동을 트랙킹하여 

그래픽 화면에서 게임이 되는 형태이다. 이는 [2] 보다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더욱 

추가하여 아이들에게 양치질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고자 하였다. 위의 두 연구 모두 아이들의 

양치 행동을 LCD 화면에서 피드백을 주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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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교육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발전시켜, 아이들의 양치 행동을 LCD 화면이 

아닌 텐져블 디바이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양치 피드백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6]에서는 아이들 교육에서의 GUI 와 TUI 의 효과를 양치교육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아이들이 텐져블 형태의 커다란 치아모형을 직접 커다란 칫솔을 통해 닦게 했을 때와 

그래픽으로 구현된 치아를 마우스를 통하여 닦게 했을 때 교육이 갖는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은 TUI 를 이용한 교육방식을 통하여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교육의 효과는 더 오래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UI 를 사용한 교육 방식이 교육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이 아닌 실제 아이 자신의 

이를 텐져블 디바이스를 보며 닦게 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습관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높힐 것이다.  

   선행연구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이 그래픽 형태로 LCD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피드백을 전달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피지컬 아바타 형태의 텐져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아이들이 피지컬 아바타의 변화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좀 더 양치질을 함에 있어서 동기를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Denteach를 제안하였다.  

  

논문 Feedback 전달 방법 

Denteach 피지컬 아바타 모형 

TUI 디바이스 

[10] LCD 디스플레이 

[2] LCD 디스플레이 

[26] 커다란 치아 모형 

TUI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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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angible User Interface for learning  

 

   Tangible user interface (TUI)란 디지털 정보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6]. TUI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많은 리서처들은 TUI 를 교육에 적용시켜 

연구하고 있다. TUI 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22,26,27,29]. TUI 는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15]. 또한 아이들은 

TUI를 더욱 즐기고 선호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24]. 사람들은 TUI를 사용했을 때 즐거움과 

재미있음을 더 높게 느꼈다 [24].  

 

   Gisvold & Aarseth 는 AsthmaBuddy 라는 TUI 디바이스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아바타의 

‘Mirroring User Behavior’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이 약을 먹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17].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Mirroring User 

Behavior 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아이들은 TUI 디바이스를 사용한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하여 동기부여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증상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다.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각적이미지이다. 피지컬 아바타의 사용은 TUI 에서 

효과적이다. 피지컬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Guynup&Carlson 는 비쥬얼 정보를 통한 공유가 교육에서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다 [13]. Hong et al.은 사용자의 자세를 반영한 꽃 모양의 피지컬 아바타를 

제안하였다 [14]. 해당 논문은 피지컬 아바타의 피드백을 통하여 사용자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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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amification  

 

   Gamification 이란 비 게임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다[5,6].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하여 사용자는 비게임 분야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흥미를 느낀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행동이 유도되고, 동기가 강화되어진다[21]. 심리학자 에드워시 

데시(Edward Deci)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에 따르면 

보상에 의한 외제적 동기부여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스스로 흥미를 느껴서 생긴 내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내제적 동기는 지속된다 [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교육이라는 비게임 분야에 적용하여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켰다[3,4,7]. 특히, 

Gerling, et al. 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10]. 

또한, Kadomura, et al. 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하여 아이들의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것을 제안하였다 [18]. 아이들은 음식을 섭취하는 non-game contexts 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의  적용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되도록 유도되어지고 동기부여 

되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어포던스 요소를 표 2.1 과 같이 제시하였다[20] . 

그 중 clear goals 과 real-time feedbacks을 본 논문의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Motivational affordances 

- Points - Levels 

- Challenge - Story / Theme 

- Progress - Clear goals 

- Lederboards - Feedback 

- Achievements / Badges -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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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DenTeach 

 

4장에서는 DenTeach의 컨셉 디자인과 시스템 디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덴티치는 아이들이 

올바른 양치습관과 아이들에게 양치질에 대한 흥미로운 피드백을 주는 것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3-1. 컨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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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each 는 6~12 세의 양치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치 

소요시간은 아이들의 권장 양치시간인 2 분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즐거움과 강한 동기 

부여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의 두가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하였다 

[20].  

 

1) Clear Goal 

 

   명확한 목표는 정확한 시간에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5]. clear goals 은 유저들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즐거움을 높힌다[11]. Denteach 의 피지컬 아바타는 양치를 

하지 않은 색상인 노란색 이빨에서 깨끗함을 의미하는 색상인 흰색 이빨로 색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피지컬 아바타의 이빨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양치질을 2분 동안 하게된다.  

