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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usage�rate�of�laptops�is�growing�considerably�

over�the�years,�resulting�in�muscular�pains�from�

prolonged�laptop�usage�hours.�To�address�this�

issue�we�propose�the�game�ETNA,�an�interaction-

based�game�with�stretching�guidance�and�

narrative�design�as�an�affordable�solution�to�

alleviate�such�pains�and�enhance�the�postural�

health�of�laptop�users.�We�conducted�user�testing�

to�assess�if�our�game�design�can�effectively�

instruct�users�and�facilitate�them�to�better�

perform�stretching�exercises.�It�was�found�that�

the�user�interaction�during�the�stretching�

guidance�can�promote�ease�of�use�and�perceived�

usefulness.�Also,�the�narrative�element�can�

improve�the�general�interest�and�satisfaction�by�

enhancing�learnability�and�entertainment�that�can�

potentially�lead�to�regular�participation�of�the�user.�

ETNA�has�the�potential�as�an�innovative�solution�

to�lower�the�costs�and�time�boundaries�of�

postural�maintenance�for�laptop�users. 

Keyword�

Stretching�game,�Interactive�motor�guidance,�

Gamification,�Design�process,�Interaction�design�

�

1. Introduction�

Laptop�usage�has�grown�significantly�over�the�

years.�However,�unlike�desktops,�laptops�have�

sacrificed�their�screen�location�and�size�options�for�

portability.�To�take�a�closer�look�at�the�screen,�the�

user�has�to�bend�down�one’s�neck�and�lean�

forward.�As�shown�in�[5],�laptop�users�are�more�

susceptible�to�various�musculoskeletal�discomfort�

in�the�neck,�shoulder,�wrist,�back,�hand,�and�

elbow�compared�to�desktop�users.�Other�similar�

research�also�suggested�the�most�frequent�pains�

of�laptop�users�are�neck�and�shoulder�pains�[9].�

Chronic�neck�and�shoulder�pains�not�only�cause�

musculoskeletal�disorders�but�also�have�

socioeconomic�influence,�resulting�in�poor�work�

efficiency�and�low�quality�of�life�[4].�

Although�various�solutions�are�available�on�the�

market,�including�exercise�instructions�from�

professionals�and�hardware-based�products�such�

as�waistbands,�they�not�only�lack�accessibility�due�

to�high�price�and�time�consumption�but�also�fail�

to�primarily�interest�users.�

Studies�show�that�stretching�exercises�-�if�

performed�regularly�-�are�an�effective�and�

inexpensive�option�to�relieve�neck�and�shoulder�

pains�[9,10]�.�Therefore,�our�goal�was�to�devise�a�

cheap�and�engaging�solution�to�relieve�

musculoskeletal�pains�of�laptop�users�through�an�

interactive�stretching�guidance�game.�We�

developed�a�prototype�game�called�‘ETNA’,�which�

guides�users�to�correctly�perform�stretching�

movements�by�matching�their�body�to�on-screen�

body�symbols.�This�research�evaluates�the�

effectiveness�of�an�interactive�game�as�a�

stretching�guidance�material�compared�to�the�

traditional�written�instructions�and�further�

investigates�the�different�qualities�that�the�game�

must�acquire�to�enhance�the�effectiveness�to�

instruct�the�user.�Therefore,�the�research�aims�to�

answer�the�following�questions:��

• Is�a�game�a�better�medium�in�teaching�
stretching�movements�compared�to�written�

instructions?�

• What�qualities�should�an�interactive�stretching�
game�possess�to�effectively�guide�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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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ckground�Work�

As�technologies�regarding�motion�tracking�and�

motion-based�games�advance,�much�research�has�

been�done�to�measure�the�potentials�of�the�

applications�of�such�technologies.�Some�existing�

works�have�compared�different�modalities�in�

exercise�instruction,�as�cost-containment�is�of�

rising�importance�in�the�healthcare�industry.�

Regarding�motor�learning,�among�live,�videotaped,�

and�written�instructions,�live�and�videotaped�

instructions�were�more�effective�to�patients�with�a�

fairly�high�level�of�education�[6].�In�a�comparison�

between�different�combinations�of�video�

modeling,�it�was�proved�to�be�most�helpful�in�

improving�performance�when�combined�with�self-

feedback�and�expert-feedback�[1].�

In�a�comparison�between�full-body�motion-based�

interactive�solutions�and�traditional�forms�of�

exercise�instruction�modalities�of�human�

instructor�and�recorded�video,�interactive�

guidance�through�a�stick-figure�showed�potential�

in�the�user’s�perceived�performance�accuracy�and�

perceived�enjoyment�while�some�had�difficulties�

in�understanding.�While�human�instructors�proved�

to�be�the�most�preferred�modality,�within�the�

comparison�between�methods�that�do�not�require�

the�presence�of�the�instructor,�the�interactive�

modality�is�worth�developing�[8].�

�

3. Requirements�Gathering�

To�examine�our�potential�users’�needs�and�

establish�the�design�goals,�we�gathered�

qualitative�and�quantitative�data.�First,�we�

conducted�a�quantitative�survey�to�examine�

laptop�usage�hours,�purposes�of�laptop�usage�for�

different�age�groups,�and�needs�or�attempts�for�

posture�correction.�We�gathered�answers�from�

107�people,�ages�ranging�from�under�20�to�30,�

81�female�and�26�male.�Laptop�usage�hours�

varied,�with�most�participants�answering�in�the�

time�range�of�5�to�9�hours�(36%)�and�3�to�5�

hours�(33%).�However,�almost�every�participant�

answered�that�they�have�experienced�discomfort�

during�laptop�usage.�Except�for�7�users,�

participants�have�felt�stiff�or�uncomfortable�while�

or�after�using�the�laptop.�Among�them,�94�

respondents�(88%)�answered�that�they�feel�the�

need�for�posture�correction�during�laptop�use,�but�

not�a�lot�of�them�have�sought�ways�to�enhance�

their�bad�posture�(21%).�

Then,�a�qualitative�interview�was�conducted�with�

12�participants.�Questions�were�of�4�main�

categories:�usual�working�environment,�values�

and�expectations�toward�good�posture,�attempts�

to�fix�postures,�and�general�attitudes�toward�

stretching.�First,�most�participants�used�their�

laptops�in�seated�postures.�Second,�participants�

expressed�strong�dislikes�towards�notifications�

and�alarms�of�services.�Third,�participants�did�not�

think�long�stretching�exercises�were�necessary.�

Lastly,�participants�tended�to�get�accustomed�to�

repetitive�stimuli.�With�the�gathered�data,�we�

finalized�our�functional�and�non-functional�

requirements�for�our�game.�

�

3.1 Functional�Requirements�

• The�product�shall�offer�to�start�stretching�at�
application�launch.�

• The�product�shall�give�rewards�to�motions�
carried�out�accurately.�

• The�product�shall�give�guidance�to�motions�to�
be�carried�out�inaccurately.��

• The�product�shall�guide�users�to�stretch�rather�
than�skip�exercise.�

3.2 Usability�and�Humanity�Requirements�

• The�product�shall�not�severely�distract�users�
from�their�main�tasks,�and�create�a�seamless�

chain�of�events.�

• The�product�shall�be�able�to�be�used�by�users�
with�an�initial�tutorial.�

• The�product�shall��incorporate�appropriate�
icons�and�sounds�for�notifications.�

• The�product�shall�visualize�the�posture�
improvement�progress.�

• The�product�shall�be�responsive�to�offlin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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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on�the�requirements,�we�conducted�

Maclean’s�Design�Space�Analysis�[3]�to�explore�

our�possibilities.�The�QOC(Questions,�Options,�

and�Criteria)�representation�distinctively�shows�

the�tradeoffs�and�distinctions�of�our�design�

alternatives.�Among�11�questions,�Figure�1�shows�

the�key�trade-offs�which�are�stretching�movement�

guidance�type,�process�visualization,�and�narrative�

design.�The�choices�of�our�final�game�ETNA�are�

indicated�by�a�solid�box,�and�a�solid�line�is�drawn�

for�a�positive�assessment�and�a�dashed�line�for�a�

negative�assessment.�ETNA�incorporates�intuitive�

visual�guidance,�implicit�visual�visualization,�and�a�

full-narrative�storyline,�for�entertainment�and�

player�engagement.�

 
�

Figure�1��Key�Tradeoffs�from�Design�Space�Analysis�

�

4. Game�Design�

ETNA�is�a�laptop-based�interactive�stretching�

game�that�provides�users�with�easier�stretching�

guidelines.�Due�to�the�need�of�camera�access,�we�

used�ProtoPie�for�the�prototyping.�Stretching�

guidance�was�given�in�short�animation�with�

skeleton�figures�inserted�in�GIF�files,�with�muscle�

focus�of�each�motion�indicated�in�red�color�shown�

in�Figure�3.�The�GIF�files�would�be�overlayed�on�

the�camera�screen,�showing�animated�motion�

symbols�to�make�users�follow�with�ease.�The�users�

are�required�to�match�the�body�symbols�

overlaying�on�the�camera�screen�as�shown�in�

Figure�4.�When�users�fit�body�parts�correctly,�a�

countdown�of�10�seconds�will�start,�and�users�will��

�

Figure�2��Level�Map��

�

Figure�3��Body�Symbol�

 

Figure�4�Usability�test�participant�exercising�stretching�

movements�in�the�provided�prototype�

have�to�keep�the�body�in�the�stretching�form�for�

10�seconds.�One�round�takes�approximately�5�

minutes�to�complete,�and�the�process�of�the�

stretching�session�is�illustrated�with�the�magic�

stave,�filling�up�as�each�motion�is�complete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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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otivation,�we�also�placed�random�

challenges�and�rewards�in�between�levels.�

 

5. Evaluation�

5.1 Method�

We�conducted�a�usability�test�using�the�Wizard�of�

Oz�method�in�a�usability�testing�room�to�simulate�

the�game,�and�each�member�was�assigned�with�

the�role�of�Wizard,�Mediator,�Silent�Observer,�and�

Recorder.�The�participants�were�first�briefed�about�

the�purpose�of�the�test�and�were�instructed�to�

perform�a�set�of�stretching�movements�from�a�

paper�instruction�with�text�and�illustrations.�Then,�

they�played�the�ETNA�game.�After�the�gameplay,�

we�let�them�fill�out�the�post-game�questionnaire�

which�was�followed�by�a�semi-structured�

interview�for�further�insights.�Also,�we�asked�

which�movements�the�participants�could�recall�

from�the�session.�The�test�took�approximately�20-

35�minutes�for�each�participant.�

 
Figure�5��Usability�Testing�

 

5.2 Participants�

We�recruited�7�participants�(age�range/mean�20-

24/22.1,�2�male�5�females).�All�participants�were�

recruited�through�personal�contact.�They�were�all�

Korean�students�of�Yonsei�University�with�a�

general�foreign�background,�living�in�Songdo�

campus.�

 

5.3 Data�Collection 

We�checked�the�completion�rates�per�motion�and�

participant,�and�also�compared�the�total�number�

of�motions�that�they�could�recall�from�the�on-

paper�instruction�and�from�ETNA.��

Our�post-game�questionnaire�was�designed�with�

the�Game�Engagement�Questionnaire�(GEQ)�as�

reference�[2].�Questions�were�divided�into�4�

categories:�learnability�of�stretching�exercises,�

perceived�ease�of�use,�perceived�usefulness,�and�

overall�satisfaction�and�interest.�A�total�13�

questions�were�included,�and�participants�were�

asked�to�answer�the�questionnaire�based�on�a�5�

points�scale�after�playing�the�game.�

The�semi-structured�interview�questions�were�

divided�into�3�categories�of�Storyline,�Stretching,�

Interaction,�Visual�Elements.�Regarding�Storyline,�

we�checked�whether�the�participant�could�

understand�the�story,�whether�it�affected�game�

engagement,�and�received�their�suggestions.�

Regarding�stretching,�we�checked�the�

participants’�level�of�understanding�of�the�

movements,�feedback,�and�their�opinion�on�

duration.�For�interaction,�we�asked�for�the�

participants’�opinions�on�our�visual�and�auditory�

elements.�

�

5.4 Results�

Participants�spent�on�average�19.5�seconds�on�the�

first�motion,�measured�from�the�initial�moment�

when�the�motion�symbol�was�presented�to�the�

moment�they�successfully�carried�out�the�motion.��

Motions�that�were�not�correctly�performed�were�

guided�by�the�mediator,�so�the�data�in�Figures�6�

and�7�indicates�the�number�of�motions�completed�

without�verbal�guidance�or�correction.�

Figure�6�shows�the�completion�rate�for�each�

motion.�Same�motions�conducted�on�the�left�and�

right�sides�had�the�same�or�similar�rates�of�

completion,�and�motions�which�participants�

already�were�familiar�with�had�higher�completion�

rates�to�others.�Figure�7�shows�the�completion�

rates�per�participant.�Out�of�17�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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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completed�10�motions�on�average,�

ranging�from�7�to�12.�

Moreover,�Table�1�shows�the�number�of�motions�

that�participants�were�able�to�recall�from�ETNA�

and�on-paper�guidance.�Out�of�17�motions�each,�

motion�recall�rates�of�ETNA�were�higher�than�that�

of�on-paper�guidance.�

�

�
Figure�6��Motion�Completion�(per�Motion) 

 
Figure�7��Motion�Completion�(per�Participant)�

�

Table�1.�Comparison�of�Motion�Recall�Rates��

Participant� ETNA� On-Paper��

P1�

P2�

P3�

P4�

P5�

P6�

P7�

Average�

3�

4�

4�

5�

4�

5�

9�

4.9�

2�

3�

2�

2�

2�

6�

2�

2.7�

 

