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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스크린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미세조정 작업(Fine-tuning task)

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및 구현하고,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rag and Roll 제스처는 손가락을 떼지 않고 두 단계에 걸친 스크롤을 통하
여 미세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효용성 확인을 위해 사용자 평가 실험에서 Drag and Roll을 구
현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세 조정 작업에 대하여 기존의 스크롤 위젯들과 수행 시간(Task 
completion time), 오차율 등을 비교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해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미세 조정 작업의 예: 구간 검색, 이퀄라이저

그림 2. Drag and Roll 인터랙션의 개요

1. 서론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스크린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의 제
스처(Gesture) 입력은 이제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식
의 제스처 인터랙션이 제안되어 사용자의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inckley 등은 손가락을 댄 
채로 스마트폰을 기울여 줌 인/아웃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1], Roudaut 등은 손가락을 화면에 댄 
채로 굴림으로써, Malacria 등은 손가락으로 화면에 시계/
반시계 방향 원을 그림으로써 줌 인/아웃과 같이 미리 설
정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2, 3]. 모션 이외에도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되기도 
하였는데, Boring 등은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압력을 감지
하여 압력 수준에 따라 미리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4]. 또한, 화면을 노크하는 제스처를 이용하여 동작
을 수행하거나 [5], 카메라를 이용하여 터치스크린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제스처 입력을 수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
스처 인터랙션이 고안되어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6].
 한편, 터치스크린에서의 미세 조정 작업(Fine-tuning 
task)은 그림 1과 같이 음악 플레이어의 이퀄라이저
(Equalizer) 기능이나, 구간 검색, 동영상의 재생 위치 
지정 등 다양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미세 
조정 작업은 주로 시크바(Seekbar)와 같은 스크롤 위젯
(Scroll Widget) 상에서 손가락을 드래그 함으로써 수
행되는데, 터치스크린의 크기와 사용자의 손 크기 때문
에 정밀한 입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활용되었으나, 
키보드가 좁은 화면에 띄워짐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하
며, 직관적이지 않다. 이에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키보
드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 또한 비교적 흔하
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세 조정 

작업에 적합한 새로운 제스처 인터랙션인 Drag and Roll
을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2. Drag and Roll 인터랙션
2.1. 개요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rag and Roll 인터랙션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스크롤바 상에서 터치 후 드래그를 
통하여 대략적인 값을 맞춘 다음, 손가락을 꾹 눌러 롤
(Roll) 입력을 받도록 한다. 롤 입력은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좌우로 굴림(Roll)으로써 이루어지며, 손가락이 구
르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하여 원하는 값을 맞출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입력 상태 전환 시에는 짧은 진동
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 준다. 이를 통하여 손가락
을 떼지 않고 한 번의 터치 제스처로 미세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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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 정확한 입력 시 소요시간 측정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주어진 목표 값에 정확히 도달
하도록 하고, 피실험자들의 작업 완료 시간(Task completion 
time)을 측정하였다.
Task 2: 짧은 시간 내 목표값에 근접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5초) 안에 무작위로 주어진 목
표 값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목표 값과 피실험자가 5초 
안에 조정한 값의 오차율(Error rate)을 측정하였다. 

표 1. 실험 Task의 설명 

위젯 일반 스크롤, 숫자 입력+스크롤, Drag and Roll
척도 Numeric scale, Log scale
범위 0-100, 0-500, 0-1000

표 2. Task 외 실험 조건

2.2. 구현
 인터랙션의 구현을 위해,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른 터치 입
력을 분석하고, 미세 조정을 위하여 위젯의 세부 설정을 수
행하였다. 우선, 드래그 입력 시에는 터치 입력에서 좌
표의 변위만큼 스크롤 값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일반적
인 스크롤 바의 미세 조정과 같은 방식이다. 롤 입력 시
에는 스크롤 범위에 따라 미세 조정 값의 비율이 달라
졌는데, 0-100일 때는 좌표 변위의 25%, 0-500일 
때는 10%, 0-1000일 때는 5%만 변화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롤 입력 시 좌표가 40만큼 움직였다면, 
0-100 범위에서의 스크롤에서는 10만큼, 0-500에서는 
4만큼, 0-1000에서는 2만큼 스크롤 값이 변화하여 미
세 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드래그 상태에서 롤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하기 
감지하기 위하여, 앞선 관련 연구[4]에서 사용한 방법
과 같이 터치 면적의 변화를 감지하여 압력을 추정하도
록 하였다. 측정 시에는 손끝과 손톱 부위가 아닌, 손가
락 지문이 있는 부분이 터치스크린에 접촉하도록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반 스크롤 입력과, 손가
락을 꾹 눌러 압력을 가한 롤 입력 사이에는 터치 면적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ired t-test,    ,   ,    , 
  : 드래그,   : 압력을 가한 롤 입력) 이 때 사
용자의 손 크기에 따라 터치 면적의 범위가 다른 문제
가 있는데, 이는 각 사용자들의 터치 면적을 측정하여 
제스처 인터랙션을 개인화(Customize)하여 해결하였다. 
3. 사용자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rag and Roll의 사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기존의 스크롤 위젯 두 가지(표 2 참고)와 Drag 
and Roll을 이용한 스크롤의 성능 비교 및 사용자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
마트폰(삼성전자 SM-850, 115g, 4.7인치 정전식 터치스크
린)에 그림 3과 같이 실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12명의 20대 대학(원)생
(남 9, 여 3명, 평균나이 23.8세)이 참가하였으며, 전원
이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피실험자 Task 및 성능 평가 척도는 아래 표 1에 서술하
였다. 이 Task들을 표 2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수
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각각의 스크롤 위젯의 성능 평
가에 다양한 난이도 및 조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스크롤 
척도(Scale) 2가지, 스크롤 범위(Range) 3가지를 조합
하여 실험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척도는 좌표에 
따른 값이 등간격으로 매겨진 Numeric scale과 이퀄라
이저의 데시벨 단위와 같이 dB 척도도 매겨진 Log 
scale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 가지의 범위를 사용하였
는데, 조정 값의 범위는 커질수록 난이도가 증가한다. 
즉, 2가지의 Task, 3가지의 스크롤 위젯, 스크롤 척도 
2가지와 범위 3가지를 조합, 총 36 개의 실험 조건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피실험자 한 명당 7번씩 반복하였

