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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EyeWatch: An Application that Provides

Notifications with Minimum Interruption and Data

Visualization for Proper Blinking Behavior

IoT, 스마트 기기 분야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점차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건강 정보와 신체적인 정보가 기록되기도 한다. 앞

으로 현대인은 더 많은 알림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자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인 알림은 사용자를 방해하고 이는 사용자의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눈 깜박임은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강 행동이지만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지 부족으로 인해 눈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눈 깜박임은 건강 행동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정신적 육

체적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이 자신의

눈 깜박임 패턴과 현재 상태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눈 깜박임을 촉진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가져야 할 기능으로 최소한

의 개입으로 지각 가능한 수준의 알림, 사용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로 명세했다. 이를 충족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파일럿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

이러한 접근이 기존의 알림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또

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 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 Eye Blink Monitoring, Notification,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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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Background

국내의 미디어 보유 이용과 행태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

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년층 에

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와 함께 통화와 문자

메시지 중심의 모바일 기기의 이용행태는 정보콘텐츠, 게임 등 다양한 이용 목적으

로 변화하며 기능 간의 이용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상파 TV를 보

면서 스마트폰으로 채팅/통화를 하는 등의 미디어 기기의 동시 이용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의 증가와 함께 알려진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구건조증이 있다. 안구건조증은 본래 노화로 인해 눈물이 부족해져서 일어

나는 증상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안구건조증 환자 수가 늘고 있다. 그 이유

는 PC,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 디스플레이의 잦은 사용이 원인이다.

플랫 디스플레이 형태인 스마트 디바이스를 오래 바라보게 되면 눈 깜박임의

횟수가 감소하고 이는 안구 노출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를 유발

하게 된다[2]. 젊은 세대는 안구 건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

데 이는 노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 시간을 줄이고 눈 깜박임 횟수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

이 중요하다. 눈 깜박임은 눈물샘을 자극하여 일정량의 눈물을 분비시킨다. 이때 분

비된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할뿐만 아니라 눈 안의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밀어내 눈

을 보호한다. 또한 눈을 깜빡일 때 근육을 쓰는 것은 초점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

다. 그러나 대개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눈 깜박임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디지

털 디바이스 사용시 어떻게 눈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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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안구 질환들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되며 사용자들이 눈 건강과 보호의 필요성을 자각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

하다[4].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함께 플랫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안구를 보호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눈 깜박임 횟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알고

리즘 연구부터 눈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PC 사용자를 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그러나 눈 깜박임이 사용자의 Mental

Workload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의 Mental Workload를 고

려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눈 깜박임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내는 특성상 일회성

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주의(Attention)를 끌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각과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트레이드 오프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었을 때 알림

(Notification)을 주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터

랙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Workload의 부하가 일어

나는 작업 수행 중에는 외부 기기(External Device)를 이용한 Notification이 유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스마트워치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으로 몰입

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내부의 일반적인 알림(Toast)을 비교했을 때

연구자가 제안한 프로토타입이 사용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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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Related Work

눈 깜박임은 사람의 안구를 보호하는 것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플랫

디스플레이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현대인들의 안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4].

이러한 안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 깜박임 행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눈

깜박임 횟수가 낮은 사람은 횟수를 늘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

구들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안했는지 살펴 보았다.

먼저 VDT(Visual Display Syndrome)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20-20-20 rule이라는 것이 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응시하라

는 캠페인이다. 사용자들의 VDT 신드롬을 유발하게 하는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이 20-20-20 rule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들은 알림이 시작되면 매 20

분마다 전체 화면을 덮는다.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소 일방적이거나 강제하는 측면을 보였다.

또한 눈 깜박임을 촉진하는 인터랙션에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눈 깜박임

이 사람의 Workload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5]. 사람의 눈 깜박임이 느려지고 있

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신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Workload에 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6]. 스마트 디바이스에

서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후자와 관련이 깊다[7]. 사용자가 작업

에 몰입하고 있을 때 시야를 가리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경험

을 침해하기 때문에 선호도(Preferences)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사용자

행동 유도를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침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극이 아닌

간접적인 자극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9]. 그러나 최소한의 개

입과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것 사이에는 Trade-Off가 존재하기에 효율적으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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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눈 깜박임을 촉진하는 다른 방법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고수인[10]은 장시간 동안 PC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눈 건강 관리 행태

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실행했다. PC 사용자들은 눈 건강 관리

행태에 소홀했으며 그 원인으로 자신의 눈 상태에 대한 지각 부족과 눈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꼽았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

용자의 건강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져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건강 기록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직관적인 시각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11].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폰과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안구 건강에 대한 기록 방식은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련 연구를 토대로 사용자의 눈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인터랙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를 측정한 뒤 사용자가 지각 가능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알림을 제공

한다. 두 번째로 눈 깜박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패

턴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토타

입을 만들어 검증을 진행했다.