�

Table�2.�Responses�of�GEQ��

Category� Q� M� SD�

Learnability�of�stretching�

exercises�

Q1�

Q2�

Q3�

Q4�

3.43�

3.14�

3.00�

2.71�

2.13�

1.90�

2.00�

1.76�

Perceived�Ease�of�Use� Q5�

Q6�

4.29�

4.43�

1.95�

1.53�

Perceived�usefulness�� Q7�

Q8�

Q9�

3.29�

4.14�

3.57�

1.76�

2.21�

1.98�

Overall�

satisfaction/Interest�

Q10�

Q11�

Q12�

Q13�

3.86�

3.43�

4.29�

2.29�

1.69�

2.14�

1.95�

1.95�

Note:�Mean�over�3.75�was�considered�noticeable�and�are�

highlighted�in�bold.��

In�the�responses�of�the�GEQ,�71.5%�of�the�

participants�were�positive�that�they�learned�

through�the�game�(perceived�learning),�and�all�

participants�responded�that�they�could�

understand�the�game�playing�method�easily.�All�

participants�rated�the�gameplay�to�be�very�easy�

(ease�of�use).��

85.8%�responded�positively�that�they�are�willing�

to�play�this�game�in�the�future,�and�85.8%�agreed�

that�this�game�will�have�positive�consequences�on�

postural�health�(perceived�usefulness).�71.4%�

enjoyed�playing�the�game�(satisfaction)�while�all�

thought�the�story�was�interesting�(interest).�All�4�

questions�of�overall�satisfaction�and�interest�

reflect�positive�data.�However,�only�1�participant�

answered�that�he�could�understand�the�motions�

easily,�while�57.1%�were�neutral�and�28.6%�

responded�negatively�(ease�of�understanding).��

Based�on�the�gameplay,�participants�

freely�discussed�their�thoughts.�Insights�gathered�

from�the�interview�were�synthesized�with�the�

observation�results,�and�analyzed�within�a�severity�

ranking�system�-�how�severe�the�task�failure�w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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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scussion�

6.1 Perceived�postural�benefits�

Our�first�finding�was�that�the�game�is�expected�to�

be�helpful�with�body�posture�correction�when�it�is�

used�regularly.�Analyzing�the�responses�of�GEQ�

above,�we�found�out�that�most�users�perceive�the�

postural�benefits�of�the�game.�

6.2 Perceived�ease�of�use�

�Participants�could�understand�the�game�without�

difficulty.�Under�the�category�of�perceived�ease�of�

use,�the�responses�were�noticeably�positive.�

Participants�were�able�to�understand�the�game�

with�ease,�and�also�answered�that�the�game�was�

simple�to�play.��

6.3 Entertainment�and�accomplishment�

The�game�not�only�provides�entertaining�value�but�

also�provides�a�sense�of�accomplishment�with�

successful�gameplay.�Users�also�expressed�high�

satisfaction�and�interest�and�explained�that�they�

enjoyed�both�the�gameplay�and�story�of�the�game,�

both�leading�to�user�retention�as�well.�

6.4 Motion�comprehension�

Several�complications�were�pointed�out�as�

weaknesses�of�the�game.�Some�users�mentioned�

that�when�playing�the�game�only�for�once,�motion�

comprehension�and�knowledge�regarding�

stretching�are�limited.�Since�the�prototype�was�

not�the�perfect�version,�some�participants�

indicated�that�several�design�parts�were�vague�

and�unclear.�

�

7. Design�Implications�

The�following�are�several�design�implications�that�

are�needed�for�the�future�development�of�our�

game�gathered�from�our�usability�test�and�

interview.�

7.1 Detailed�and�clear�motion�guidance�

Body�figures�should�be�designed�in�a�simplified�

style�yet�still�display�the�necessary�visual�guidance�

from�the�distance�that�the�user�is�performing�the�

stretch�motions.�The�direction�of�the�head�and�

hands�and�the�muscle�points�of�focus�should�also�

be�illustrated�in�the�figure.��

7.2 Auditory�notification�

There�also�was�found�the�need�for�an�auditory�

signal�to�properly�notify�users�of�their�

inappropriate�posture.�Different�confirmation�

sounds�should�be�incorporated�according�to�the�

user’s�stretching�performance�to�provide�detailed�

feedback�and�lower�user�frustrations.�

�

8. Conclusion�and�Further�Work�

Increased�use�of�laptops�results�in�chronic�

muscular�pains,�particularly�in�the�neck�and�

shoulder�regions.�In�this�study,�we�aimed�to�

develop�and�suggest�the�game�ETNA�with�

interactive�stretching�guidance�and�narrative�

design�as�an�inexpensive�solution�to�relieve�such�

pains�and�enhance�the�postural�health�of�laptop�

users.�In�our�study,�we�found�that�users’�perceived�

usefulness,�perceived�ease�of�use�and�learnability�

of�stretching�exercises�have�all�increased.�

Receiving�positive�feedback�from�the�users,�our�

study�has�shown�that�interactive�applications�can�

facilitate�user�focus�during�stretch�guidance.�And�

it�was�also�found�that�the�element�of�narrative�

could�provide�entertainment�to�the�users�and�

facilitate�their�regular�participation.�Yet,�in�order�

to�prove�actual�efficacy�of�our�interactive�

stretching�game,�further�research�will�be�needed.�

This�study�is�meaningful�as�a�challenge�to�lower�

the�costs�and�time�boundary�of�fitness�

maintenance�that�is�necessary�for�laptop�users�in�

the�modern�era.�Interactive�fitness�guidance�like�

ETNA�can�be�consumed�by�any�group�regardless�

of�wealth,�age,�or�location.�ETNA�has�the�

potential�to�bridge�the�gap�between�all�social�

demographics�by�proposing�an�innovative�solution�

that�can�resolve�the�health�concerns�of�the�

current�environment. 
As�we�were�conducting�this�study,�we�have�

constantly�regulated�the�revision�of�design�

elements�after�discovering�user�difficulties.�We�

found�user�confusion�on�motion�symbol�

comprehension�and�the�need�for�timely�feedback�

Proceedings of HCIK 2021

- 6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with�auditory�notifications.�Our�future�work�will�

aim�to�improve�the�game�design�and�prove�its�

comparative�advantage�to�other�forms�of�

stretching�instructions.�Also,�we�aim�to�extend�

and�refine�the�functionality�and�usability�by�

integrating�a�more�accurate�pose-estimation�

technology�with�continued�research�and�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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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UX 디자인 리서치를 위한 사용자 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용자 조사 방식은 1:1 대면 인터뷰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의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대면 사용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디자이너들은 이를 대체할 다양한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과 도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UX 디자인을 위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용자 조사 경험을 인터뷰하고,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조사 진행 

경험을 분석하여, UX 디자인 리서치에서의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활용 가능성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진행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경험을 인터뷰하고,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화상회의 프로그램 

기반의 UX 디자인 리서치에서 발견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 기반의 UX 

디자인 리서치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전 과정 조망 및 관리 불가’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 조망/관리 시스템과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프로세스 자유 구성 기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Remote User Testing(원격 사용자 조사), Remote 

Moderated Usability Tests, User Experience 

Research Proces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대면 사용자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 사용자 조사(Remote User 

Testing)로 사용자 조사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 줌(Zoom), 구글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등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원가입 

없이 회의 참여자를 초대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고, 

회의 보조 도구로서 파일 및 화면 공유, 영상 녹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많은 UX 

전문가들은 사용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위한 

도구로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UX 디자인 리서치에서는 사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체계적인 사용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및 인터뷰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리서치 방법을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정량적 리서치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용자 내면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체계적 설계 및 관리, 인터뷰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 측면에서, 일반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도구는 UX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적인 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온라인 사용자 조사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경험’과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경험’을 조사하여, UX 

디자인 리서치에서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활용도를 확인하고 도구의 사용성을 개선하여, UX 

디자인 리서치에 적합한 기능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문헌조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1 차로 

문헌조사를 통해, 원격 사용자 조사(Remote User 

Testing)의 개념과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Moderated Remote User Testing), 진행자가 

없는 원격 사용자 조사(Unmoderated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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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Testing)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차로 최근 

1 년 이내에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UX 

디자인 리서치 진행 경험이 있는 사용자 5 명을 

대상으로 사전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리서치 진행에서의 프로그램 사용행태와 

페인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또한 씽크 

얼라우드(think aloud)를 동반한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와 사후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를 통해 UX 디자인 리서치에 있어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원격 사용자 조사 (REMOTE USER 

TESTING) 

2.1 원격 사용자 조사(Remote User Testing)의 

개념 

원격 사용자 조사(Remote User Testing)는 

"평가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간 및 시간에서 분리된" 

상황을 의미한다. 원격 사용자 조사는 “참가자와 

진행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의 사용자 

조사를 의미한다. 기존 사용자 조사와 달리 

참가자와 진행자는 위치를 이동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집, 사무실 또는 기타 

위치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직접 대면 사용자 

조사는 참가자의 말과 행동을 복합적으로 관찰하고, 

참가자가 실제로 제품(서비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관찰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원격 사용자 조사는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 외에도 시간 절약, 비용 절약 등의 

이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원격 사용자 조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2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와 진행자가 

없는 원격 사용자 조사 

원격 사용자 조사는 진행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Moderated 

Remote User Testing)와 진행자가 없는 원격 

사용자 조사(Unmoderated Remote User 

Testing)로 구분된다.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는 화상 통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자와 사용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뷰의 진행자는 연구자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이 툴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모더레이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진행자가 없는 원격 사용자 

조사는 모더레이팅 없이 사용자 스스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의 녹화본을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사용자 조사를 위한 

태스크와 질문지를 배포하고 사용자들은 그 task 

scenario 에 따라서 think aloud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구조이다. 후속 질문은 불가하다 

(Seungyoon Lee, 2017). 

 

3. 실험 방법  

3.1 실험 대상 선정 

실험 대상은 UX 리서치 방법론 중 1:1 사용자 

인터뷰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질문 및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로 한정하였다. 대표적인 

진행자가 있는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로는 

GoToMeeting, Lookback, Methinks 등이 있다. 이 

중 사용자 모집, 스크리닝 설정, 다수 팀원과의 

공동작업에 용이한 미띵스(methinks)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그림 1 미띵스(methinks) 

미띵스(methinks)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과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리서치를 위한 모바일/웹 플랫폼 서비스로, 사용자 

조사 설계, 스크리닝 기준에 따른 사용자 모집, 

플랫폼 내 테스트, 사용자 조사 결과 분석, 팀원 간의 

공동 작업 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UX 

플랫폼이다.  

미띵스가 UX 디자인 리서치에 적합한 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미띵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UX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 

매칭했다. 이를 통해, 미띵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UX 사용자 조사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UX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미띵스 관련 기능 

분류 일부 발췌 (총 17 가지 항목) 

UX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 Methinks 관련 기능 분류 

사용자 조사 방법 선택  Select Project Type (프로젝트 유형) 

모집 안내 
Recruit Title and Description 

(리쿠르팅 제목 및 설명 작성) 

모집 대상 선정 (스크리닝) 
Recruitment Criteria (선발기준 세팅) 

Participant Screening (스크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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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별 사용자 모집 공고  Methinks Thinkers 또는 외부 참가자 

최종 인터뷰 참가자 선정 Applications List (지원자 리스트) 

사용자 그룹 별 질문지 Create Questions (질문지 만들기) 

인터뷰 기록           타임 스탬프, 메모, 타임스탬프, 북마크 

 

3.2 실험 방법 및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 년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각각 2 회 이상의 UX 디자인 리서치 진행 

경험이 있는 UX 디자인 전공자 5 명(성별: 여자 5 명, 

평균나이: 25)을 대상으로 과거 온라인 UX 디자인 

리서치 진행 경험에 대한 인터뷰와 미띵스를 활용한 

온라인 UX 디자인 리서치 진행에 관한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및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와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동의아래 

녹화되었다. 실험 프로세스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실험 프로세스 

 

3.3 사전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사전 인터뷰에서는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면 사용자 조사 방법을 진행하던 사용자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X 디자인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프로그램 사용 행태 및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전 질문지는 총 11 개의 문항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경험, 인터뷰 준비 단계, 인터뷰 진행 

단계, 경험에 대한 평가 의견을 주요 카테고리로 

상세 질문들을 구성하였으며, 사용자들이 UX 

디자인 리서치 진행 전 과정을 프로세스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온라인 사용자 조사 환경에서 느끼는 근본적 

불편점과 추가 개선 의견 및 도구의 발전에 갖는 

기대감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2. 사전 심층 인터뷰 질문지 일부 발췌 

카테고리 주요내용 사전 인터뷰 질문지 

프로젝트 

경험 

프로세스, 

사용 툴 

온라인 UX 사용자 조사 시, 어떤 

프로세스로 조사를 진행하였나요?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는 어떤 툴(Tool)을 

사용했나요? 

인터뷰 

준비 

다양한 

툴의 혼합 

사용 경험 

사용자 인터뷰 준비 과정 중, 한 프로젝트 

내에서 다양한 툴을 혼합하여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편 점은 없었나요? 

팀원 간의 

공동작업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인터뷰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자와의 인터뷰 진행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진행 차이점 생각하나요?  

평가 

의견 
추가 의견 

미래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도구에 

기대하는 기능 및 개선사항, 기타 의견 

 

3.4 씽크 얼라우드(think aloud)를 동반한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사전 심층 인터뷰가 끝난 직후, 실험을 위해 세팅된 

미띵스 비즈니스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는 사용자가 

과업(Task)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UX 디자인 리서치 

프로세스에 따라 과업을 작성하였다. 또한,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개요와 사용자 

질문지 스크립트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텍스트 

작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UX 

디자인 리서치에서 미띵스를 활용할 때의 프로젝트 

세팅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업은 총 27 개의 문항으로, UX 디자인 리서치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 세팅, 리쿠르팅 세팅, 

사용자 모집, 인터뷰 준비, 인터뷰 진행, 인터뷰 정리 

순으로 구분된다.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미띵스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들로 탐색 및 파악에 시간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업에 대한 수행 시간 보다는 

에러 수와 서비스에 대한 첫인상, 사용 중 느껴지는 

느낌, 감정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3. 미띵스  사용성 테스트 과업 일부 발췌 

Process No. Task 

1. 