 

2) Feedback on Progress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놀이와 학습에서 중요하다 [20]. 적당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그들의 현재 상태와 목표를 도달하기 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25]. 사용자들은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의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받아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에게 시각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현재 

자신의 양치 상태와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의 단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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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 

   덴티치의 치아 색상을 아이들의 양치질에 기반하여 노랑색에서 흰색으로 단계별로 변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덴티치의 치아 색상이 노란색에서 바로 흰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구역의 이를 더 닦아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피지컬 아바타의 치아 색상이 점차 하얘지는 것을 보며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받아 양치를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이 양치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더욱 느끼게 하기위해서 곰인형 

얼굴 모양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였다. [26]과 같이 실제 이빨 형태의 텐져블 디바이스 색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친숙한 곰인형의 이빨 색상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이를 닦음으로써 인형의 이빨을 대신해서 닦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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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설계  

 

   Denteach 는 아이들의 양치질을 인식하는 칫솔 [atmega328(MCU), GPU9150 

(accelerometer+gyroscope), Bluetooth(2.0) ]과 웹캠 컴퓨터 (CPU 2.5GHZ 이상) 그리고 

디텍팅한 아이들의 행동을 tangible 디바이스를 통해 보여주는 본체인 곰인형의 머리모양을 

한 피지컬 아바타[Atmega 328(MCU), 3Color LED, Bluetooth(2.0)]로 

구성되어있다[figure2] .  

 

            

 

   DenTeach 의 작동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양치를 하면, 웹캠 데이터에서 

칫솔의 색상을 인식하는 샘플 컬러 단계를 거친다[19]. 그 후 칫솔과 배경의 이진화 작업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 값을 이용하여 칫솔의 위치를 추정한다. 이와 동시에 Haar Classfication 



11 

 

알고리즘[28]을 이용하여 얼굴인식을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칫솔과 얼굴의 위치 값을 

알아낸 후, 칫솔의 위치와 얼굴의 위치 값을 이용하여 칫솔과 얼굴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한다.  

 

 

 

 

   그 이후 아이들이 한 구역에 충분한 칫솔질을 하면, GPU 에 데이터를 준다. GPU9150 을 

이용하여 만든 Ax, Ay, Az를 Sum Vector Magnitude 방식을 이용하여 충격량 계산을 한다. 

충격량 계산을 하는 이유는, 칫솔질의 유무 체크이면서 횟수 측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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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량이 Threshold 를 넘으면 그때의 각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각도와 칫솔질 데이터를 

전송한다. Threshold 를 넘지 않으면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칫솔질이 아니다(0)을 보낸다. 그 이후,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양치 행동을 알리는 

신호를 컴퓨터로 보낸다. 컴퓨터는 칫솔과 얼굴의 상대적인 좌표값을 분석하고, 현재 어떤 

치아가 닦아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피지컬 아바타는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받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의 양치 상태를 인식한다. 그리고 피지컬 아바타의 치아색상의 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아이들이 그들의 이를 닦는지를 보여준다. 이 변화에 의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치아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오래 닦아야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피지컬 아바타의 이빨은 LED (UP 10 X DOWN 9 LED) 로 구성되어있다. 이빨은 오른쪽, 

가운데, 왼쪽의 3 영역으로 나눠진다. 본 논문에서는 6 살에서 12 살의 아이들의 양치권장 

시간인 총 양치시간을 2 분으로 설정하였고, 각 영역을 40 초간 닦는 것으로 설계했다. 

아이들이 양치를 하기 전의 피지컬 아바타의 이빨 색상은 노란색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양치 

하지 않은 이가 누렇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아이들이 양치를 하게되면, 양치를 한 구 



13 

 

역의 색상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점차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피지컬 

아바타의 치아 색상을 흰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이를 닦는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다.  