- 5 -

제3장 Prototyping

1. EyeWatch

문헌 연구를 통해 외부 기기(External Device)를 통한 알림이 내부(Internal)의

알림보다 사용자의 지각과 개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

상했다. 외부 기기 중에서도 사용자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감각(시각,

촉각, 청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인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이러한 방식은 스마트폰에서 사용

되는 일반적인 알림이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영역(Central Cue)에서 발생하는 반

면 스마트워치의 알림은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Peripheral Cue)

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자신의 눈 깜박임 패턴 정보를 흥미롭게 기록하는 데이터 시각

화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눈 깜박임 행동과 스마트폰 사용

방식에 대해 알게 하고 스스로 눈을 보호해야겠다는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할 것이

라고 기대했다.

Figure 1 Target 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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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은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보여준다. 이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도 알림과 함께 정보를 전달할 디스플레이가 함께

제공되는 모델이 실험에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사용되었고 OS인 안드로이드 버전은 6.0 이었고 스마트워치는 삼성 갤럭시

기어 S2 가 사용되었고 OS는 타이젠 2.3 이었다.

1)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를 검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했다. Google은 Mobile Vision API를 제공하는데, 이 API를 이용하면 사람의 눈 깜

박임 횟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Mobile Vision API는 전방의 카메라

(The front facing camera)를 통해 지속적으로 Preview Images를 Pipeline으로 보

낸다. Camera Source Component는 받은 이미지들을 Detector로 관리하여 보내는

데 이때 초당 최대 30 프레임이 전송된다[12].

Mobile Vision API는 Open CV 등 영상처리를 이용해 직접 눈 깜박임 측정을

위한 Detector를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먼저

얼굴 인식 이후 눈 깜박임 횟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얼굴 중 일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측정이 어려워 각도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측정된 데이터(눈 깜박임 횟수)를 스마트워치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야 한다. 삼성에서 제조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는 SAP(Samsung

Accessory Protocol) Framework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을 지원한다. 스마트워치는 SAP Framework를 통

해 전달받은 눈 깜박임 횟수를 측정 후 이를 정해진 UI에 맞춰 표기한다.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스마트워치는 타이젠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웹 앱으로

구현했다. 타이젠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스마트TV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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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에 탑재된 오픈소스 운영체제이다. 그림과 같이 타이젠을 이용하면 Web API를

통해 Native Subsystem에 접근할 수 있다. 블루투스 연결, 기기의 전원 시간 조절

등 Native system에서만 가능한 기능을 Tizen을 통해서는 Web App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Figure 2 Tizen Web App

Web App 은 Native app 에 비해 개발 구현 시간 단축되며 d3, chart.js 와 같이

웹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시각화 오픈 소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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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 Flow Chart

Figure 3 Eye Detec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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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눈 깜박임을 감별하는 Flow Chart 는 Figure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ink Tracker 서비스가 시작되면 좌우 눈이 열린(Open)의 상태 값이 Open

threshold 보다 크면 State값을 증가시킨다. 이후 다시 눈이 닫힌(Close)의 상태보다

작으면 State 값을 초기화하고 Count Blink 값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모아진 눈

깜박임 횟수는 SAP 프로토콜을 통해 1분에 한번씩 EyeWatch앱으로 전송된다

프로토타입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의 눈 깜박임 횟수의 정확도를 측정했다. 5 명의

참가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20 분간 프로토타입이 설치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를 통해 직접 실제 눈 깜박임 횟수를 측정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쥐고 몸을 스마트폰 쪽으로 숙이는 자세에서는 눈 깜박임

의 정확도가 높았다. 그러나 몸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조명이 어

두운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스마트워치 앱이 SAP Handler와 연결되는 과정의 흐름은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 App이 구동되면 SAP handler를 통해 Connection연결을 시도한다.