프로젝트 

세팅 

1-1 
Project Title and Description              

(프로젝트 제목 및 설명 스크립트 작성) 

1-6 Screener Questions (스크리너 질문 작성) 

2. 

리쿠르팅 

세팅 

2-1 Invitation Settings (초대 세팅) 

2-2 
Set Recruitment Period (리쿠르팅 기간 

설정) 

3.    

사용자 

모집 

3-1 Applications List (지원자 리스트 확인) 

3-3 
Select invitation type & project                 

(초대 타입 및 프로젝트 선택) 

4.    

인터뷰 

준비 

4-1 Create Questions (질문지 만들기) 

4-2 
Home > Upcoming Interviews                  

(참여자 스케줄 확정 후, 임박한 인터뷰 확인) 

5.    

인터뷰 

진행 

5-1 인터뷰 중 질문지 확인 및 제시 

5-2 타임 스탬프, 메모 기능 사용 

6.    

인터뷰 

정리 

6-2 메모, 답변, 타임스탬프, 북마크 기록 확인 

6-3 Start Clipping (영상 편집,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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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후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사후 인터뷰에서는 앞선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진행한 UX 디자인 리서치에서의 미띵스 활용 

경험에 대해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총 6 문항으로, UX 디자인 리서치 

프로세스에 있어 미띵스가 제공하는 기능의 효용성 

및 활용도를 확인하고, 미띵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UX 디자인 리서치를 진행함에 있어, 

미띵스와 같은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4. 실험 분석 결과 

4.1 온라인 UX 디자인 리서치의 불편점 및 개선 

기대사항 

1:1 사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에서의 불편점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총 32 가지의 발견점을 도출하였다. 

그 중 공통 의견 10 가지를 발췌하여, 표 4 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용자들은 초기 프로젝트 세팅 및 리쿠르팅 세팅 

시 작성 가이드가 없거나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는 

다수 팀원들 간의 공동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느꼈으며,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는 인터뷰 진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세스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과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표 4. 사전 심층 인터뷰 주요 페인포인트와 니즈 분석 

Process User voice 

1. 

프로젝트 

세팅 

처음 프로젝트 설명을 작성할 때, 빈 칸이 부담스러움. 

작성 가이드나 디폴트 값이 있었으면 좋겠음. 

2. 

리쿠르팅 

세팅 

사전 질문지 작성 시, 조건에 따른 질문 간의 연결성이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음. 

3.    

사용자 

모집 

사용자 모집을 위해 온라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귀찮고, 조사 관련 정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음.  

4.    

인터뷰 

준비 

그룹 별 질문지 작성 시, 팀원들 간의 공동 골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짜임새 있는 질문지 만들기 어려움. 

겹치지 않도록 인터뷰 스케줄을 잡는 것이 어려움.  

5.    

인터뷰 

진행 

질문지 파일과 줌 화면을 오가며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중 진행자에게 후속 질문, 의견 전달하기 힘듦. 

6.    

인터뷰 

정리 

기록자 없이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기록을 위해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음. 

7. 전체 

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는 툴 종류가 많고, 각 툴을 

제공하는 곳이 달라 혼동이 있음. 

프로젝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음. 

 

4.2 태스크 별 에러 수와 사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에러 많은 페이지 분석 결과 

미띵스를 활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사용성 테스트 

결과, 태스크 별 평균 에러수와 실패횟수를 표 5 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태스크는 그림 3 와 같이 

분석되었다. 

태스크 별 에러 원인 및 사후 인터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UX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에 기반한 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대표 화면을 캡쳐한다. 

 태스크 성공에 해당하는 버튼을 표시한다. 

 참가자들이 태스크를 진행하며, 잘못 클릭한 

모든 영역을 레이어로 겹쳐 표시하여, 화면 

상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 영역을 

확인한다. 

 사용성 태스크 진행 상황과 사후 인터뷰를 

반영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총 27 개의 태스크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중 평균 에러수와 실패율이 높은 

태스크를 일부 발췌하여 표 6 으로 정리하였다. 

표 5. 태스크 별 에러수 

 

 

그림 3 태스크 별 에러 원인 및 사후 인터뷰 분석 예시 

표 6. 태스크 별 에러 원인 및 사후 인터뷰 분석 일부 발췌 

No. 에러 에러 원인 및 인터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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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세팅 

1-6 

전원 

실패 

[제공 기능을 발견하지 못함] 

‘지원자 허용/거부’선택 기능을 발견하지 

못함. 기능에 대한 안내 후, 프로젝트 활용 시 

실질적으로 유용한 기능일 것 같다는 의견. 

리쿠르팅 

세팅 

2-1 

3 회 

(실패 2)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Manual Invitation’과 ‘Auto Invitation’의 

기능 차이를 알 수 없음. 특히, ‘Auto 

Invitation’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음. 

인터뷰 

준비 

4-1 

1.5 회 

(실패 2) 

[중요도에 따른 기능 제공 방식 차별점 필요] 

스크리너와 질문지 페이지의 제공형태가 

동일해, 실제 활용도가 다름에도 기능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음. 

질문지 작성 버튼을 찾지 못함. 

전체 의견 

[전체 프로세스 중 현 위치 알 수 없음], 

[누락의 불안감] 

사용자 조사를 다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팅을 마칠 때마다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 

완료했으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없었음. 전체 프로세스 

중 자신이 놓친 단계가 있을까 걱정됨. 

[기능 구성 및 재그룹핑 필요] 

사이드바 메뉴에서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기능 찾기에 혼동이 있음. 

기능의 실제 사용 행태 및 활용도, 중요도에 

따른 메뉴 구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용성 테스트와 사후 인터뷰 분석 결과, 미띵스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는 사전 인터뷰에서 

도출되었던 화상회의 프로그램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의 각 단계 별 불편점을 대부분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세스 전체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인한 혼동 문제가 발생하였다. 

 

5. 개선안 도출 및 결론 

5.1 UX 디자인 리서치를 위한 미띵스의 사용성 

개선안 제안 

화상회의 프로그램 기반의 UX 디자인 리서치에서 

발생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및 

조망 불가’에 대한 문제는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인 

미띵스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와 같이 사용자에게 수많은 보조 

기능을 제공했을 때, 사용자는 기능들을 혼동하거나 

필요 상황에서도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사용자들은 진행 상황 인지 불가, 각 단계별 적합 

기능 활용 불가 문제로 인해, UX 디자인 리서치의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누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프로젝트 전 단계를 조망하고, 진행 상황을 

손쉽게 체크하며,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단계 별 

활용 기능 및 필수 과업을 사용자 스스로 정립하고 

확인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 는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를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 화면이다. 

그림 5 는 이 시스템을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하는 화면이다. 이 

시스템의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홈 화면에서 ‘Edit Project Process’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을 켠다.  

 사용자는 팝업 화면 하단의 다양한 업무 블럭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자신의 프로젝트 특성에 

최적화된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Save’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반영한 후, 홈 

화면에서 편안하게 프로세스 전 과정을 

확인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완료된 업무 및 

단계는 ‘체크버튼’을 눌러 진행 상황을 

표시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누락 여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림 4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 조망, 관리 시스템 

 

그림 5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전체 프로세스를 자유 구성 

 

6. 결론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하며, 사용자 

조사를 진행해 온 디자이너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에 디자이너들은 그동안 개발되고 

소개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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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을 새롭게 탐색하고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에 진행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경험과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를 이용한 UX 디자인 

리서치 경험을 분석하여, UX 디자인 리서치를 위한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활용도 및 사용성 개선 

요소를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복잡한 기능 인지에 

대한 어려움, 안내 부족, 기능 재분류 및 재배치,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인지 불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가 개선하지 못한 

온라인 UX 디자인 리서치의 문제점 중 하나인 

‘프로젝트 전 과정 조망 및 관리 불가’에 대한 

개선안만을 제안하였으나,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는 

UX 디자인 리서치를 온전히 수행하기에 여전히 

많은 개선 필요 요소가 존재하므로, 추가적 연구가 

이어져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UX 디자인 리서치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원격 사용자 조사 도구의 연구와 도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20 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0012725, 2020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참고 문헌 

1. Amy Schade. (2013). Remote Usability 

Tests: Moderated and Unmoderated. 

https://www.nngroup.com/articles/remote-

usability-tests/ 

2. Morten Sieker Andreasen, Henrik Villemann 

Nielsen, Simon Ormholt Schroder, Jan Stage. 

(2007). What Happened to Remote Usability 

Testing? An Empirical Study of Three 

Methods 

3. Scott Wheelwright. (2014). Comparison of 

Local and Remote Moderated Usability 

Testing Methods. 

4. Seungyoon Lee. (2017). 먼 곳에 사는 사용자를 

조사하는 방법. 

https://story.pxd.co.kr/1251 

5. Kate Moran, Kara Pernice. (2020). Remote 

Moderated Usability Tests: Why to Do Them. 

https://www.nngroup.com/articles/moderated

-remote-usability-test-why/ 

6. Kate Moran, Kara Pernice. (2020). Remote 

Moderated Usability Tests: How to Do Them 

https://www.nngroup.com/articles/moderated

-remote-usability-test/ 

 

 

 

 

 

 

 

Proceedings of HCIK 2021

- 13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디자인 작업 수행 Process 와 Results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지식 

전환 및 활용 과정 모델 제안 
Proposal of Design Knowledge Transfer and Reuse Model Using Data 

Collected from Design Process and Design Results

리메이르 

Meile L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전공 

Dept.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meile@snu.ac.kr   

 정의철 

Eui-Chul Ju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Dept.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juch@snu.ac,kr   

요약문 

디자이너의 의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은 

디자인 Process 와 Results 에 반영된다. 본 

연구는 인간 디자이너의 디자인 문제 해결 지식을 

축적하여 협업할 수 있는 Agent 개발의 

기반연구로서 디자인 Process 와 Results 를 Data 

구조화하여 디자인 지식의 생성, 전환 및 활용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디자이너 의도, 디자인 행동과 

지식 전환, 학습, 활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지식 전환 과정 및 후속 작업의 지식 활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고, 제안된 

모델을 사용해서 디자인 지식 전환 과정을 

분석했다.  

제안된 분석방법을 통해 디자인할 때 의도와 지식 

전환 및 재사용의 관계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능 디자인 에이전트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고 작업 의도를 인식하면 실시간으로 작업 

관련 지식과 지식 전환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고 

디자이너의 사고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창의적 

발상을 도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지식, 지식 학습, 지식 

활용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자이너는 많은 과거 경험을 통해 쌓은 (경험적 

혹은 암묵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새 

문제를 만날 때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Schon, 1984, p.137). 즉, 

디자이너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과거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디자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하는 작업 과정은 디자이너의 의도와 

디자인 지식이 반영되게 된다. 디자인 History 

Data 를 통해 디자인 작업 과정에 디자이너의 선택 

및 결정 과정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 근거 

및 제약 조건을 분석해볼 수 있다(Shah & Mäntylä, 

1995, p.566).  

디자이너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활용한 

디자인 도구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지식 관리 및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Bernard & Xu, 

2009, Visser & Trousse, 2006). 디자이너의 

창의적 발상을 돕고 디자이너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인간과 같이 협업하는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기 범용적 디자인 데이터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지식과 문제해결 과정의 관계, 즉 

디자이너 창작 패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Le 

& Jung, 2020). 

디자이너의 의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은 

디자인 Process 와 Results 에 반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위한 문제 

해결 Agent 연구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 디자인 

Process 와 Results 를 Data 구조화하여디자인 

지식의 생성, 전환 및 활용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목표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수립하였다.  

(문제 1) 디자인 Process 와 Results 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디자이너의 의도 혹은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문제 2) (문제 1)에서 수집된 디자이너의 의도 

혹은 지식이 어떻게 학습되고 지식으로 전환되어 

후속 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디자인 프로세스 분석방법과 

디자인 지식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고, 

선행연구 바탕으로 디자이너 의도, 디자인 행동과 

지식 전환, 학습, 활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지식 전환 과정 및 후속 작업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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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모델을 사용해서 디자인 지식 전환 과정을 

분석했다.  

2. 디자인 과정 분석 

2.1 디자인 과정 데이터 수집 

기존 연구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Lewis (1982) 는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울 

때의 인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think aloud" 

라는 방법을 개발했고 Cross (2001)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디자인 프로세스 또는 디자인 인식에 

대한 구두 프로토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다른 디자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비디오로 디자이너의 작업과정 

기록 (Purzer, 2011), design document 분석 

(Costa, & Sobek, 2004), CAD 톨에서 자동으로 

기록된 Process logging data 수집 (Adams et al., 

2017) 등 있다. 

2.2 Linkography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로 변환해서 디자인 작업 

패턴을 탐색하기 위해 Goldschmidt (1990, 

1995)는 Linkography 방법을 개발했다(그림 1). 

Linkography 노드 간의 연결이 밀접할 수록 

효과적인 창의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발견했다. 

Linkography 분석 방법을 통해 디자이너의 사고 

전개 과정의 ‘창의적 발상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Hatcher et al., 2018)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디자인 진행하면서 디자이너 

의도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서 창의적인 forelink 

(창의적 작업을 촉진하는 key move)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디자인 작업과정 기록을 

분석하면서 현재 작업과 연결할 수 있는 

backlink(앞 move 들 연결하는 key move)를 

강화해서 더 일관성 있고, 디자이너 개인 특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결과물 제작을 도와 줄 수 있다. 

 

그림 1 Linkography (Goldschmidt, 1995) 

3. 디자인 지식 

3.1 디자인 지식 종류 

디자인 지식은 디자인 대상 관한 지식과 디자인 

프로세스 관한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디자인 대상 관한 지식은 디자인 요구 사항, 구조 

간의 다양한 관계, 형상, 기능, 동작,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제약 조건 및 디자인 근거가 포함된다. 