색상 변화의 단계는 노란색에서 하얀색의 8 단계로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단계적 변화를 보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어떤 구역을 칫솔질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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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Experiment  

  

 

4-1. method 

  

   DenTech 가 아이들의 양치질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18 명의 아이들 

(9명의 여자아이들과 9명의 남자아이들; 6~12살; 평균나이: 8.7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피실험자는 평소 부모님이나 유치원들의 교육기관에서 언어를 통한 양치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들이 평소대로 양치질을 했을 때와 DenTeach 를 통해서 양치질을 했을 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양치시간과 양치구역 그리고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한 

인식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치질 하는 것과 DenTeach 를 보고 아이들이 양치하는 것을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실험하였다. 이는 DenTeach 를 사용하여 양치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치질보다 아이들에게 각 양치구역 당 양치시간을 늘리는 것과 양치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실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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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rocedure 

 

   실험은 한명의 피험자 당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에게 사전에 

실험에 관련된 공지를 전달받고 녹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실험은 이를 동의한 피실험자만 

참여 하였다. 실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14]를 참조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실험동안 리서쳐는 아이들에게 어떤 다른 말도 하지않고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관찰 실험을 하였다. 아이들이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지않고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공간에는 부모님 없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 (일반적인 양치 조건), 아이들은 DenTeach 의 사용없이 평소의 양치질을 하는 

방식대로 양치를 하였다. 양치시간과 횟수의 측정의 오류율을 줄이기 위하여 그들의 양치질을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는 양치시간과 양치횟수의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양적 데이터는 아이들의 양치질을 트랙킹한 컴퓨터의 DB 와 영상촬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의 평균을 내어 오류율을 줄였다. 양치를 하고 난 뒤, 

아이들에게 양치질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첫째 날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쿼트 척도 방식으로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리쿼트척도 질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리쿼트 척도 질문의 경우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어린아이들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THE SELF-ASSESSMENT 

MANIKIN[12]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선택하게 했다. 첫번째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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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 (DenTeach 조건), 아이들은 DenTeach 를 사용하여 양치를 하였다. 첫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웹캠을 통해 아이의 얼굴과 칫솔이 영상처리되어 양치질 데이터가 

저장된다. 양치 실험이 끝난 뒤,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양치질에 대한 

인식들이나 감정들이 덴티치를 사용한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했다. 둘째날도 

마찬가지로 스터디가 끝난 후 약 30 분 가량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양치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와 동기부여 등을 조사하였다. 리서치는 1:1 다과를 먹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두번째 설문지는 첫번째 설문지와 비교했을 때, 기존 설문 문항에 덴티치를 통한 

양치상황이라는 가정이 추가되어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두번째 설문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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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실험을 마친 후 에는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묘사하기 힘든 아이들의 니즈나 

생각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그리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이들은 양치질을 할 때의 

모습이나 양치질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색연필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A4용지에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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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Result 

 

   본 논문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였다. 양적연구를 통해서 normal 과 

Denteach 의 각 컨디션에서 양치하는 총 시간, 각 구역별 양치하는 시간을 비교하였고, 이를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5-1. 양적연구 

 

1) 실험 결과  

 

   첫째로, 일반적인 양치 상황과 덴티치를 사용했을 때의 양치상황 각각에서의 총 양치 

시간과 각 구역별(오른쪽, 가운데, 왼쪽) 양치 시간을 비교하였다. One-tailed Student’s t-

test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 DenTeach 조건에서의 총 양치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

value = 1.57e-12).  

일반적인 양치질 조건에서, 아이들의 총 양치시간의 평균은 56 초(SD =16.03)이다. 반면, 

DenTeach 양치질 조건에서의 총 양치시간의 평균은 111 초 (SD = 13.35)로 증가하였다 (표 

5.1 ). 특히, 모든 피실험자의 총 양치시간은 덴티치를 보지않고 양치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덴티치를 보고 양치한 아이들 중 2 분이상 양치를 완료한 아이들의 수는 

6 명(33.3%)이었고, 가장 짧게 양치한 아이는 92 초(1 분 32 초)였다. 이는 일반적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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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2 분이상 양치한 아이가 한명도 없었고, 가장 짧게 양치한 아이가 36 초였다는 

실험결과에 비교하여 봤을 때 의미가 있다.  

 

                  

            

 

특히, 피실험자가 양치한 구역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몇몇의 아이들은 일반적 

양치질 조건에서 양치를 한 구역 혹은 두 구역에 집중하여 양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p1,female)의 아이의 경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치아를 각각 33 초, 17 초, 33 초동안 양치 

하였다. 이렇게 가운데 치아를 잘 닦지않는 경향은 22.2% (18 명의 어린이 중 4 명)에게 

나타났다. 하지만 덴티치를 통해 양치한 결과, 아이들은 모든 구역을 골고루 양치질 하였다. 즉, 

총 양치시간의 증가 뿐 만아니라, 각 구역을 골고루 오래 닦는 결과를 얻었다. (p1,female)의 

아이의 경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치아를 닦는 시간이 42, 38, 41 초로 증가 하였다. 나머지 

