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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구현 방법

2019 디스플레이 챌린지
기획 및 아이디어

Step.1 아이디어 배경
[공부장소 선호도]

[장소 선택 기준]

기타 4%

독서실 6%

1위 도서관 (44%)
2위 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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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곳 36.5%
경쟁의식이 생기는 곳 26%
중얼거리며 말할 수 있는 곳 11%

82%
집 + 도서관

학습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8.8%
강제성이 있는 곳 7.2%

집 38%

기타 10.5%

분석
공부할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부분 『조용함』, 『경쟁의식 』, 『음독의 가능 여부』를 따진다.
공부할 장소 선호도에서 1위로 뽑힌 도서관은 주된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선호하는 비율과의 차이는 겨우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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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아이디어 배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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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조용한 환경 속에서 경쟁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유혹요소가

그러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이용자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

02
+

집

선택기준 만족
그 결과, 1인실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집의 장점(시간적 비용적 효율성)

+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과 유혹요소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독서실 책상

구입률 증가

Step.1 아이디어 배경

Step.2 제품개요 - 주요 기능 및 사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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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형성

Crunch Mode Desk
스피커

소리와 화면을 조절하여 선호하는 장소와

설정된 사진(선호하는 장소)
Bluetooth
이

아이콘을 누르면 선호하는 장소의 사진과 소리

를 설정할 수 있다.

(백색소음 및 자연소리는 집중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소리의 예시이다)
이렇게

설정된 사진(선호하는 장소)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며,

소리는 스피커

, (유선)이어폰

및

Bluetooth를 이용하여 (무선)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다.
+

이어폰 단자

으로 화면 밝기 조절

Step.2 제품개요 - 주요 기능 및 사용 시나리오
Crunch Mode Desk

2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휴식』 을 취하고『 효율성』 향
상

총 공부시간, 집중도,
날짜 및 시간
눈동자 추적 분식기 및 열감지 센서
〮 눈 깜빡임 횟수와 시선 및 체온 변화를 감지하
여 집중도 파악.
〮 디스플레이상에 총 4단계 표정으로 집중도 표시.
〮 휴식이 필요한 단계 도달시, 경고 기능(화면 or 알림음)

눈동자 추적 분석기 및 열 감지 센서

Step.2 제품개요 - 주요 기능 및 사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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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nch Mode Desk
칠판 모드

터치방식의 디스플레이 사용으로,
화면을 칠판처럼 활용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칠판 모드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스마트 펜슬』 을 사용할 때, 펜의 끝 부분과 화면과의

접촉 시간 및 압력 등을 미세하게 감지하여 자유로운 필
기가 가능하다.

텍스트를 사용할 경우, 디스플레이의 키보드 자판을
사용하며

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음독)

텍스트를 사용할 경우

Step.3 제품 구조 – 제품 디자인 및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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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능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와 독서실 책상과의 융합

카페

1
총 공부시간 :
05h 30min
집중도 :
YYYY년 MM
월 XX일
현재시각:
A.M

45%

화면과 소리를 조절하여 선호하는
장소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제공
⇒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2 추가 기능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 및

효율성 극대화

집중도 :

5%

융합

Step.4 구현 방법 -투명한 화면
Crunch Mode Desk

OLED를 기반으로 한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화소 설계 기술로 투명도를 30%이상 구현하며, 회로 소자 및 필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탁도를 2%로 굉장히 미미하다.
즉, 유리처럼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준다는

45%

특징을 이용한다. 따라서 OLED를 기반으로 한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면,
〮 사용자가 특정 어플만 사용하고싶을때, 화면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없다
〮 [투명하기 때문에] 화면을 껐을 때, 화면의 뒷 면이 그대로 보이므로 공간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없앨 수 있다.

5%

융합

Step.4 구현 방법 -눈동자 추적 및 열감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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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모습

거치형 아이트래커(Screen based Eye tracker)
[각막 반사법(PCCR)원리 응용]
근적외선 LED로 빛의 반사점을 각막에 생성
︾
아이트래킹 카메라를 통해, 눈 이미지에서 반사점으로 부터 동공을 구분
︾
이미지 처리 및 3D 안구 모델 알고리즘으로 공간 상의 눈 위치 파악

[장점]

인종 또는 교정 렌즈에 관계없이 정확한 시선 검출이 가능
머리를 고정하지 않고도 시선 검출 가능

5%

다양한 조명환경에서 시선 검출 가능

눈동자 추적 및
열 감지 센서
(각도 조절 가능)

눈 깜빡임 또는 참가자가 화면에서 눈을 뗄 때,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며
융합 즉시
눈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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