Gero (1990)는 디자인 대상의 기본 요소는 

기능(Function), 행동(Behavior), 구조 

(Structure)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대상에 

관한 지식을 기능에 대한 지식(K(F)), 행동에 대한 

지식(K(B)), 구조에 대한 지식(K(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 관한 지식은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는 원인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Grecu 

& Brown (1998)는 이런 지식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본 논문에서 디자인 대상 관한 지식과 

구별하기 위해 지식 K +영어단어 머리글자 

소문자로 코딩한다:  

K(a): 유추적 연관성 (analogical associations)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추론 또는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 

K(c): 디자인 매개 변수와 관련된 제약, 제약에 

대한 휴리스틱(constraints relating parameters 

of design, heuristics for constraints)은 모든 

디자인 문제의 핵심이다; 

K(dc): 디자인 결정의 결과, 결정의 

근거(consequences of design decisions, 

rationale for decisions) 는 디자인 작업의 

유용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K(dp): 디자인 매개 변수 간의 

종속성(dependencies between design 

parameters)을 위반하면 의사 결정의 의거가 

불충분하여 역추적 및 리디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K(m): 디자인 방법(design method)은 디자인 

문제 해결 지식의 확장에 중요하다. 

K(r):  디자인 규칙, 전제 조건 및 사후 

조건(design rules, preconditions and 

postconditions for rules)은 디자인을 제한하고 

실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K(f): 실패 및 충돌, 실패 발견을 위한 

휴리스틱(failures and conflicts, heuristics for 

failure discovery)을 통해 실패 발생의 일반적인 

상황을 인식 할 수 있다; 

K(p): 선호(preferences)는 디자인 과정에서 

선택할 요소의 순위를 제공한다; 

K(s):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successful design, successful design 

process)는 단순히 사례로 학습하거나 재사용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구조 생성을 지원하는 지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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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m & Duffy 디자인 지식 전환 모델 

Sim & Duffy (2003)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지식 

전환 모델(그림 2)을 제안했다. 디자인 목표(Gd)와 

관련 지존 지식(Input 지식(Ik))부터 시작하고 

디자이너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 행동(Ad)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 전환(Design 

Transfer)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식(Output 

지식(Ok))이 생성된다. Sim & Duffy (2004)는 

기존 디자인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1) 추상화 / 구체화, (2)관련 / 관련 해제, (3) 파생 

/ 랜덤화, (4)설명 / 발견, (5)그룹 / 그룹 해제, (6) 

일반화 / 전문화, (7) 유사성 비교 / 차이 비교 등 

7 조 방법을 설명했다. 전환된 지식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다른 디자인 행동 할 때 Input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림 2 디자인 과정의 지식 전환 과정 (Sim & Duffy, 

2003) 

이러한 디자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디자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Linkography 로 표현해볼 수 있다. [그림 3]와 

같이 디자인 목표(Gd1)가 있고 디자인 모브 (Ad1) 

통해 Output 지식(Ok)이 생성하고 이 지식은 다른 

모브(Ad2) 에 활용할 수 있는 Input 지식(Ik)이기도 

한다. 이런 지식은 Linkography 에서 move (Ad1) 

와 move(Ad2)를 연결하는 노드(Ok12/Ik21) 로 

표현할 수 있다.  

친환경 칫솔 디자인으로 예를 들면, Ik0: 친환경 

디자인 방법: 친환경 재료 사용 à Ad1: 친환경 

재료 사용 à Ok12/Ik21: 친환경 재료의 종류 à Ad2: 

대나무를 사용 (지식 전환 방법:구체화) 

à Ok23/Ik32: 대나무의 장단점과 가공방법 à Ad3: 

핫프레스 가공 방법 사용 (지식 전환 방법: 설명) 

à Ok24/Ik42: 대나무의 형태 특징 à Ad4: 대나무 잎 

형태 사용(지식 전환 방법:관련) 

 

그림 3 Linkography 로 디자인 지식 전환 과정 표현 

이러한 Linkography 의 모브와 노드의 관계 

분석을 통해 디자인 과정 중의 디자인 행동과 

디자인 지식 생성, 전환, 활용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3.3 Martin Minsky K-line 기억 이론  

Minsky(1980, 1988)는 지식 저장 및 사용에 관한 

K(Knowledge)-lines 기억 이론을 제안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억할 만한 경험(P)을 할 때 

가진 지식을 연결 시킨 K-line(kP)이 생기고, 

새로운 문제(Q)를 만날 때 마음에서 어떤 부분이 

전에 경험했던 문제(P)를 닮았다고 추정하고 관련 

K-line(kP)을 활성화시키고 문제 해결하면서 

새로운 K-line(kQ)이 생성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칫솔을 디자인할 때 친환경 재료, 생분해성과 

비생분해성 재료를 쉽게 분리하는 구조, 친환경 

포장 등 친환경에 대한 지식 K-line 을 얻었고 그 

다음 친환경 제품을 디자인할 때 친환경에 대한 

지식 K-line 을 활성화하고 활용하면서 또 그 

제품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K-line 이 생성된다. 

Toptsis 와 Dubitski (2009)는 Minsky 의 K-

lines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지식을 포착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 Artificial K-lines 를 제안했다. 새로운 사건 

발생 할 때마다 기존 K- line 그래프에 새로운 K-

line 을 통합하여 확장을 수행한다. 더 많은 K-

line 을 통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기존 지식을 

기반한 다양한 대안 "생각 방법"의 능력을 

확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K-line 들 생기고 이러한 K-line 들로 

구성된 데이터 베이스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창의적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다. 

3.4 디자인 지식 학습 및 활용 모델 

본 연구에서는 Sim & Duffy 의 지식 전환 모델과 

Martin Minsky K-line 기억 이론 바탕으로 [그림 

4]과 같이 디자인 지식 학습 및 활용 모델을 

제안했다.  

 

그림 4 디자인 지식 학습 및 활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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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ography 로 디자인 과정의 지식 전환 과정을 

표현하고 디자이너의 의도, 행동과 지식 활용, 

생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디자인 지식의 활용과 

전환 과정에서 지식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후속 

다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K-line 형성한다. 

비슷한 작업을 할 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지식은 디자인 의도에 맞게 전환해서 Input 

지식으로 활용한다. 

4. 실험 설계 

4.1 실험 대상과 방법 

제안된 모델을 활용해서 앞에 작업과정에서 얻은 

Output 지식을 Knowledge Transfer (Learning) 

해서 후속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자이너 2 명 대상으로 실험 2회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실험은 2 명에게 동일한 마우스를 디자인하는 

과업을 부여하고, 2 차 실험에서는 전 단계 

실험(작업 A)과 유사한 점(a)이 있는 과업(작업 B) 

(예를 들어 손 잡는 형태(a)를 고려해야 한 리모콘 

디자인)을 부여한다.  

디자인 작업 과정은 Rhino 에서 자동 기록된 행동 

데이터, 작업 화면 캡처, 디자인 노트로 같이 

기록한다. 기록된 각 디자인 Step 는 

Goldschmidt(1990) 개발한 linkography 

방법으로 분석한다. linkography 의 design move 

간 연결 노드에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른 디자인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Sim 과 Duffy (2003, 

2004) 제안한 디자인 과정에서 Input 지식을 

디자인 행동을 통해 Output 지식으로 전환하여 

학습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각 디자인 Step 의 

Input 지식, 전환과정 및 Output 지식을 분석을 

통해 데이터와 지식의 관계를 구조화한다.  

Minsky(1988)의 지식 저장 및 사용에 관한 

K(Knowledge)-lines 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 지식을 연결해서 마우스 디자인 작업의 K-

line 생성한다. 디자인 의도에 따라 생성된 K-

line 도 손으로 잡는 행태 관련 K(a), 마우스 기능 

관련 K(b) 등 세분화할 수 있다.  

 2차 실험에서는 관련 K-lines (지식)를 제공한다. 

실험 결과는 1 차 실험 결과와 비교하고 과거 

작업에서 얻은 지식 제공 및 재사용이 디자인 

프로세스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4.2 파일럿 실험 

실험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다. 

작업 1 은 편안하게 사용하는 마우스 디자인이다. 

디자인 과정을 그림 4 와 같이 Linkography 로 

정리했다. 모브 간의 연결 노드는 N(a, b) 식으로 

코드했다. 예를 들어, 모브 1 과 모브 3 을 연결하는 

노드는 N(1,3)로 표기한다. 노드 N(1,3)는 모브 

표 1   마우스 디자인 지식 전환 과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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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통해 얻은 Output 지식이자 모브 3 에 사용될 

Input 지식이다.  마우스 작업 과정의 각 모브와 

노드, 지식 전환 관계를 표 1 에 정리했다.  

Linkography 와 표를 통해 아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디자인 요구 (G) à 연결의 원인(근거)(K(a), K(c), 

…)  à 디자인 요소(K(F), K(B), K(S)) 

디자인 요소 관련 지식 à Knowledge Transfer 

à 디자인 요소 관련 지식  

디자인 요소 관련 지식 à 연결의 원인(근거)  à 

디자인 요소 관련 지식 

관련 지식모브 1,3,4,5,6 에는 편안한 사용 관련 

지식을 활용 및 생성한다. 즉 노드 N(1,3), N(3,4), 

N(1,5), N(5,6)는 편안한 사용 관련 지식 K-

line 를 구성한다. 

 

그림 4 마우스 디자인 과정 Linkography 

작업 2 는 편안하게 사용하는 게임 컨트롤러 

디자인이다. 작업 1 편안한 사용이라는 디자인 

요구가 같아서 작업 1 을 통해 얻은 편안한 사용을 

관한 K-line 를 사용한다. 그림 5 와 같이 게임 

컨트롤러와 마우스의 특성을 비교해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추출, 전환하고 Input 지식으로 

활용한다.  

 

그림 5 디자인 지식 전환 및 재활용 

 

작업 1 N1(1,3), N1(1,5)à 작업 2 M1. 편안한 

사용의 예로 지식 전환 및 활용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디자인 의도(G): 편안한 사용 

연결의 원인(근거): K(a): 유추적 연관성： 게임 

컨트롤러와 마우스의 비슷한 특성 

Input 지식(N1(1,3), N1(1,5)): 편안한 사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손 사이즈, 잡는 자세. 

Transfer: (사용방식)유사성 비교 / 차이 비교 

Output 지식 (N2(1,2), N2(1,3), N2(1,5)): 

편안한 사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손 

사이즈, 잡는 자세, 제품 무개. 

즉, 유사한 새로운 작업할 때 디자인 의도(G)에 

따라 디자인 프로세스 지식을 근거로 K-line 에서 

관련 지식을 찾는다. 관련 지식(Input 지식)은 

디자인 요구에 맞게 작업 진행 때 사용할 수 있는 

Output 지식으로 전환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 프로세스 분석방법과 디자인 

지식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고, 선행연구 

바탕으로 디자이너 의도, 디자인 행동과 지식 전환, 

학습, 활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지식 전환 과정 및 후속 작업에서 지식 재활용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고, 

제안된 모델을 사용해서 디자인 지식 전환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디자인할 때 의도와 지식 

전환 및 사용의 관계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능 디자인 에이전트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고 작업 의도를 인식하면 실시간으로 작업 

관련 지식과 지식 전환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고 

디자이너가 대량 관련성이 높은 지식을 

활용하면서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작업 수행 과정 기록, 디자인 

과정의 지식 전환 및 학습, 후속 작업에서 디자인 

지식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개발의 기반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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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변화하는 고객의 가치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 검증 등 

여러 단계에서 사용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Needs)와 욕구(Wants)를 

발견하기 위해 묻기(Ask), 관찰하기(Observation)와 

같은 대면 형태의 정성적 조사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으로 인해 

대면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형태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 방식의 목적과 개념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비대면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기회를 발견하여 향후 진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용자 조사(User Research), 온라인 리서치(Online 

Research), 온라인 인터뷰(Online Interview), 비대면 

사용자 조사 (Non-Face to Face User Research)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1], 

변화하는 고객의 가치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 많은 

기업들이 애자일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애자일 

방식은 기업 경영 및 조직 운영, 제품 개발 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시제품(prototype)을 

개발하고 출시한 뒤 시장 반응을 통해 수정 · 보완 

해나가는 제품 개발 방법론을 의미한다. 애자일 개발 

방식은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이전에 정확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Product market fit 을 

검증하고 보완한다. 이러한 사용자 조사는 제품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구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게 되는데, 이 역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보편 · 평균적 사용성 

정의에서 개별 사용자의 이해를 넘어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참여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목적 및 사용자를 대하는 관점, 혹은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념에 맞추어 진화되고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같은 대면 형태의 정성적 조사 

방식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2019 년 12 월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으로 인해 대면 형태의 사용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경우 지역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멀티미디어 활용, 빠른 결과 도출 및 분석, 분석된 

결과의 가시화,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2], 참여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원격 접속 환경의 특수성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용자 공감이라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어 주로 대면 

방식의 보완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보완이 아닌 대체제로 적극 활용 됨에 따라 향후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조사 방식의 종류와 개념, 목적을 연구하고, 

현재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기회를 발견, 향후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진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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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진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사용자 조사의 목적과 

방식을 현재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서비스 사례와 비교 

· 분석 하여 기존의 방식을 온라인 매체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장단점은 무엇인 지 파악하고, 나아가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 방식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여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진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용자 조사 방식의 문헌 연구 

사용자 조사는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 지와 그것을 왜 

하는 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하거나(What people do) 태도를 파악(What 

people say)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 조사는 다수를 대상으로 측정을 

통해 확인된 통계를 활용하는 양적(정량) 조사와,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대면 인터뷰와 

같은 질적(정성) 방식이 있다. 로러(Christian 

Rohrer)는 각각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주요 사용자 

조사 방식을 그림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3] 

 

그림 1 로러(Christian Rohrer)의 사용자 조사 기법 종류 

(출처: Christian Rohrer (2014). When to Use Which 

User-Experience Research Methods. 

http://www.useit.com/alertbox/user-research-

methods.html) 

위와 같이 사용자 조사는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사 기법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편 · 평균적 사용성 정의에서 개별 

사용자의 이해를 넘어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참여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목적 및 

사용자를 대하는 관점, 혹은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념에 

맞추어 진화되고 활용되어 왔다. 아래 표 1 은 앞서 

조사한 사용자 조사 방식의 목적과 형태별 분류에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사용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사용자 조사 방식의 진화를 정리한 

것이다. [4] 

표 1. 시대별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조사 도구의 진화 

(출처: 이정주, 이승호 (2018). 새로운 디자인 도구들. 