SAP 프로토콜 연결이 구성되면 스마트폰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연결이 성공하면 비동기 방식으로 콜백 함수를 등록하고 이후 분단위로 데이터

가 넘어올 때마다 이를 축적함과 동시에 3가지의 Scene(Realtime, History,

Moistness)에 전송하여 UI를 업데이트한다.

P1 P2 P3 P4 P5 Mean

accuracy 93% 67% 89% 72% 82% 80%

Table 1 Participants data of smartphone accura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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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mart Watch Using SAP Protoco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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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UI(User Interface)

스마트워치는 4가지의 UI, Real Time, Moistness, History, Refresh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UI는 크게 알림(Real Time, Refresh)과 데이터 시각화(Moistness,

History)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분간의 눈 깜박임 횟수를 추출한 뒤 이를 신호등

과 같이 빨강, 노랑, 녹색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Real time을 Figur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횟수(N) N < 8 8 ≤ N < 12 N ≥ 12

상태 나쁨 보통 좋음

색상 빨강 노랑 녹색

문구 Very Bad Not Bad Very Good

Table 2 Realtime Category

Figure 5 EyeWatch – Realtim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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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색상과 함께 분당 눈 깜박임 횟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자의 눈 깜박임이 분당 8회 미만을 나쁨, 8회 이상부터 13회 미만을 보통, 13회 이

상을 좋음으로 표기하였다. 눈 깜박임 횟수를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한 것은 PC사용

자를 위한 눈 깜박임 모니터링[10]에서 사용된 다섯 단계의 눈 깜박임 횟수에 대한

분류를 참고하여 세 단계로 축소했다.

Figure 6 EyeWatch – Moistness, History, Refresh Time(왼쪽부터)

두 번째 UI인 Moistness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 시작 이후의 눈 깜박임 횟수의

평균 값을 사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자신의 눈 상태를 직

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눈 깜박임 데이터가 안구 건조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습윤을 뜻하는 Moistness라고 명명했고 눈 깜박임 횟수가 높아

질수록 파란색의 물결이 원을 채우는 면적이 넓어지고 반대로 횟수가 감소할수록

면적이 감소하면서 %값이 줄어드는 것을 표현했다.

세 번째 UI인 History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변하는 눈 깜박임

횟수를 그래프로 표기했다. 그래프 상의 노란색 선은 권장 눈 깜박임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치를 표현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눈 깜박임 패턴을 파악하고 동시

에 권장 눈 깜박임 횟수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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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 번째 UI인 Refresh는 20분마다 주어지는 알림으로 사용자가 장시간 스마트폰

이용 시 주의를 환기하고 적절하게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을 유도한다. 이는

20-20-20 Rule을 도입한 Notification이다. 적절히 눈 깜박임 횟수를 유지하는 것만

큼 적절히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형의 오브젝트가 20초 동

안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며 사용자에게 20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뜬다.

Refresh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떠있는 Notification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모드

로 전환해서 자신의 눈 깜박임 횟수 및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타겟

기기로 선택된 삼성 gear s2에서는 휠 인터렉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휠을 좌우로 돌

리면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모드가 변경될 때마다 하단의 네비게이션 아이콘도

함께 업데이트 된다. 프로토타입을 위해 사용된 스마트폰의 UI는 웹 브라우징을 지

원할 수 있는 WebView와 실험의 시작, 종료, 설정 버튼으로 구성됐다.

Figure 7 Smartphon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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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r Scenario

이번 연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사용자의 눈 깜박임 패턴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다. 도출된 사용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잦은 플랫 디스플

레이 사용 혹은 라식 등의 수술 이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사

용자는 적정한 눈 깜박임 횟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눈 깜박임 횟수가 낮은 편인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스마

트폰이나 PC등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EyeWatch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눈 깜박임을 측정할 수 있다. 분당 눈 깜박임 횟수에 따라 

팔에 착용한 스마트워치의 디스플레이가 즉시 피드백을 출력한다. 이를 통해 자신

의 눈 깜박임 행동이 적정한 횟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EyeWatch의 피드백은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 그러나 지각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하고 있는 작업을 비교적 덜 방해하게 된

다. 