3 명의 아이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양치시간이 편향되지않고 증가했다. 이와 같이 덴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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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 양치질을 한 결과 총 양치시간의 증가 뿐만 아니라, 닦은 양치구역의 수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2) 설문 결과  

  

양치질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의 변화 

   첫번째 질문 문항은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쿼트 5 점 척도( 1: 매우 좋다 3: 보통이다 5: 매우 싫다)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피실험자의 평균은 일반적인 조건 3.4 (SD=.63)에서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 한 

뒤의 평균 2.2 (SD=.67)로 긍정적으로 바뀌였다. One-tailed Student’s t-test 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 유의미 하였다 (p-value = .000047459).  

 

   세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과 유사하다. 하지만, 세번째 질문은 부모님의 개입이 없이 

피실험자가 느끼는 양치질에 대한 인식이다. 각 문항은 리쿼트 5 점 척도( 1: 매우 좋다 3: 

보통이다 5: 매우 싫다)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피실험자의 평균은 일반 조건 3.6 

(SD=.63)에서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 한 뒤의 평균 1.6(SD=.63)으로 바뀌였다. One-tailed 

Student’s t-test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 유의미 하였다(p-value = 4.0489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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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 동기부여의 증가  

   두번째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5-point 

Likert scale (1: 매우 그렇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지않다)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즐거움에 대한 피실험자의 평균은 일반적인 조건 3.8 (SD=.67)에서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 

한 뒤의 평균 2.06(SD=.70)로 변화하였다. One-tailed Student’s t-test 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 유의미 하였다(p-value = 1,24404E-06). 

 

양치질 선호도의 변화  

   네번째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5-

point Likert scale (1: 매우 그렇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즐거움에 대한 피실험자의 평균 점수은 일반적인 조건 2.27 (SD=.63)에서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 한 뒤의 평균 3.2 (SD=.68)로 증가하였다. One-tailed Student’s t-

test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 유의미 하였다(p-value = .003351). 

 

 

5-2. 질적연구 

 

1)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실험 후의 1:1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피실험자 ( 18 명 중 14 명 ; 78%) 들은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질하는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 몇몇 아이들의 경우 실험을 마친 

후 부모에게 덴티치를 사달라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의견으로는 어떤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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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밥을 먹고나서 덴티치의 치아가 노란색이 되있으면 친구들이 보고 인형을 놀릴 것 

같아서 양치질을 바로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인형 이빨이 하얗게 되게하려고 

닦아주고 싶었어요”라는 응답을 한 아이도 있었다.  

중립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는, 한 아이의 경우 덴티치를 사용한 양치질이 중간까지는 

재미가 있었지만, 그 이후 부터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라고 응답하였다.  

 

2) 그림 평가  

 

   그림은 말로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날의 양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였다. 그 후, 아이들의 그림의 

표정에 기반하여 긍정, 중립, 부정의 3 가지 분류로 그림을 나눠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대부분 

아이들의 opinion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화하였다. 전체적으로 77.7%( 18명 중 14명) 

의 그림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 중 7 명의 아이들은 중립에서 긍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3 명의 아이들은 부정적인 찡그린 표정에서 웃고 있는 긍정적인 표정으로의 그림 

변화가 있었다. 4 명의 아이들은 부정에서 중립으로 그림의 표정 변화가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긍정적인 그림에서 부정적인 그림으로 이동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다. 나머지 

아이들은 긍정적 의견에서 긍정적 의견과 중립적 의견에서 중립적 의견 각각 2 명씩으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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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일반적인 양치질을 하고 난 뒤 부정적인 표정을 그렸던 7 명의 아이들 모두의 

그림은 덴티치를 사용하여 양치질을 하고 난 뒤 부정적인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  

 

그림 5.1는 부정적인 표정에서 긍정적인 표정으로의 그림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또한 그림 5.2는 중립적인 표정에서 긍정적인 표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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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Discussion 

 

   아이들이 DenTeach 를 사용하므로써 양치를 하는 데 있어 중간에 양치를 마치지 않고, 

끝까지 양치를 하는 동기부여를 받았음을 실험과 인터뷰 결과를 통해 알수 있다.  