(pp.28). 인사이트)  

구분 지향목표 사용자에 대한 인식 디자인(사용자조사) 

도구들 

다수를 

위한 

디자인 

(1950) 

· 다수의 

소비자에게 적합 

· 신체적 안전과 

편안함 

· 생산 공급의 

최적화 

· 평균적 선호도와 

신체를 대변하는 

통계적 모델 

· 온라인 서베이 

· 현장 설문조사 

· 인체 측정법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1980) 

· 과제수행의 

효율성, 정확성, 

효용성 

· 멘탈 모델 · 실험실 환경 사용성 

평가 도구들 (사고구술 

프로토콜, 인지적 

시찰법 등) 

· 인터뷰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맥락을 

생각한 

디자인 

(1997) 

·효율적인 협력 ·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행동하는 

인간 

· 현장 관찰 

(디자인 에스노 

그라피, 맥락적 문의 

등) 

경험을 

위한 

디자인 

(1999) 

· 감성적 만족과 

감동 

· 삶의 경험 향상 

· 감성과 주관적 

경험, 문화를 가진 

총체적 인간 

· 프로브, 코디자인 

워크숍 등의 

디자인적이고 창의적 

도구들 

· 현장 관찰과 

디자인적인 도구들의 

접목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2004) 

· 개인 삶의 질 

향상 

· 사회문화적 공통 

목표 실현 

·조직 및 사회 

시스템 혁신 

·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인간 

· 서비스 디자인 

도구들 (고객여정 

지도, 서비스 

블루프린트, 

이해관계자 지도)과 

코디자인 접목 

사용자 인식에 대한 변화는 사용자 조사의 지향 목표와 

방식을 함께 변화시켜 왔다. 사용자 인식이 평균적 

선호도를 대변하는 통계적 모델에서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인간으로 인지하게 된 

현대에는 사용자의 맥락에 더욱 깊이 공감하는 조사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많이 활용되게 되었지만, 

각각의 조사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고 

대체된 것이 아닌, 조사 목적에 따라 여전히 개별 혹은 

융합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 조사 방식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 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조사 대상자로부터 어떻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조사 대상자가 

정확히 알고 있고 답변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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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화나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인 지, 혹은 별도 상상의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형태의 정보인 지를 먼저 

구분하면 해당 정보를 얻어내는 데 유용한, 혹은 

적합한 조사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정보의 구분을 샌더스(Elizabeth B.-N. 

Sanders)가 정의한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Observable · Tacit knowledge), 잠재적 

지식(Latent knowledge) 구분법을 활용하여[5] 각 

단계별 적합한 사용자 조사 방식을 아래 표 2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지식의 단계 별 활용하기 적합한 사용자 조사 방식 

구분 사용자 조사 방식 설명 

명시적 지식 

(알고 있고 

표현하기 쉬운) 

설문조사 

(온라인 서베이 

포함) 

준비된 질문에 사용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간 상호작용 

부재) 

인터뷰 

(Depth Interview)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간 특별한 포맷 

없이 직접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 

대상 집단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조사자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조사 

대상자 그룹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 

암묵적 지식 

(설명은 

어렵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문화 기술지 

(Ethnography)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환경에 직접 

스며들어 그들의 일상과 행동, 

주변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방식 

맥락적 문의 

(Contextual 

Inqui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방식 중 

한가지로, 문화기술지가 

관찰중심이라면, 맥락적 문의는 

컨텍스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탄력적으로 대응 하는 열린 

조사 방법 

잠재적 지식 

(고민이나 

상상을 필요로 

하는) 

다이어리 스터디  

(Diary study) 

조사자의 관여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연속적인 일과를 기록하는 방식 

(추후 분석) 

문화적 프로브 

(Cultural Probes) 

조사 대상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 의견, 감정, 바람 등을 

그들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생각해보고 직접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전달된 프로브 패키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후 

조사자가 해석 

공동창작을 통한 

조사 

조사자 및 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직접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도출 

2.2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 

온라인 사용자 조사는 인스턴트 메시징, 이메일 또는 

비디오와 같은 컴퓨터 중재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조사 방식이며, 기존 사용자 조사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기술적으로는 이메일과 같이 비실시간으로 수행되는 

비동기식 조사 방식과, 채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동기식 조사 방식으로 구분된다. 

[6] 비동기식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이 

가장 쉽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사 방식이고, [7] 

동기식 조사 방식의 경우 텍스트(채팅), 비디오 

컨퍼런스, 멀티채널 미팅, 그리고 몰입형 3D 

환경에서의 방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단순한 전달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 말하거나 듣거나 보는 

일반적인 소통 방식에서 나아가, 조사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이 기존의 

대면 사용자 조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지, 더 나아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들이 새로운 사용자 조사 

방식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자 조사의 유형별 분류와 해당 유형별 

사례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유형을 아래 표 3 과 

같이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간 소통의 방식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그리고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표 3. 온라인 사용자 조사의 유형별 분류 

분류 설명 소통 방식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웹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과 

답변을 입력하는 Form 을 작성하여 

링크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비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  

· 조사자와 조사자간 

직접적 대면 없이 

온라인 설문지와 

답변만 공유 

· 질문 별 답변 입력 

이외 인터랙션 부재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기존의 대면 인터뷰 방식을 온라인 

기반으로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형태로, 비디오 컨퍼런스와 같은 

영상통화 형태가 대표적인 조사 방식 

·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대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질문과 답변 공유 

· 영상을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가능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앞선 두 가지가 기존 사용자 조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형태라면, 

온라인(디지털)의 특징을 극대화하여 

여러 조사 방식을 혼합한 온라인 특화형 

인터뷰 방식 

·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며, 특화된 

프로세스와 다양한 

디지털 Tool 을 

활용해 능동적인 

상호 인터랙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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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3.1 사례 분석의 틀  

사례 분석의 틀은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첫째, 

사용자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지식의 단계)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지 

효용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적절한 소통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지, 온라인 매체의 강점인 특화된 

상호작용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셋째, 

취득된 정보들의 취합과 정리 방식이 무엇인 지와 

마지막 넷째, 참여자 수와 종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이 새로운 사용자 

도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 온라인 사용자 조사 사례 분석틀 

분석 항목 분석 기준 

지식의 

심화도(단계) 

 

· 해당 조사 방식에서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지식 

단계가 어떠한 것인가?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잠재적 지식) 

· 각 단계별 적합한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기술에 의존하여 해당 지식의 단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 지?) 

· 결과에 대한 효용성은 기존 사용자 조사 방식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인 지? 

사용자 상호작용 · 조사 대상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적절한 소통방식과 인터랙션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 

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 

· 공감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정보의 취합 

방식과 정리 

 · 정보의 취합과 정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가?  

· 편의와 속도, 결과물의 질(Quality)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어느 수준인가? 

참여자 수, 종류 · 개인 대상의 심화 조사가 가능한가? 

· 그룹 대상의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 참여자의 종류는?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가?) 

3.2 사례 분석의 대상  

사례 분석 대상은 앞서 정의한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의 3 가지 유형인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그리고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5 개의 서비스를 선정 

하였다. 

조사 유형 사례 분석 대상 서비스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구글폼(Google Form), 타입폼(Type Form)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줌(Zoom), 스카이프(Skype)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디스카우트(Dscout) 

 

각각의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한 소개 내용 및 각 

기능의 직접 체험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사례 분석 

틀로 분석하되 장점과 단점을 우선 분석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개선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4. 사례 분석 결과 

4.1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은 사용자의 명시적 지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이다. 구글폼, 

타입폼과 같은 서비스 명(Name)에서도 드러나듯이 

질문과 답변의 틀(Form)을 구조화하여 조사 준비에서 

진행, 정보의 취합과 정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나 사용자 상호작용 및 참여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글폼(Google Form) 

구글폼(Google Forms)은 주식회사 구글의 온라인 

문서저작 서비스인 Google Docs 의 하나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베이 소프트웨어이다. 구글폼은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쉬운 제작, 쉬운 배포뿐 

아니라, 무작위 순서 (Randomized Order) 질문, 

설문결과를 손쉽게 스프레드 시트와 그래프 

제작으로 등과 같이 설문조사를 고도화하고 

설문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타입폼(Type Form) 

타입폼(Type Form) 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온라인 조사 업체이다. 구글폼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장점과 특징을 갖추었으며, 

서베이의 작성과 답변에 집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가 강점이다. 모바일과 

데스크탑 PC 모두를 지원하는데, 데스크탑 PC 

버전에서는 단축키를 통해서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표 5.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 사례 분석 결과 

분석 항목 분석 결과 분석 내용 

지식의 

심화도(단계) 

 

명시적 지식 · 다수의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시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조사에 특화된 방식 (정량)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설문지 작성, 

배포, 입력, 취합 전 과정에서 대면 

방식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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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상호작용 

단방향 · 온라인 웹사이트에 제시되는 

질문지를 매개로 한 소통 

· 비 동기식(비 실시간) 단방향 지식 

전달 형태 

정보의 취합 

방식과 정리 

구조화 · 조사 설계 단계부터 질문/답변 구조화 

· 조사 결과는 빠르게 취합/정리/분석됨 

· 다양한 시각화 도구(그래프 등)를 

통해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 생성 

참여자 수, 

종류 

다수(대량) · 시간/비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자 

다수(대량) 참여 

4.2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은 대면 인터뷰의 온라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비디오 컨퍼런스(Video 

Conference) 서비스를 인터뷰에 활용한 형태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혹은 저렴한 비용) 사용이 

가능하며, 데스크탑 PC 는 물론 모바일 등의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툴(Tool)을 이용하여 문서 및 멀티미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비디오 컨퍼런스 전반에 

활용되는 기능으로, 사용자 조사에 적합하거나 특화된 

기능이라 보기 어렵다. 

 줌(Zoom) 

COVID-19 이후 가장 주목 받는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로, 다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접속하게 해주는 연결 지원과, 쉬운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동시에 

1,000명의 연결을 지원한다.) 다자간 영상 통화에 

화면공유, AR 필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고 

업무 협업, 화상 회의는 물론 온라인 인터뷰 

도구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사용자 조사의 경우 사용자 조사 및 기록에 특화된 

기능은 부족하지만 별도 비용 지불 없이 고품질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멀티 

플랫폼 지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스카이프(Skype) 

스카이프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2020 년 3 월 기준으로 월 1 억명이며, 데스크탑 PC, 

모바일폰 뿐만 아니라 게임용 콘솔인 XBox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멀티플랫폼 지원이 

특징이다. 폭넓은 기기지원 덕분에, 스카이프는 

초기 비대면 인터뷰 진행에서 크게 활용되었다. [8] 

스카이프는 사용자 조사를 전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대체하지만, 부가적으로 

사용자 조사를 돕는 기능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표 6.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 사례 분석 결과 

분석 항목 분석 결과 분석 내용 

지식의 

심화도(단계) 

 

명시적 지식 

 

· 명시적 지식을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대면 인터뷰 

방식의 온라인 버전(대체) 

· 카메라 각도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사용자 

상호작용 

양방향 ·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가능, 맥락 

기반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 가능 

· 문서, 이미지,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활용이 용이함 

정보의 취합 

방식과 정리 

반 구조화 · 인터뷰(조사 기간)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자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 

· 녹화된 영상 자체를 기록 (녹취) 

· 인터뷰 후 영상 및 녹취, 노트 

내용을 재 정리하고, 분석하는 결과 

정리 단계 필요 

참여자 수, 

종류 

개인~다수 

(~1,000 명) 

· 개인 심화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가능 

· 조사자(인터뷰어)와 조사 

대상자(인터뷰이) 이외 

관찰자(Observer)모드로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 

4.3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은 온라인 인터뷰 방식의 

일종으로, 비디오 컨퍼런스 기능에 인터랙티브한 여러 

전용 툴(Tool)을 추가로 제공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특화 사용자 조사 서비스로,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 중 가장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스카우트(Dscout) 

Dscout는, 온라인 인터뷰 서비스에서 나아가 

특화된 프로세스와 전용 툴(Tool)을 함께 

제공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다이어리 미션과,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직접 대화하는 

라이브 인터뷰 두 가지가 있다. 다이어리 미션은 

사용자가 웹 화면에 직접 자기 소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객관식, 주관식)하는 기능과, 

직접 비디오를 촬영하여 자기 소개하는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행태(Behavior)를 

스크린 녹화를 통해 순서대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뷰어와 공유하며 직접 소개하는 기능이 

Proceedings of HCIK 2021

- 24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제공된다.[9] 

 

그림 2 디스카우트 스마트폰 사용 화면 공유 기능  

(출처: Dscout. (2020) https://dscout.com/diary) 

라이브 인터뷰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더레이터와 

조사 대상자가 중심이 되어 영상 통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클라이언트(혹은 이해관계자)는 

관찰자로 참여하되 필요 시 모더레이터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 추가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의 답변은 실시간 텍스트(스크립트)로 

기록되어 별도 기록이 불필요하며, 영상 특정 부분 

(중요 멘션 부분)에 마킹 이 가능하여 추후 검색 및 

관리에 용이하다. [10] 

 

그림 3 디스카우트 라이브 인터뷰 진행 화면 

(출처: Dscout. (2020) https://dscout.com/live) 

 