VDT 작업을 시작한지 20분이 지난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20분이 지났으니 20

초 동안 먼 곳을 바라보라는 알림이 뜬다. 사용자는 20-20-20 규칙에 맞춰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눈의 피로를 풀고 또한 그 동안 쌓인 데이터를 보며 

자신의 눈 깜박임 패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Pilot Study

제안된 프로토타입인 EyeWatch의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했다. 파일럿 스터디의

목적은 EyeWatch의 Feasibility를 측정하는 것과 사용자가 EyeWatch에서 제공하는

피드백과 정보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태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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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lot Study Method

HCI를 연구하는 학생5명(남:3, 여:2)이 파일럿 스터디에 참가했다. 실험에는 한

사람당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파일럿 스터디의 배

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참가자

들은EyeWatch의 UI와 조작법을 익혔다. 그 이후 과업을 수행했다.

5min 목적과 배경(Introduction)

5min 프로토타입 설명

5min Task1

5min~15m

in
Task2

10min 인터뷰 및 설문 조사

Table 3 Procedure of Pilot Study

첫 번째 과업(Task1)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테스트 계정으로 email에 로그인을 한

다. 이후 테스트 계정 앞으로 도착한 새 메일을 확인 한다. 도착한 메일에는 오타가

섞여 있는 칼럼이 도착해 있다.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오타의 개수를

센다. 오타의 개수를 센 이후에는 답신으로 찾아낸 오타의 개수를 보낸다. 첫 번째

과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WebView를 이용해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쇼핑, 웹툰, 동영상 보기 등과 같은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용 시간은 참가자에 따라 10분에서 2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참가자들

은 모든 과업을 완료한 이후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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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는 사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Usefulness, Ease of Use, Ease of Learning,

Satisfaction의 4가지의 요소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다[13].

2) Result

5명의 참가자들이USE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그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프로

토타입은 Usefulness, Ease of Use, Ease of Learning, Satisfaction 4가지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 Ease of Learning과 Satisfaction에서의 점수가 다른 두

요소(Usefulness, Ease of Use)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한 기능으로

구성된 점과 눈 깜박임 횟수 기록의 데이터 시각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ase of Use가 다른 두 요소에 비해 낮은 평가를 얻게

된 배경으로는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폰의 연동 시 발생하는 번거로움 및 아직 대중

화되지 않은 디바이스 조작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8 USE Result of Pilot Study

5명의 참가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EyeWatch가 작업의 흐름에 어느

정도로 방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작업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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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색깔(빨강, 노랑, 초록)이 지시하는 의미를 지각할 수 있었다는 것에 동의했다.

EyeWatch가 제공하는 눈 깜박임 횟수의 시각화의 방식은 흥미로웠으며 특히

Moistness화면의 물결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안구 상태처럼 몰입하게 되었다

는 의견이 있었다(P2). 또한 평소 관심이 없었던 눈 깜박임 행동에 대한 자각을 돕

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P1). 그러나 스마트 워치의 손목에 차는 형태와

스마트폰을 들게 되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피드백만이 아닌 보조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뽑혔다(P3). 또한 사용자의 이전 작업을 비교적 덜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기본 알림으로 사용되는 토스트(Toast) 형태의 알림

(Notification)과의 정량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P4, P5).

파일럿 스터디 이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요구사항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용자의 눈 깜박임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 보조 피드백(진동 피드백)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폰에서의 알림(Toast)와의 정량적, 정성적인 비교 분석이 필

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여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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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valuation

1. Overview

본 연구는 눈 깜박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한다. 눈 깜

박임 행동이 사용자의 Cognitive Demand와 관련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이전 작업

(Pre task)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이 인터랙션의 알림

(Notification)을 지각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진행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EyeWatch가 사용자에게 지각되는 정도가 이전 작업에 방해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만족(Satisfaction)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검증에서는 파일럿에

서의 요구 사항과 관련 연구 조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2. Related Work

스마트 기기를 늘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이로부터 많은 편리함과 기회를 얻었지

만 동시에 원치 않는 간섭에 노출되어 있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는 알림으로 전화 알림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화 알림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맥락(Context)를 크게 방해하는 알림이다.

Böhmer[14]는 스마트폰 전화 알림의 UI 스타일간 분석을 진행했다. 스마트폰 화

면 전체를 덮는 알림(baseline)과 연기(postpone)할 수 있는 형태의 알림, 사용자의

작업을 덮지 않는 알림(multiplex)까지 세 가지 타입의 UI 스타일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비교했다. 실험은 사용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 전화 알림으로

인한 개입에 대응하는 형태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응시하고 있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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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화면 전체를 덮는 알림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Annoying)가 도출되었다.