다. 따라서 피실험자 한 명당 총 252회(36 × 7)의 
Task를 수행하였다. Task의 종류를 제외한 실험 조건
들은 무작위로 제시되었으며, Task의 종류는 실험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싱(Balancing) 하였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 1은 Task 1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2를 
수행하고, 피실험자 2는 Task 2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1을 수행하는 식이다.
 또한,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들이 각 task와 위젯에 익숙
해질 수 있도록 사전 연습 시간이 주어졌으며, 피실험자
의 피로로 인한 효과(Fatigu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매 63개당 3분)을 부여하였다. 
소요시간은 피실험자 1인당 약 1시간 내외였다. 마지막
으로, 실험 후 아래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Drag and 
Roll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 어플리케이션 화면

4. 결과 및 고찰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ask 1에서 정확한 입력
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숫자 입력+
스크롤 위젯이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위젯의 작업 완료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는데, (  ,   ) 이
는 입력 Task의 특성 상 피실험자 개개인의 속도 차이,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간 등 통제
변인 외 오차와 관련된 요소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스케일과 범위에 따라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각각   ,    ,   , 
  ) 이는 미세 조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의 난이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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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5점 만점)

Drag and Roll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3.42±1.36
Drag and Roll은 미세 조정에 적합하다. 3.83±0.72

Drag and Roll 이용 시 미세 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3.33±0.98

Drag and Roll 이용 시 미세 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4.00±0.85

Drag and Roll 방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3.92±0.79

표 3.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그림 4. Task 1의 Completion time (오차 막대: 표준오차) 그림 5.  Task 2의 Error rate 비교

기할 만한 것은 Log scale에서의 미세 조정 작업은 값
의 범위와 상관없이 세 방법 모두 비슷한 시간 (5초 내
외)에 모두 마친다는 것이다. 또한, Drag and Roll과 일
반 스크롤 위젯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Task 2에서의 Error rate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는 가독성을 위하여 오차 막대는 생략
하였으며, 표준오차의 범위는 최소 0.006%에서 3.06%
였다. Task 1과 마찬가지로, 스크롤 범위가 커지면서 
작업이 어려워질수록 큰 오차를 보였으나, 오차의 절대
적인 값은 최대 1.5% 정도로 매우 작았다. Drag and 
Roll은 Numeric 환경에서, 스크롤 범위 값이 커졌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Log scale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
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숫자 입력이 포함된 스크롤이 다
른 방법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피실험자
들이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스크롤 대신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Log scale
에서 일반 스크롤과 Drag and Roll의 낮은 성능은 일부 
Trial에서 피실험자들이 Log scale로 변하는 값에 적응
하지 못하여 큰 오차를 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험 후 설문조사는 위 표 3과 같이 편리성, 적합성, 주관
적 속도 및 정확도, 향후 이용 가능성의 5가지 문항에 대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였
다. 응답 결과 대체적으로 Drag and Roll은 미세 조정 작
업에 적합하며, 정확한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편
리함 측면과 작업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얻었
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결과는 피실험자들의 숙련도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연습 시간(10분 내외)만을 제공하고 

실험을 수행해 기존의 널리 사용되던 방법보다 비교적 숙
련도 면에서 떨어지게 되어 피실험자의 작업 효율이 저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실험자들이 손을 뗄 때 미세
하게 값이 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성능 저하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Drag and Roll 방식은 일반적인 스
크롤 위젯에 비해 수행 시간 면에서 큰 차이 없이 미세 조
정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일반적인 Numeric scale에 대하여 키보드를 사용하
기 어려운 환경일 때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피실험자들의 숙련도 문제나, 손을 떼는 시점을 감지하여 
값이 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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