표 7.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 사례 분석 결과 

분석 항목 분석 결과 분석 내용 

지식의 

심화도 

(단계)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 직접 대화형태로 명시적 지식을 

확인하는 대면 인터뷰 방식 

· 사용자의 행동 관찰을 위한 Tool 

(스크린 공유 등)지원으로 암묵적 지식 

확인 가능 

· 카메라 각도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사용자 

상호작용 

양방향 ·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가능, 맥락 

기반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 가능 

· 문서,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활용이 

용이하며, 특화된 기능으로 사용자의 

스크린을 그대로 녹화하여 공유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음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관찰자로 

참여하되 모더레이터에게 맥락적 질문 

형태의 추가 조사를 실시간 요청할 수 

있음 

정보의 

취합 

방식과 

정리 

반 구조화 · 인터뷰(조사 기간)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자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 

· 녹화된 영상 자체를 기록하고 모든 구술 

내용을 텍스트화 하여 저장, 검색, 자동 

키워드 추출 가능 

. 중요 인터뷰 순간을 별도 마킹 할 수 

있어 추후 모아 보기, 검색 가능 

. 인터뷰 내용의 취합 및 정리가 자동으로 

완성되어 시간이 단축되고, 멀티미디어와 

텍스트가 포함된 웹 페이지 형태로 

저장되어 추후 관리에도 용이 

참여자 수, 

종류 

개인~다수 

(대상집단인

터뷰수준) 

· 개인 심화 인터뷰 및 대상 그룹 인터뷰 

가능 

· 조사자(인터뷰어)와 조사 

대상자(인터뷰이) 이외 

관찰자(Observer)모드로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 

5.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의 온라인 사용자 조사 방식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장단점과 향후 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명시적 지식의 양적 확인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비대면 구조화형의 경우 온라인 매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 실효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아 

대면을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립적인 사용자 조사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사용자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정성조사 방식과 병행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대면 반구조화형의 경우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저 

비용으로 손쉽게 대면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각도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원격 접속 환경으로 

인해 조사 대상자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면 인터뷰가 목표로 하는 사용자 맥락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컴퓨터 매개체를 통해 장시간 대화하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온라인 대면 상호작용형의 경우 사용자 조사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방대한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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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대화 내용이 실시간 기록 · 관리되는 장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하고 인터랙티브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호작용 

수준이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영상을 공유하게 

하거나 다이어리 등의 조사 방식을 결합하여 단순한 

의견을 추가 작성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세스와 

기능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대면 사용자 조사 방식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커버하는 새로운 사용자 조사 

방식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특히 

코디자인워크숍의 참여형 디자인 방식을 고려한 

온라인 협업 툴인 Miro[11]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활용 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잠재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참여형 디자인 방식을 고려한 

온라인 상호작용형 사용자 조사 방식을 설계하고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사용자 조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 연구 결과 (인사이트)와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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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의 일상생활, 산업 시스템의 

운영까지 변화시켰다. 이러한 산업 경향에 따라 

대학 내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사물인터넷 교육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IoT 

경험랩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을 체험 및 체험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면 디자이너가 사용자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이너의 사물인터넷 설계 및 데이터 교육을 위한 

IoT 경험랩을 구축하기위해 구축 목표를 설립하고, 

설계 도안을 제작한다. 이후 IoT 경험랩을 구성할 

기기들을 선정하고 구축을 완료한 후, 이를 활용할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IoT 경험랩의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랙션과 데이터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도출한다. IoT 경험랩의 데이터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디자인 분야에서의 데이터 

역할을 알아본다. IoT 경험랩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방향에 대해 도식화해보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방향으로 페르소나 도출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IoE(Internet of Everything), 운영 시나리오, 

블루프린트, 데이터 수집, 데이터 활용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더 큰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에 

따라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산업 성장이 빨라지게 되었다. 최근 다수의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결합된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체험존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수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결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연결, 수집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산업 

경향에 따라 대학 내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체험하고 

교육하기 위한 공간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축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oT 경험랩의 체험 시나리오와 

디자이너들의 교육을 위해 IoT 경험랩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물인터넷에 대한 개념과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차적으로 IoT 

경험랩을 구축하고 IoT 경험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립한 후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와 인터랙션, 더 나아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흐름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비스블루프린트를 도출해본다. 마지막으로 

IoT 경험랩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물인터넷의 배경 

사물인터넷은 사물 간의 연결망으로, 사람이 별도의 

개입하는 과정 없이 사물 간 상호협력이 자율적으로 

가능하여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사물인터넷은 자체적으로 센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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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차세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산업을 선도할 

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5G 통신망이 

보급되면서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러한 산업 경향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사물인터넷 공간을 설계할 것이며, 디자이너들이 

사물인터넷 체험공간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2.2 디자인에서의 사용자 행동 분석과 데이터 

활용 

인터랙션, 경험, 콘텐츠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들이 디자인에서 핵심 요인이 되면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이 

중요해지고 있다. [1]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이 편리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개발하는 것은 디자인에 본질에 근접한 개념이며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행동은 어떠한지 

알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기도 한다. [3]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온라인 사용기록 등의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비즈니스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일정한 패턴이나 행동 정보를 해석하여 사용자와 

트렌드에 관한 통찰을 얻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1] 

 

3. IOT 경험랩 

3.1 IoT 경험랩 구축 

IoT 경험랩의 구축의 목표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을 기획,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공학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IoT 경험랩의 

활용 방안으로 첫째, 사물인터넷 기술 테스트 환경 

구축의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사물인터넷 환경 

활용 사용자 관찰 및 평가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의 시제품 적용 및 

테스트 공간의 제공 등이 있다. 또한, 타 학교, 정부 

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워크샵 공간, 

사물인터넷 환경 및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시연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IoT 경험랩을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IoT 경험랩의 활용방안 

대상 활용방안 

방문자 사물인터넷 기술 테스트 환경 

구축의 경험 공간 

협업을 위한 워크샵 공간  

디자이너 사물인터넷 환경 활용 사용자 관찰 

및 평가 공간 공간 

사물인터넷 서비스/제품 시제품 

적용 및 테스트 

사물인터넷 환경 및 관련 

서비스/제품 시연 공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은 집, 회사 등 임으로, IoT 경험랩은 집과 회사 

등 일상생활의 공간을 모방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워크샵 공간, 생활 공간, 부엌 공간으로 

분리하여 구축하였다. 공간을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그룹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이점과 

각각의 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1>에서 1 번은 워크샵 공간, 2 번은 생활 공간, 

3 번은 부엌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그림 1 IoT 경험랩 설계도안 

 

IoT 경험랩 내 곳곳에 사물인터넷 연계 기술 

테스트를 위한 기자재, 사물인터넷 홈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사물인터넷 관련 명령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자재 등 사물인터넷 관련 최신 

디바이스를 구비하여, 사물인터넷 메인 제어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사물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IoT 경험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학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의 

방문이 가능하며 여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림 2>는 태블릿 PC로 제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작을 하며, 그에 따라 사물인터넷이 작동하는 

인과관계를 체험하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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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 경험랩 체험 현장 

<표 2>는 IoT 경험랩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기를 

유형별로 정리한 표이다. 다양한 제조사의 

사물인터넷 기기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체험 뿐만 아니라 체험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사물인터넷 데이터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다른 기존의 사물인터넷 

경험존과의 차별점이다. 

표 2. IoT 경험랩 구성 기기 

생활 

공간  

기기 

스마트 멀티탭/허브, 스마트 스위치, 

어웨어 공기질 측정기, 디스플레이 미러, 

LG 코드제로, 삼성 스마트 TV, 터치젯, 

다이슨 IoT 핫앤쿨 크립토믹, 다이슨 

가습 공기청정기, 브런트 에어젯 S2, 

샤오미 Yeelight 전구, 브런트 블라인드 

엔진 2 

부엌 

공간  

기기 

삼성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전자레인지, 

전기 포트, 네스프레소 스마트 커피머신, 

인덕션 

스피커 

아마존 에코쇼8, 에코닷3, 구글 홈 미니, 

구글 홈 허브,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 보스 Bose 사운드링크 리볼브+  

태블릿/

노트북 

LG 그램 17, 맥북 프로 16, 갤럭시 S6, 

아이패드 프로 4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액티브 2, 애플워치 6, 

웨어러블 카메라, 미 스마트 밴드 5 

AR/VR MS홀로렌즈 2, Qculus 퀘스트 

사무기기 
HP 복합기, 로지텍 웹캠, LG 

빔프로젝터, IPEVO V4K 울트라 

소프트웨

어 

온라인 화면 공유, 데이터 시각화/분석 

툴, IoT 서버 PC 

기타 

기기 

2020 샤오미 Aqara 허브 게이트웨이 2 

스마트 홈 키트, 샤오미 보안 카메라, 

샤오미 LED 탁상 램프, 샤오미 이라이트 

스트립 2 세대 간접조명 2M, 브런트 

코드/플러그 , 브런트 고속 무선충전기, 

구글Nest thermostat, XBOX,  

3.2 IoT 경험랩 운영 시나리오 

향후 IoT 경험랩에서의 다음과 같은 운영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우선적으로, IoT 경험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예약하고 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자는 IoT 경험랩의 방문을 신청하고 관리자가 

신청을 승인해야만 IoT 경험랩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웹 사이트 추적데이터로 나이대, 성별, 

지역 디바이스 환경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예약 승인이 되면 방문 시각 1 시간 전에 방문자에게 

자동으로 모바일 인증키가 전송되도록 하고, 

방문자는 모바일 인증키를 스마트 도어락에 

태깅하여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최초 

방문자인 경우 모바일을 통해 IoT 경험랩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IoT 경험랩에서는 

스마트폰의 IP 정보를 파악하여 방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특정 방문자의 입장 시각, 

방문 빈도 데이터 등을 쌓을 수 있으며, 디바이스의 

정보 데이터 또한 수집이 가능하게 한다. 방문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과거에 해당 방문자가 어떤 체험을 

진행했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업 필터링 기법을 

통해 추천 시스템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업 필터링 기법이란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선호도에 기반하여 목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협업 필터링은 특정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선택의 일관성을 보이는 다른 

사용자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호도 예측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4]  

IoT 경험랩 내 곳곳에 행동감지센서와 비콘을 

설치하여, 방문자의 동선과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자가 3 초이상 특정 기기 앞에 

머물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방문자는 

체험 가이드를 확인한 후에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방문자들은 기기를 살펴보고, 사용해보고, 

추천받는 것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동선, 표정, 

시선, 행동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총 이용시간, 

이용한 기기의 순서에 관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 

3.3  IoT 경험랩 서비스 블루프린트 

IoT 경험랩에서의 방문자 행태와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터랙션을 가시화하고 그에 따라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설계하였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전후방의 모든 활동이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7] 또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의 인터랙션 

흐름을 도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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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들이 결합되어 있고 데이터들의 이동이 

복잡하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IoT 경험랩의 

서비스를 나타내기 유용하다.  

IoT 경험랩의 고객 여정에 따라 시나리오를 

표기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과 조작 도구, 

사물 행동 및 데이터의 흐름과 서비스제공자의 

행동과 조작 도구, 마지막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까지 나타냈다. 검은색 직선 화살표로 사람의 

개입에 의한 상호작용을 나타냈고, 검은색 점선 

화살표로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간의 통신을 

나타냈다. 사물이 자동으로 실행할 때는 Auto 의 

A 로 표기하였고, 자주 등장하는 알람과 비디오 

분석은 따로 아이콘으로 표기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퍼널 형태의 

아이콘을 표기하였다. 사물의 행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행태를 표현하기 위해 마름모꼴의 형태로 

조건 분기를 나타냈다. 그리고 사물 요소는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픽토그램으로 

표현하였으며, 조작 사물 요소인지, 조작에 의해 

행동하는 행동 사물 요소인지에 따라 크기에 차이를 

두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IoT 경험랩 서비스블루프린트 구성요소 

사람과 

사물의 

관계선 
 

행동 

방식 
 

조건 

 

조작 

사물 

요소 
 

행동 

사물 

요소 

 

그림 3   IoT 경험랩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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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IoT 경험랩에서 제공하는 전반의 

서비스를 표현한 서비스블루프린트이다. 이를 

도출함으로써 데이터가 수집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지 

판단하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 IOT 경험랩의 데이터 활용 

IoT 경험랩은 사물인터넷의 체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과정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어 어떻게 쌓이는지에 관한 

프로세스를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 데이터의 역할을 알아보고 IoT 

경험랩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방향성 

수립이 필요하다. 