Multiplex형태의 UI는 이전 작업의 시야를 막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개입

(Interruption)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Respect) 측면에서 큰 점수를

얻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Annoying)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Figure 9 the three UI designs:

a) baseline UI; b) postpone UI; c) multiplex UI[14]

사용자가 몰입도가 높은 작업을 진행 중일 때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역에

서의 방해(Interruption)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Lauren[1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auren[15]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타이핑을 하는 작업을 진행시킨 뒤 다양

한 소스를 통해 알림을 발생시켰다. 알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내부(Internal)에서 발생하는 알림으로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닌

외부(External)에서 발생하는 알림이다. 데스크탑(PC),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워

치)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알림(Internal

Notification)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알림(External Notification)을 더 선호했으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치를 통한 알림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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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박임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간

접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눈 깜박임 행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

었다. 고수인[10]의 피지컬 아바타를 이용한 알림과 이혜연[9]의IoT 가습기와 눈 깜

박임을 연결 지은 인터랙션이 모두 사용자의 간접적인 환경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림과 비교 하

여 사용성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련 연구들을 근거로 EyeWatch의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Toast)과 비교했을 때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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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mental Design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다. 스마

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형태로 반투명 형태로 잠시 떴다 사라지는 작은

팝업을 안드로이드에서는 Toast라고 지칭한다. 이번 실험에서 이러한 형태의 팝업

을 Toast로 지칭하겠다. 실험은 다음의 세 가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는 사용자가 느끼기에 EyeWatch의 알림이 사용자의 과업 수행에 개입하는

정도가 Toast 알림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눈 깜박임 횟

수는 사용자의 Cognitive Demand와 관련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작업을 최대한 방

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용자가 느끼는 개입의 정도가 클수록 사

용자의 과업 수행에서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알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yeWatch가 사용자에게 알림을 줄 때 사용자가 이를 따를지 아니면

무시할 지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사용자

의 작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너무 낮아서 알림이 주의를 끄는 시도가 지각되지 않는

수준이었거나 사용자가 알림의 개입 방식에 불쾌감을 느껴 의도적으로 알림을 무시

했다면 알림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는 EyeWatch가 제공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 유용했는지 알아보고자 했

다. 사용자가 자신의 눈 깜박임 행동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것은 즉시 받게 되는 알

림보다 자신의 눈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눈

건강에 대해 소홀한 원인으로 자신의 눈 깜박임 행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눈의 피로 회복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더디다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따라

서 이러한 정보 제공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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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icipants

총 14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했다(남자 7명, 여자 7명, 나이 평균 26). Table1

은 참가자 집단의 스마트 워치 사용 경험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숙련도를 보

여준다. 이들의 1회 스마트폰 이용 시간(T)은 최소 5분에서 30분까지로 평균 15.5분

정도로 나타났다. 라식, 라섹과 같이 안구 관련 수술 경험(수술 경험)은 14명 중 3

명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안구 건조의 유무에 대해서는 9명이 안구 건조

를 진단받았거나 지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참가비로 인당 만원씩을 지급

받았다.

Id 성별 나이 경험 숙련도 T(min) 수술 경험 안구 건조

P1 남 24 Y 상 10 N N

P2 여 24 Y 상 30 Y Y

P3 여 26 Y 상 30 Y Y

P4 남 24 Y 상 20 N Y

P5 여 24 Y 상 10 N N

P6 남 25 N 상 20 Y Y

P7 남 26 N 상 5 N N

P8 여 27 Y 중 15 N Y

P9 남 26 Y 상 5 N N

P10 남 30 Y 상 30 N N

P11 여 28 Y 상 5 N Y

P12 여 28 N 중 10 N Y

P13 남 27 Y 중 7 N Y

P14 남 26 N 중 20 N Y

Table 4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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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사용자들이 알림의 유형(EyeWatch, Toast)에 따라 사용자의 Workload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Nasa TLX를 사용했다. Nasa TLX는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

을 수행할 때 지각된 Workload 측정하는 툴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된다[16].

Nasa TLX는 6개의 subscale(Mental Demand, Physical Demand, Temporal

Demand, Performance, Effort, Frustration)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참가자들은 5점

단위의 subscale에 점수를 매긴다. 그 다음 subscale를 두 개씩 묶어 비교한다. 방금

마친 과업과 좀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매겨진 우선

순위는 가중치로 사용이 된다.