실험결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든 양치구역을 골고루 

충분히 양치질하였다.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인형 이빨이 하얗게 되게하려고 닦아주고 

싶었어요” , “인형 이빨을 닦지않으면 친구들이 인형을 놀릴 것 같아서 다 닦았어요” 등의 

의견을 통하여, 인형의 치아색상을 바꾸는 것 이 자신의 양치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이를 닦지 않아서 인형의 이빨이 노란색이면, 친구들이 인형을 

놀릴 것 같다” 라는 의견에서 아이들은 자신과 인형사이의 인터렉션뿐만이 아닌, 

주변친구들과의 소셜인터렉션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양치시간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원래 목표로 했던 권장 양치시간 2 분을 넘지 않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시험 시작 전 아이들에게 시각적 피드백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아이들의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강요하지 않고 말로 간단히 설명을 하였다. 

비쥬얼적 피드백은 양치를 하게되면 덴티치의 이빨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실험 결과 아이들은 최소 1 분 30 초 이상 양치를 하였다. 하지만, 딱 2 분이 

아닌 1 분 30 초에서 2 분 10 초 사이에 양치를 마쳤다. 이는 아이들이 1 분 30 초가 지나면 

어느정도 흰색이 되는 것을 보고 양치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시각적으로 어느 순간 덴티치의 이빨이 하얗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양치를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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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는 양치 도중 흥미가 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 양치질 중간쯤부터 흥미가 

떨어졌다고 답하였다. 아이들에게 양치 도중의 경험 뿐만 아니라, 양치 이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양치 이후의 사용자 경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future 

work 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양치 후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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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Future work 

   

   Future work 에서는 양치질이 마칠 때 까지 흥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피실험자의 

피드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치 이후의 경험 확장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방향성을 제시한다.  

 

7-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피실험자 주 한명에게 사후 

인터뷰에서 양치하는 도중 흥미가 떨어졌으며, 양치가 끝난 후 피드백의 부재로 흥미를 

단발적으로 느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간단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양치한 결과를 스마트폰을 통해 누적해서 보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과 의견을 참고하여 양치가 끝난 후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아이들은 양치가 끝난 뒤 피지컬 아바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양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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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예시 페이지이다. 상단의 프로그래스바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 양치를 해야되는지를 알 수 있다. 가운데의 피지컬아바타와 같은 

모양의 캐릭터는 양치결과를 반영하여 그림 7.2 와 같이 여러가지 상태로 표현된다. 또한, 

부모들은 어플리케이션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누적된 아이들의 

양치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후 개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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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의 양치습관을 피지컬 아바타형태의 덴티치를 통하여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18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아이들의 총 양치시간과 각 구역별 양치시간(모든 구역을 골고루 양치질 

하였다)이 증가하였다. 또한 서베이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덴티치를 통하여 양치한 

후 양치질에 대한 선호도와 동기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첫번째, 양치 도중 흥미가 떨어진 아이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한 아이는 양치시간 중간쯤부터 흥미가 떨어졌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양치가 

끝나갈때 쯤과 양치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느껴 다음번의 양치질을 더욱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실험에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future work 에서는 기존양치와 관련된 실험을 참고하여 Denteach 를 

사용하여서가 아닌, 다른 양치 방법을 사용한 실험을 대조군으로 잡아 Denteach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일회성 테스트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덴티치를 이용한 

양치질을 한번의 테스트를 통해 실험하였다. 따라서 아이들이 덴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치했을 때에 얻는 이점들을 실험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가지 개선사항을 future work를 통해 개선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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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work 에서, 첫째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들은 텐져블 유저인터렉션을 통해 받는 피드백뿐만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양치 

한 시간, 때 등을 gamification 요소를 더하여 피드백 받게할 것 이다. 둘째로는 long-term 

test를 진행할것이다. 우리는 좀 더 오랜기간 동안 아이들을 덴티치를 이용하여 양치하도록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나중에는 덴티치를 보지 않고도 양치 습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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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Teach : A device for fostering Children’s  

Good tooth-brushing habit 

 

Lee Na Hyeon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esent DenTeach, a smart brush with doll- shaped tangible device. 

DenTeach is designed and developed to foster children’s good tooth brushing habits 

by showing the effect of their tooth brushing on the teeth of a physical avatar in real 

tim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Teach, we conducted a experiment with 18 

children (ages between 6 and 12).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apparent 

increases in overall tooth-brushing time, general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tooth 

brushing when the children participants used DenTeach. In particular, some children 

who did not brush well in certain areas showed a tendency of brushing all areas 

equally well. As future work, we plan to develop a smartphone app that interacts with 

DenTeach so that the children users can check out their tooth brushing activities with 

more fun over longer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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