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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립 방식 커피 추출을 도와주는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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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를 포함한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Rocksmith[4]’와 같은 쌍방향적 미디어를
통한 게임화 된 교육 콘텐츠들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주방 또한 여러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공간으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도와 주는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프로젝션의 형태로 정보들을
증강하여 도움을 주는 형태[1]가 있었다. 또한 증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도구에도 센서를 위치하여 그 과정을
추적하여 다음 과정을 알려주는 시스템[3]도 연구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리 순서를 알려주는 형태에 그쳤다.
본 연구는 여러 조리 과정 중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
추출에 집중하였다. 핸드드립 커피 추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 하여 보다 세밀한 수준까지 지도
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시한다.

요약문
본 연구는 설명서가 있어도, 관련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거나, 동시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 따라 하기 힘든
상황을 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과정만을
보여주는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 입력을 통해
결과의 품질도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세부 항목을
측정 가능한 장치와 수행 중에도 방해 받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초보자임에도 전문가의
수행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e propose visual and audio feedback system
including sensor device and smartphone
application for the situation that we could not
imitate easily. We propose sensor device which
can detect small changes to not only showing
instructions, but also qualifying the result.
Instructions is served by video and audio
feedback to not to disturb the user’s process. The
goal of our study is to user to easily imitate the
expert’s doing and learn.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추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와 사용자의 주의를
대상으로부터 빼앗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주제어

추출 상황 특정

Coffee Brewing, pervasive computing, multimodal prompting, internet of things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커피의 맛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크게 볶은 정도, 분쇄 크기, 추출
시간, 물-원두 비율, 침전물, 물 온도, 물 붓기 방식,
그리고 물의 경도가 있다고 한다[2]. 본 시스템은 볶아진
원두를 분쇄한 상태에서, 추출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변용 가능한 추출
시간, 물-원두 비율, 물 온도, 물 붓기 방식만을 고려한다.

서론
‘책으로 배워서 그렇다’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만큼
우리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익히 알 고 있다. 특히, 요리할 때는 책에 있는 표현의
모호성만이 아니라 이해한 정보도 그 순서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기에 책만 보고는 따라 하기 힘들다.
또한, 그 과정 중에 책과 대상물을 번갈아 가며 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핸드드립 커피 추출 상황을 특정하여 진행과정 파악을

디바이스
추출 과정과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3 층 스탠드 형태로
제작하였다. 1,2 층에는 로드셀을 사용하였고, 3 층에는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온도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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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에 부착할 수 있게 선을 길게 배선하였다. 1 층과
2 층 모두에 로드셀을 위치하여 부은 물의 전체 양 뿐만
아니라, 정확한 추출 양을 알 수 있고, 두 값의 비교를
통해 붓는 속도 또한 측정 가능하게 하였다. 아두이노를
통해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통해 전달한다. 비프음의 음정과 간격을 통해 목표
속도와의 차이와 현재 붓는 속도를 전달한다. 표준
음정과 간격의 비프음을 처음부터 재생하여 기준으로써
인지하게 하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 추출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장치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수행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전문가들의 추출을 따라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습관을 교정하며 학습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품질 보장이 어려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핸드드립 제품군에
대해서도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추출 고려 요소에
기반을 둔 품질보장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까지 지능형 센서 장치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만족도,
교육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보를 넘어 정확한 붓는 위치까지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디바이스 디자인

그림 2 센서 배치

초음파 센서
물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였다.
가로 면과 세로 면에 각 2 개씩의 초음파 센서를 위치하여
음영 구역이 없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연속하게 배치하여
물의 위치 추정에 있어 겹치는 구역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면의 센서에 측정되는 값 중에 더
짧은 값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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