과업에 대한 사용자의 Workload와 별개로 알림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정량

적인 수치로 받기 위해 앞서 관련 연구에 포함되었던 Böhmer[14]의 연구 방법을

참고했다. 참가자들은 EyeWatch와 Toast 사용했을 때 각각 수행한 과업에 대한

Nasa TLX를 측정함과 동시에 알림에 대한 사용자의 Annoying과 Respect,

Usefulness, Satisfaction를 정량화된 수치로 함께 측정했다. 알림에 대한 사용자들

의 태도와 실용성,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EyeWatch를 사용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SUS를 통해 사용자Acceptance를 측정

했다. EyeWatch는 눈 깜박임 모니터링과 알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시

각화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용도 측면에서 어떤 면을 보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두 번의 과업 수행 이후 참가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느꼈던 경험과 생

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내용은 이후 정량적으로 측정

된 수치들의 근거를 보충한다.

3)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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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in 사전 설문 조사

5min 목적과 배경(Introduction)

15min Task 1

10min Nasa TLX & Notification Evaluation

10min 쉬는 시간

15min Task 2

10min Nasa TLX & Notification Evaluation

10min 인터뷰 및 설문 조사(SUS)

Table 5 Procedure of Evaluation

참가자는 먼저 사전 설문 조사에 응한 뒤 실험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소개를 듣

는다. 그 다음은 주어진 과업을 실행한다. 과업은 6분 정도의 동영상을 관람하면서

주어진 미션(특정 이벤트에 대한 횟수 기억하기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동영상

관람이 완료되면 주어진 120자 정도의 글을 메일로 적어서 보내는 작업으로 완료까

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Task 1과 Task2는 동영상 재생과 문자

입력이라는 형태를 가지되 다른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눈 깜박임 횟수가 측정되었고 한번은 EyeWatch로 다른 한

번은 Toast(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알림)를 사용했다. Task1, 2와 알림 유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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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랜덤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동의하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 실험 장

면이 녹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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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

14명의 참가자가 2번의 과업을 진행하여 총 28개의 데이터가 모였다(14

Participants * 2 Task). 이를 Paired Sample T 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 값을 분석

했다. 통계 툴로는 IBM SPSS 20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참가자 집단의

Workload와 알림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후 인터뷰 내용 분

석을 통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Nasa TLX

Nasa TLX는 사용자 집단의 Workload를 측정했다. Table 1은 두 집단의 NASA

TLX의 Paired Sample T Test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가중치 값이 적용된

NASA TLX 평균(Mean) 값을 보면 EyeWatch의 알림을 받으면서 과업을 할 때 사

용자가 느낀 Workload 부하가 더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뢰구간: 95%, α

=.004).

2) Notification Evaluation

Nasa TLX는 6 개의 Subscale(Mental Demand, Physical Demand, Temporal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Nasa-TLX[TO] -

Nasa-TLX[EW]
8.732857 9.427688 2.519656 3.466 13 .004

Table 6 NASA TLX Paired Sampl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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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Performance, Effort, Frustration)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과업 진행

후 6개의 Subscale에 정량적 값을 매겼다. Table2는 Subscale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6 개의 subscale간의 값을 비교해보니 Performance와 Frustration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erformance(신뢰구간: 95%, α=.025)는 대상자가 방금 한 과

업에 대해 자신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subscale과 다르게 높을수록

대상자가 자신의 성취도를 낮게(Poor)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들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은Toast그룹은 627.79초(10분27초),

EW 그룹은 638.57(10분 38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완료

된 작업을 평가한 값은 각각 83.11(Toast), 84.58(EyeWatch)로 전체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Frustration(신뢰구간: 95%, α=.043)은 사용자

가 과업을 수행했을 때 느꼈던 좌절,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같은 유형

의 과업을 수행했지만 Toast를 통한 알림을 받을 때 사용자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Mental[TO]

–Mental[EW]
-1.719286 6.884576 1.839980 -.934 13 .367

Physical[TO]

–Physical[EW]
.103929 1.933881 .516852 .201 13 .844

Temporal[TO]

–Temporal[EW]
-1.321786 4.646713 1.241886 -1.064 13 .307

Performance[TO]

–Performance[EW]
4.188571 6.172830 1.649758 2.539 13 .025

Effort[TO]

–Effort[EW]
.785357 5.418202 1.448075 .542 13 .597

Frustration[TO]

–Frustration[EW]
6.580357 10.958334 2.928738 2.247 13 .043

Table 7 NASA TLX Subscale Paired Sampl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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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좌절을 느꼈다. 이러한 Subscale과 가중치가 적용된 Nasa TLX Overall 값을 비

교해볼 때 사용자들이 과업 수행 시 Toast 알림에서 더 많은 방해를 느꼈던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Nasa TLX Subscale Graph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 같은 응답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었다.