4.1 디자인 분야의 관찰 기법과 데이터의 중요성 

관찰은 사용자 중심 리서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이다. 시각적 정보 수집이 가지는 중요성을 

암시하듯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 방법에 대해서 다룬 

문헌들의 대다수가 인터뷰와 체험보다 관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5] 이러한 관찰기법은 일정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여 일정한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필요해지는 흐름과 맞물려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IoT 경험랩에서 관찰 기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디자이너들이 사용자 중심 리서치에서 

정성적 데이터와 정략적 데이터를 얻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4.2 IoT 경험랩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방향 

IoT 경험랩에서 방문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방문자들이 기기를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표정 데이터, 시선 데이터, 동선 데이터, 

행동 데이터 등이 있으며, 방문 신청을 할 때 

얻어지는 나이대, 성별, 지역, 디바이스 환경 등의 

웹 사이트 추적데이터가 있다. 사용자의 고객 

여정에 따른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IoT 경험랩의 서비스 고객 여정에 따른 데이터 

수집 구조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Google Cloud Storage)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는 수백만 대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결, 관리, 수집, 시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유용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5>처럼 IoT 

경험랩에서 얻은 로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저장하고, 

영상 데이터는 <그림 6>과 같이 저장할 수 있다. [8] 

 

그림 5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통합 저장소 사례 

 

 

그림 6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미디어 콘텐츠 수집 

및 저장 사례 

 

4.3 IoT 경험랩의 데이터 활용 방향 

IoT 경험랩에서 고객 여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저장/처리, 분석, 표현, 활용의 단계를 거쳐 

디자인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디자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시각화 후 활용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 [1] 표정 데이터와 시선 데이터는 

사용자의 반응과 감정, 선호도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선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는 사용자의 사용순서나 추천에 대한 반응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oT 

경험랩은 관찰자가 직접 상황에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 경험랩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퍼소나 도출을 제안한다. 퍼소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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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 위해 IoT 경험랩의 방문자를 과업별로 

나눈다. 그 후에 각 방문자의 웹 사이트 

추적데이터에서 불러온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IoT 경험랩에서 비디오로 촬영된 행동 데이터의 

변수들을 파악한다.  그 다음, 방문자들을 각 변수에 

대응시키고 잠재적 패턴들을 파악 및 도출하고 

목적을 정의하여 퍼소나를 정립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IoT 경험랩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퍼소나를 도출하는 과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퍼소나를 도출한 후, 퍼소나의 

니즈를 기반으로 적절한 고객 유형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함으로써, 절차적인 체험 단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IoT 경험랩의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서비스 

블루프린트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체험할 수 있으면서 그 

속에서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또한 IoT 

경험랩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도출하여 사람과 사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인터랙션 관계와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함으로써 서비스 전반에 대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사용자의 동선, 

행동, 표정 시선, 반응데이터와 나이대, 성별, 지역, 

디바이스 환경 등의 웹 사이트 데이터와 예약 빈도, 

총 이용 시간, 이용한 기기의 순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IoT 경험랩을 구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사물인터넷 기기를 체험하게 하여 

사물인터넷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 분야의 시스템 설계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IoT 경험랩을 활용하여 사용자 관찰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행태를 

파악하여 사용자 경험 리서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의 시제품을 

적용 및 테스트하여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관찰용 카메라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추가 장비에 대한 설계가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 데이터를 얻어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물인터넷 환경 내에서 

사용자 행동을 모델링하여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패턴을 파악하여, 데이터 분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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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리서치에서 벗어나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UX(Data Driven 

UX)의 등장을 통해 최근 UX 디자이너와 기획자에게 

데이터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초보 

UX 디자이너의 경우 데이터 수집의 양적 한계가 

있고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여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초보 UX 디자너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 UX 

프로세스(Data-Driven)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UX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문헌 연구, 관련 실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84 개의 인 비보 코드를 통해 

주제 분석을 진행하여 총 30 개의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10 개의 테마를 정의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UX 프로세스에 적용시키기 위해 

Jesse James Garrett 이 제시한 사용자 경험의 5 가지 

계층 모델을 활용하여 실무 전문가가 데이터 기반 

UX 를 활용하는 도구 별 계층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Visual Analytics, UX Design, Data-informed 

Design, Data-Driven Design, Field Expert 

Interview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서는 사용자의 니즈, 행태, 

행동양식을 발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민속 지학, 

참여 관찰 등의 연구 방법들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성중,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기반 UX 프로세스는 기존 연구방법들에 대한 

보완으로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거나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관찰하는데 모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의 출현으로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에 맞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선택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도구마다 다른 데이터 축적 

방식을 이해하고 사용자 행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없는 초보 UX 디자이너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사 데이터밖에 볼 수 없는 한계와 책이나 강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무에서 데이터 기반 UX 

프로세스를 진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데이터 기반 UX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초보 UX 디자이너를 위한 ‘비주얼 

애널리틱스 활용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체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UX(Data 

Driven UX)에 대해 조사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비주얼 애널리틱스에 대해 정의하였다. 또한 각 

애널리틱스 도구들이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더불어 실무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기반 

UX 프로세스 파악을 위해 실무 전문가 10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실무 사례와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프로세스 도출을 

위해 주제 분석 방법론(Thematic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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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프로세스 흐름을 

정리하고 데이터 분석 툴 활용 과정에서의 테마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비주얼 애널리틱스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2. 데이터 기반 UX(DATA-DRIVEN UX)의 

개념 및 현황 분석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확산, SNS 활성화 

등 데이터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이지선, 2013) 이에 맞춰 디자인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이터 기반 UX 가 대두되었다. 데이터 

기반 UX(Data-driven UX)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King, 2017) 데이터 기반 UX 진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도구가 활용된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비주얼 애널리틱스 분야도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UX 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비주얼 애널리틱스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2.1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의 정의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와 지 

식을 도출해내는 기법과 프로세스이다. 이를 위한 

모델 링 기법들, 그 기법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이재식, 

2020)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제품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PV(Page Views), 

UV(Unique Visitor), 사용자 흐름을 위한 URL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를 통해 보기 쉽게 정리한다.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란 도식적 형태 안에 

표현된 속성이나 변수를 가진 단위를 포함한 정보를 

이야기한다.(이지선, 2013)  

2.2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의 정의  

데이터 애널리틱스에도 데이터 시각화가 사용되지만, 

비주얼 애널리틱스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Kandarp 

Sharma 에 따르면,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 

n)는 사용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는 자동화된 

분석 기술과 상호작용 과정의 시각화를 결합한 

형태로 데이터 마이닝 기술, 통계 평가 등과 같은 

분석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보다 복잡한 추론 활동을 

수행하는 애널리틱스이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도구는 

페이지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툴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유형별로 사용자 상호작용이나 고객을 

분석할 수 없어 개인별 모델링에서는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페이지 내 사용자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시각화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페이지 

내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가 등장하게 

되었다.(이지현, 2018) 대표적으로 클릭, 스크롤 

데이터를 히트맵과 스트림 그래프로 시각화 한다. 

3. 데이터 기반 UX을 위한 서비스 분석 

3.1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 도구 분류 

웹페이지 내에서의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도구를 출시했다. 이중 대표적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 도구들을 [표 1]과 같이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2015 년 기준 69%의 점유율로 

Fortune 지 선정 500 대 기업의 분석 툴 1 위이다. 

(Mike Anderson, 2016) 따라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무료 데이터 애널리시스 도구로 판단하여 대표 

도구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 도구별 특징 

도구 명 특징 

구글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페이지 뷰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자 데이터를 5 가지 섹션 보고서 를 

통해 보여줌. 원하는 세그먼트 별로 모아서 

분석 할 수 있는 맞춤 보고서 기능 제공.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 

원하는 데이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 한 

분석 도구. 데이터 분석에 따른 솔루션  제공 

클릭뷰 (Qlik) 

외부 소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Qlik 

Data Market 기능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 분석이 가능함. 

엠플리튜드(Amplitude) 

이벤트 단위 추적에 최적화 되어 코호트 

생성이 쉽고 자유로움. 빠른 쿼리 속도가 

장점. 

3.2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개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홈, 맞춤 설정, 잠재고객, 획득, 

행동, 전환으로 총 6 가지 메뉴를 제공한다. 각 메뉴의 

기능은 다음 [표 2]와 같다. 데이터 관리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실시간 사용자, 

전체 사용자 흐름과 URL 별 유입률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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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글 애널리틱스 핵심 메뉴 

메뉴 명 메뉴 설명 

홈 (Home) 
웹 사이트에서 발생한 데이터중 주요 데이터를 

13 항목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메뉴 

맞춤 설정 

(Customization) 

대시보드, 맞춤 보고서, 저장된 보고서, 맞춤 알림 등 의 

기능을 통해 원하는 설정으로 맞춤 가능한 메뉴 

실시간 보고서 

(Real-Time) 

현재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시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메뉴 

잠재고객 보고서 

(Audience)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메뉴  (ex. 연령, 성별, 지역, 언어 등) 

획득 보고서 

(Acquisition)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의 접점 채널 혹은 

유입 경로를 보여줌. 

행동 보고서 

(Behavior) 

웹사이트 내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보 (Ex. 

조회 페이지, 행동 흐름 등) 

전환 보고서 

(Conversions) 

사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구매 또는 

특정한 이벤트 달성과 같이 목표에 관련된 전환 

데이터를 보여줌 

 

 

그림 1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 화면 

3.3 비주얼 애널리틱스 서비스 분류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는 보다 사용자 

행동 위주의 패턴을 사용자 관점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주얼 애널리틱스 분석 도구들을 [표 3]과 

같이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중 뷰저블은 타 

비주얼 애널리틱스 도구들의 핵심 기능인 히트맵, 

스트림 그래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브 히트맵 기능을 통해 반응형 

웹페이지 구동되는 형태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뷰저블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새롭게 프로세스를 제안함으로써 다른 비주얼 

애널리틱스 도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뷰저블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 비주얼 애널리틱스 서비스 도구별 특징 

도구 명 특징 

핫자(Hotjar) 

사용자의 행동데이터를 기록하고 히트맵 으로 

시각화 가능, 웹 페이지 내에서 설문 조사와 

피드백 수집 진행 가능 

마이크로 소프트 파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Micro Soft Power BI) 

마이크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를 통 해 

데이터를 모델링 및 시각화 함. AI 기 반의 

인사이트 추출 가능 

태블로(Tableau)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한 간편 시각화 지원. 

Excel, Google Analytics, Amazon Web 

Service, Salesforce 등 다양한 서비스의 

데이터를 쉽게 연동이 가능 

뷰저블(Beausable)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사용자가 제품에서 행동한 데이터를 히트맵, 

스트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 

3.4 뷰저블(beusable) 서비스 개요 

뷰저블은 국내 비주얼 애널리틱스 도구이다. 

뷰저블에서는 리포팅 히트맵, 애널리틱스, 컴페어링 

레퍼러, 세그멘팅 CTA, AB Testing, Funnels 까지 총 

6 가지 핵심 메뉴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에 대한 설명 

은 아래 [표 4]과 같다. 뷰저블을 통해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페이지 내 행동 패턴을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 내 사용자 분석 등이 가능하다. 

활용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표 4 뷰저블 핵심 메뉴 

메뉴 명 메뉴 설명 

리포팅 히트맵 

(Reporting Heatmap) 

웹페이지 내 사용자의 클릭, 스크롤, 무브데이터를 

히트맵으로 보여주며 사용흐름을 패스로 보여줌.  

애널리틱스(Analytics) 
페이지 방문과 사용자 흐름 데이터, 사용자 환경 

데이터를 정리하여 시각적 데이터로 보여줌 

컴페어링 레퍼러 

(Comparing Referrer) 

URL 별 사용자 행동 패턴을 히트맵으로 표현해 1:1 로 

비교하여 보여줌 

세그멘팅 CTA 

(Segmenting CTA) 

CTA(Call-To-Action)를 클릭한 사용자 정보와 

클릭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보를 역추적하여 리포팅 함.  

AB 테스트 

(AB Testing) 

페이지의 AB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주요 지표와 

히트맵을 비교할 수 있음  

퍼널(Funnels) 
전체,신규,재방문 사용자의 단계별 잔존 및 이탈 

현황을 퍼널 차트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2 뷰저블 서비스 화면 

4. 데이터 기반 사용자 경험 조사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 

4.1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진행 전문가 모집 

실무 사례 분석과 구글 애널리틱스, 뷰저블의 사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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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는 구글 애널리틱스, 뷰저블 중 한가지 

이상의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UX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무 기획자를 경력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총 10 명을 모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는 

뷰저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5 명도 

함께 포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5 인터뷰 대상자 목록 

No. 이름 GA 사용경험 
뷰저블 사용 

경험 
경력 

1 윤 OO O O 1 년 미만 

2 이 OO O X 

1 년 이상~3 년 미만 
3 김 OO O O 

4 정 OO O O 

3 년 이상~6 년 미만 
5 김 OO O O 

6 서 OO O O 

6 년 이상 

7 김 OO O O 

8 김 OO O O 

9 신 OO O O 

10 엄 OO O O 

4.2 인터뷰 계획 및 질문지 작성 

인터뷰는 화상 회의 서비스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1:1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약 

1 시간 30 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직무에 대한 기본 질문과 함께 실무 기획자의 데이터 

드리븐 UX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크게 

4 가지 분야 1)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진행 과정 질문, 2) 데이터 분석 UX 프로세스 

관련 질문, 3) 뷰저블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 4) 타 데이터 관련 질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뷰저블 서비스 

이해관계자 대상 데이터 분석 관련 질문도 추가하여 

아래 [표 6]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 6 인터뷰 질문지 일부 발췌 

분야 인터뷰 질문지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 한 

데이터 분석 진행 과 정 질문 

GA 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상위부터 순서대로 소개해주세요.  UX 개선 에 

해당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데이터 분석 UX 프로세스 

관련 질문  

현재 웹 사이트 UX 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뷰저블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진행 과정에 대 한 질문  

Beusable 을  활용했을때 가장 효과적이거나 

활용도가 높았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타 데이터 관련 질문 
자사 웹 분석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고, 

적당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 하시나요? 

뷰저블 서비스 이해 관계자 

대상 데이터 분석 관련 질문 

초기 Beusable 의 UX 디자이너, 기획자의 경우 

Beusable 을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나요? 

5. 분석 방법 및 결과 

5.1 주제 분석 방법론(Thematic analysis)에 대한 

이해 

도출된 인터뷰 내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주제 분석은 정성적 연구 데이터 내에서 테마의 

패턴을 파악, 분석, 보고하는 방법이다.(Braun,2008) 

주제 분석은 질적 면접을 기반으로 하며 공통적인 

테마들을 정의하는 분석 방법으로  방대한 인터뷰 

내용을 효과 적으로 요약하는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5.2 전문가 인터뷰 내용 주제 분석 진행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UX 프로세스 체계 

안내’ 목적에 맞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아래 

[표 7]와 같이 전사(Transcription), 인 비보 코드(in-

vivo-code) 도출, 카테고리(Category) 정리, 

테마(Theme) 정의 과정으로 주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의 일부는 다음 [표 8]과 같다. 이를 통해 

[표 9]과 같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7 주제 분석 진행 과정 

주제 분석 과정 

1.전사(Transcription) 

전사는 녹음된 인터뷰 대상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를 활용해 추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2.인 비보 코드(in-

vivo-code) 도출  

인터뷰 데이터 내 핵심 문구나 키워드에 주목해 문장을 

요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카테고리(Category) 

도출  

도출된 인 비보 코드를 묶어 비슷한 군집끼리 형성하여 

카테고리를 도출하였다.  

4.테마(Theme) 정의 
도출된 카테고리끼리 묶어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모델링하였다. 