Toast는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가 매우 나쁜(Very Bad) 상태일 때 화면 중앙에

서 진동과 함께 떴다 사라졌다. 사용자들 중 이러한 진동에 무감한 그룹도 있었으

나 작업에 집중을 방해(P1)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P12)는 응답이 있었다.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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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또한 눈 깜박임 횟수가 매우 나쁜(Very Bad) 상태일 때는 같은 길이의 진

동 피드백을 울리게 되는데 사용자들은 이 진동에 대해서는 크게 방해되지 않았다

(P2, P3)고 응답했다. 디바이스의 특성상 진동의 세기와 피부에 닿는 면적이 다르기

도 하고(P13) 진동과 시각적인 효과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지각 가능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의(Attention)를 기울이

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P3)는 의견이 있었다.

2) Notification Evaluation

두 그룹의 눈 깜박임 횟수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사용자들이 과업을 수행

하면서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알림에 대한 사용자

의 감정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EyeWatch와 Toast의 방식이 사용자의 주의

(Attention)를 끌기 위한 개입을 Annoying, Respect, Usefulness, Satisfaction 4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다[Table 3]. 참가자들이 알림의 개입을 수용했는지 아

니면 무시했는지, 알림의 전달방식에 만족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참가

자들이Nasa TLX에 대한 설문을 마친 후 추가적으로 방금 받은 알림(EyeWatch,

Toast)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받았다.

Respect
나는 알림이 주는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랐다.

나는 알림을 듣고 눈 깜박임 횟수를 조정했다.

Annoying
나는 알림을 무시했다.

나는 알림을 들었지만 눈 깜박임 횟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Usefulness
나는 알림이 유용했다.

알림이 눈 깜박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Satisfaction
나는 알림에 만족했다.

알림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Table 8 Notific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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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EyeWatch를 Toast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 Paired

Sample 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 EyeWatch는 Toast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α는 0.048을 기록했다[Table 4]. Respect가 높다는 것은 참가자

들이 과업 수행 시 눈 깜박임을 촉진하라는 알림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Toast보다 EyeWatch를 사용했을 때 더 눈 깜박임 알

림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Respect[TO]

- Respect[EW]
-18.929 32.533 8.695 -2.177 13 .048

Annoying[TO ]

- Annoying[EW]
26.786 30.547 8.164 3.281 13 .006

Usefulness[TO]

- Usefulness[EW]
-8.571 25.071 6.701 -1.279 13 .223

Satisfaction[TO]

- Satisfaction[EW]
-20.000 26.602 7.110 -2.813 13 .015

Table 9 Notification Evaluation Paired Sample Test

Annoying 측면에서 EyeWatch와 Toast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α는 0.006을

기록했다. Annoying은 사용자가 과업 수행 중에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알림의 개

입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정도를 뜻하는 수치이다. 즉 사용자는 Toast로 전달되

는 알림을 더 자주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Satisfaction 측면에서도 EyeWatch는 Toast에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α 

= 0.015). Satisfaction은 사용자가 알림의 전달 방식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수치이

다. 사용자 집단이 Respect와 Annoying 측면에서 EyeWatch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

다는 점과 연결하여 볼 때 참가자들이 EyeWatch 사용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을



- 31 -

알 수 있다.

Figure 5 Notification Evaluation Graph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알림에 대해 느꼈던 경험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

다. EyeWatch가 Annoying을 적게 유발시켰던 것은 앞에서 측정한 Nasa TLX 분

석에서 나타났듯이 사용자의 작업에 Toast에 비해 비교적 적은 방해를 유발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EyeWatch가 Respect와 Satisfaction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적은 방해뿐만 아니라 알림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

었던 것과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Toast는 컨디션이 나쁠 때만

실행이 되는 반면 EyeWatch는 컨디션이 좋을 때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눈 깜

박임 행동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지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한다고 답했다(P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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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S(System Usability Scale)

이전까지의 챕터는 EyeWatch가 사용자의 눈 깜박임 행동의 Performance를 높

여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증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사용자의 Performance

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다. EyeWatch는 모니터링과 데이터 시각화라는 두 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림(Notification)의 개입에 대한 방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EyeWatch의 모니터

링(Realtime, Refresh)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데이

터 시각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은 정량적

인 수치(Performance)보다는 사용자의 수용(Acceptance)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Usability Test인 SUS를 도입했다. SUS는 10개의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값(SUS Score)으로 전체 시스템의 사용성(Usability)을 측정한다.

참가자가 EyeWatch를 착용하고 과업 수행을 마쳤을 때는 위의 두 가지 Scale

이외에 SUS값을 따로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시스템인 EyeWatch

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총 14개의 SUS

Score가 모였다. SUS Score의 최고 값은 92.50이었고 최하 값은 70이었다. 평균값

은 83.036을 기록했는데 SUS Score가 80.3 이상을 받게 되면 “A” 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SUS 14 70.00 92.50 83.0357 7.41481

Valid N (listwise) 14

Table 10 SU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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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EyeWatch 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눈 깜박임 패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참가

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눈 깜박임 행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는

데 EyeWatch 사용 이후 눈 깜박임 행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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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사용자의 눈 깜박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EyeWatch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를 측정한 뒤 사용자가 지각 가능

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눈 깜박임 데이터를 시각화하

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패턴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번 실험은

EyeWatch가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검증

에는 사용자의 작업의 방해 정도, 알림 자체로서의 호감, 정보 제공 방식의 적합성

이라는 세 가지의 phase가 있었다.

EyeWatch의 모니터링 알림 방식은 Toast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이전 작업에

대한 개입 부분과 알림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

다. 또한 SUS와 인터뷰를 통해 EyeWatch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와 발전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알림인 Toast와 EyeWatch 두 가지 타입을 사용했을 때 분당 눈 깜박

임 횟수는 권장 눈 깜박임 횟수보다 높았기에 EyeWatch와 Toast 방식 모두 사용

자의 눈 깜박임 행동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시간이 10분에

서 15분 정도로 짧았던 점과 스마트 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이번 실험

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시간을 늘려 두 방식의 차이가

장기간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시에는 눈 깜박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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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Conclusion

본 연구는 눈 깜박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소한의 개입으로 인해 지각 

가능한 수준의 알림, 사용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로 명세하고 프로토

타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했다. 기존의 눈 깜박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는 눈 깜박임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집중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맥

락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다[17].

관련 연구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낮은 눈 깜박임 횟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의 인지 부하로 인해 원치 않는 개입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의 눈 깜박임 행동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지 부족을 꼽았다.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기반의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했다. 사용자의 작업 영역 밖에서 주의를 끄는 알림을 전달할 매개체로 웨어러

블 디바이스 중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선택된 이유는 휴대성과 사용자에게 다양한 감

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러한 접근이 

기존의 알림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실험 결과 

EyeWatch는 사용자의 이전 작업의 적은 개입으로도 지각 가능한 알림을 제공했

다. 또한 사용자들의 눈 깜박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높은 만족

도를 이끌어 냈다.

짧은 실험 시간과 특정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번 연구

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남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동안의 스마트 디바이

스 사용시 일반적인 알림과 새로운 인터랙션의 차이가 눈 깜박임 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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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yeWatch: An Application that Provides

Notifications with Minimum Interruption and

Data Visualization for Proper Blinking Behavior

Hye Lim Cheon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the growth of IoT services and smart devices, we are gradually

entering the field of Hyper-Connected Society. The way of collecting data lik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nd physical condition will become more diverse.

When it comes to notification, people will be exposed to the various

notifications. Some notification does not consider user’s context and it may

cause low acceptance rates.

Eye Blinking is a health behavior to protect the eyes but today people over

using smartphone isn’t perceived risk related to eye disease. Also Eye Blinking

could be used as an indicator of assessment of cognitive and physical demand.

That is why people should know about their eye blinking behavior and



condition. There are possibilities of using it in various ways.

This paper proposes an interaction enhancing eye blinking with minimum

interruption and data visualization. Through pilot tests and experiments we show

this approach has advanta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Keywords: Eye Blink Monitoring, Notification,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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