 

표 8 주제분석 진행 예시 

인터뷰 답변 

( Transcription ) 

인 비보 코드(In-vivo 

codes) 
카테고리(Category) 

유료 광고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획득 메뉴로 

파악하고 사이트 결제와 

회원가입 완료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봅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성과 

파악 회원가입 율과 

결제 완료에 대한 

데이터 활용을 중요시 

함 

[GA-획득] 광고 집행 

성과 파악및 의사 

결정의 데이터 파악, 

장기간 행동 데이터 

파악 메뉴 

5.3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테마 정의 

84 개의 인비보코드를 통해 주제 분석을 진행하여 총 

30 개의 카테고리를 도출하고 10 개의 테마를 [표 

9]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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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제 분석을 통한 테마 정의 

No. 테마(Theme) 

1 서비스와 관련된 전체 개요 정보 확인 및 광고 성과 파악 목적의 구글 애

널리틱스 활용 

2 개별 페이지 사용자 활용 맥락과 요약된 정보 파악 목적의 뷰저블 활용  

3 서비스의 광고와 전반적인 개요 파악과 보고를 위한 근거로써 사용되는 

구글 애널리틱스 

4 구글 애널리틱스 기능의 온전한 이해와 활용의 어려움 

5 다른 업종이더라도 클릭율, 전환율 상승은 공통된 목표 

6 뷰저블 활용의 시작과 분석 결과의 어려움 

7 새로운 기획, 이벤트 런칭전 기존 서비스 파악과 런칭후 영향도 파악에 활

용되는 뷰저블 

8 서비스 페이지 전체 과정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툴 활용 

9 페이지 내 발생된 데이터는 비주얼 애널리틱스 툴  

10 전자상거래 업의 경우, 데이터 애널리틱스 툴의 확장된 기능 사용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짐 

 

5.4 데이터 기반 UX 계층 결과 

문헌조사와 인터뷰 분석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은 

사용자 경험 요소 모델과 유사하게 계층마다 다른 

분석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 경험 요소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요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와 범위, 전략 등도 함께 5 가지 계층을 통해 

사용자 경험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모델로 [그림 

3]과 같은 형태이다. (Jesse James Garrett, 2002) 

 

그림 3 Jesse James Garrett 의 사용자 경험 요소(The 

Elements of User Experience) 

해당 모델의 5 가지 계층이 추상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UX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주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카테고리와 테마를 해당 계층에 맞춰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기존 계층 구조를 

데이터 기반 UX 프로세스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변형한 5 가지 계층구조는 [표 10]과 같다. 

표 10 데이터 기반 UX 계층 구조 

기존 

5가지 

계층 구조 

데이터 기반 UX계층 구조 

Surface 
데이터 

시각화 

애널리틱스 도구에서 나타내는 데이터의 시각화 

방식을 의미한다. 

Skeleton 
사용 

메뉴화면 

애널리틱스 도구에서 활용하는 메뉴 화면을 

의미한다. 

Structure 
도구 활용 

지표 
메뉴 화면을 통해 관찰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Scope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기업 전략 달성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 지표를 의미한다. 

Strategy 기업 전략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5.5 분석 결과 

주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카테고리와 테마를 변형한 

데이터 기반 UX 계층 구조 형태에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당 결과물은 다음 장의 [그림 4]와 

같다.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은 데이터 기반 UX 진행 

시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마케팅 관련 지표와 

사용자 전체 타겟팅 관련 지표를 위주로 관찰하고 

있었고 뷰저블을 통해서 페이지 내 패턴과 클릭 관련 

이슈를 위주로 관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지표와 연관된 

사용메뉴들도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맞춰 파악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초보 UX 디자이너가 데이터 드리븐 UX 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 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애널리틱스 도구 사용 메뉴와 이에 관련된 수행 

지표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초보 UX 디자이너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원하는 지표에 맞추어 메뉴를 활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도구와 비주얼 애널리틱스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각각의 사용 계층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계층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실제 데이터 분석 

가이드라인 모델링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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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자가 경험하는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CTA 전환율(Call to Action Conversion Rate)을 

상승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서비스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사용자를 전환 사용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비스는 현재 

사용자인 헤비 유저나 라이트 유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에 집중하는 방법은 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용자인 잠재 사용자 중에서도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인접 사용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장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웹 분석 툴을 활용하여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적/기술적 
지식 없이도 클릭 외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비주얼 애널리틱스 툴(Visual Analytics 
Tool)을 활용하였다. 해당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퍼소나의 

레이아웃을 설계하였고,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의 
퍼소나 모델링을 진행한 후 두 퍼소나를 비교하여 인접 
사용자가 겪는 서비스의 장벽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통계적/기술적 지식 없이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인접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퍼소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Persona, Data-driven UX, Data-driven Persona, 

Adjacent user, Potential user, CTA, Conversion, 
Visual Analytics, User Segmentatio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대다수의 서비스는 상위 20%의 사용자가 80%의 
매출을 만드는 ‘파레토의 법칙(Pareto’s Law)’을 

따른다 [1]. 이에 따라 상위 20%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헤비 유저 (Heavy User)에 집중하여 UX 디자인 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1]. 그러나 효과적인 솔루션과 

유용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2], 헤비 
유저에만 집중해서는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사용자인 ‘인접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인접 
사용자가 경험하는 장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인접 퍼소나와 전환 퍼소나를 

비교하여 해당 장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접 사용자 

인접 사용자 이론(Adjacent User Theory)은 

인스타그램의 그로스(Growth) 팀의 헤드였던 뱅갈리 
카바(Bangaly Kaba)가 제시한 개념으로,  <그림 1>의 
왼쪽 부분처럼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거나 이탈한 사용자’를 인접 사용자라 한다 [3] .  
 
잠재 사용자(Potential User)는 서비스를 전혀 모르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접 사용자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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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접 사용자가 겪는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 

 

현재에 집중하는 헤비 유저(Heavy User)와 라이트 
유저(Light User)를 위한 UX 디자인의 연구에 비해서 
[4,5], 잠재/인접 사용자처럼 미래의 사용자를 위한 

UX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잠재 사용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 사용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장을 지연시키고 

제품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3]. 따라서 서비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잠재 사용자 
중에서도 특히 인접 사용자가 장벽을 넘어 새로운 신규 

사용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2 사용자 세분화 

사용자 세분화(User segmentation)는 공통된 
특성으로 사용자를 별개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6]. 세분화는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행동적, 

문화적, 심리적, 시기적 특성 등으로 나뉜다 [7]. 
대다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로 
세분화하지만, 이 데이터가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사용자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8].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필요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자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UX 

디자인 시 사용자의 정확한 범주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서비스를 사용할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8].  

 

2.3 퍼소나 

퍼소나(Persona)는 앨런 쿠퍼(Alan cooper)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9]. 퍼소나와 세분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퍼소나는 가능한 모든 
사용자 유형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분류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심리적, 인구 통계 및 행동 변수에 

따라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10].  

반면에 세분화는 인구통계학 정보를 중심으로 
제작하며, 구매 패턴과 구매 의사에 초점을 맞춘다 

[10]. 퍼소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만 포함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며, 
각 패턴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0]. 퍼소나의 

대표적 유형 3가지는 <표 1>과 같다 [11].  

 

표 1. 퍼소나의 유형 

프로토 

퍼소나 

기존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팀의 가정에만 기반하여 사용자를 분류 

정성적 
퍼소나 

중소 규모의 표본으로 정성적 연구를 
실행한 다음 비슷한 태도, 목표, 불만 사항 

및 기대치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분류 

통계적 
퍼소나 

정성적 리서치에서 나온 주요 주제를 
기반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통계 분석을 하여 유사한 사용자를 분류 

 

퍼소나의 목적에 따라 포함되는 정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림 2>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12], 포함될 수 있는 정보는 <표 2>와 같다 [13].  

 

표 2. 퍼소나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개인 식별 이름, 짧은 설명, 나이, 성별, 태그, 
인용, 사진 등 

역할/ 
과업 

회사/산업, 직업, (비)전형적 중요 
활동, 페인 포인트, 책임, 다른 

퍼소나/시스템/상품과의 인터랙션 

목표 장/단기 목표, 동기, 영감, 제품에 대해 

(비)언급된 욕구 등 

세그먼트 시장 크기 및 영향력, 국제적/접근성 

고려점, 도메인 관련 데모그래픽 등 

스킬/ 
지식 

일반적 컴퓨터/인터넷 사용, 제품 
지식과 사용빈도, 경험연차, 도메인 

지식, 특별기술, 경쟁자 인식 등 

컨텍스트/ 
환경 

장비, 업무 스타일, 구체적 사용 위치, 
집안일/레저 등 일반적 활동, 다른 

퍼소나와의 관계 

심리/ 

상세내용 

성격 요소, 가치관/태도, 

두려움/장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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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유명 디자인 전문회사 razorfish 의 퍼소나 예시 

정성적 퍼소나는 대규모 샘플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각 퍼소나가 대표하는 사용자의 인구 비율을 알 

수 없고,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을 과도하게 표현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11]. 이러한 정성적 
퍼소나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 퍼소나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정량적 데이터 

기반 퍼소나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4].  
  

표 3. 정량적 데이터 기반 퍼소나의 유형 

A 설문지를 포함한 통계 데이터 유형 

B 네트워크 기반 로그 분석 엔진을 이용하여 클릭, 
터치와 같은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유형 

C 카메라, 마이크와 같은 센싱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형 

 

주로 B 유형과 같은 웹 분석 툴을 통해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릭’ 데이터 위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5,16].  

이처럼 최근 연구들에서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만으로 
퍼소나 제작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통계적/기술적 사전 지식이 
없이 진행되기 어려우며, 정성적 연구 없이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11].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퍼소나를 제작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17,18]. 
그러나 이 역시 클릭 이외의 상세 행동들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UX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퍼소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는 혼합형 방식으로 제작하면서, 클릭 

이외의 추가적인 행동 데이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기술적 사전 지식 없이도 클릭 
외의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접 

퍼소나를 제작하고자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접 
퍼소나를 제작하므로, 전제조건으로 데이터가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나 뷰저블과 같은 플랫폼에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에는 비주얼 
애널리틱스 툴인 뷰저블 (Beusable)과 뷰저블 
애널리틱스 (Beusable Analytics) 이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뷰저블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뷰저블 애널리틱스는 페이지간의 전환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을 시각적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뷰저블은 한 페이지 내에서 탐색을 활발하게 하는 

FANs 사용자와 일반적 사용자 또는 CTA(Call to 
Action)를 누른 사용자 등을 클릭만으로 살펴볼 수 
으며, 클릭 외에도 호버(Hover), 움직임(Move), 

스크롤 깊이 (Scroll Depth), 패스 플롯(Path plot)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유저 세분화부터 퍼소나 비교 

분석 단계까지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사용자 세분화 단계로, 온라인 
데이터 분석 툴인 뷰저블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조합하여 사용자를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를 정의하였다.  
두 번째 퍼소나 모델링 단계에서는 정의한 유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퍼소나의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퍼소나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퍼소나 비교 분석 단계로, 모델링 된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의 퍼소나를 비교하여 인접 
퍼소나의 장벽을 파악하였고, 향후 디자인 방향성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3  퍼소나 레이아웃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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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1 단계 : 데이터 기반 사용자 세분화 

<표 2>를 참고하여 퍼소나 구성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뷰저블과 뷰저블 애널리틱스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퍼소나 모델링에 사용된 데이터 

개인식별 이름, 짧은 설명, 나이, 성별, 태그, 인용, 
사진 

역할/ 

과업 

회사, 직업, (비)전형적 중요 활동, 

페인포인트, 서비스와의 인터랙션 

목표 동기, 서비스에 대한 니즈 

세그먼트 전체 사용자 대비 비율 

스킬/ 
지식 

일반적 컴퓨터/인터넷 사용, 사용빈도, 
서비스/도메인 지식, 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해상도 등 

컨텍스트/ 
환경 

페이지 간 이동 경로, 시나리오, 유입 경로, 
유입 시각 

심리/상세 성격 요소. 태도, 장애물 

4.2 2 단계 : 퍼소나 모델링 

4.2.1.  퍼소나 레이아웃 설계 

통계적/기술적 사전지식 없이도 시각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19, 20, 21, 22].  

해당 레이아웃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적인 퍼소나처럼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시나리오, 행동, 페인 포인트, 니즈 그리고 관심 

요소 등을 통해 사용자의 특징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특징점은 정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1차적인 
가설로 작성하였고,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표 4>의 데이터 중 사용자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을 잘 보여주는 유입경로, 퍼널, 스크롤 뎁스, 
패스플롯 등의 시각화 데이터를 우측에 배치하였고, 

해당 데이터는 퍼소나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량 

데이터를 함께 배치하였다.  

그림 4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의 퍼소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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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퍼소나 모델링 진행 

<그림 3>에서 설정한 레이아웃 대로 뷰저블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접 사용자와 전환 사용자의 

퍼소나를 각각 완성하였고, 비교 분석하기 

용이하도록 <그림4>처럼 상하로 배치하였다. 

 

4.3 3 단계 : 퍼소나 비교 분석 

4.3.1. 퍼소나별 비교를 통한 차이점 인지 

<그림 4> 에서 상단에 있는 인접 사용자 

퍼소나(Adjacent User Persona)와 하단에 있는 

활성 사용자 퍼소나(Active User Persona)를 

비교하면 특히 가격과 관련된 정보 에서 행동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인접 사용자의 경우 ‘Pricing’ 페이지에서' 스크롤 

없이 ‘SaaS’와 ‘Enterprise’을 비교하며 살펴보다가 

‘Feature’로 이탈하였다. 반면에 전환 사용자는 

‘Pricing’ 페이지에서 다른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다가 Starter 요금제 선택 CTA 를 클릭하여 

전환하였다. 
 

4.3.2. 퍼소나별 차이점에 대한 해석 

전환 퍼소나의 경우 기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Pricing’ 페이지로 이동한 후, 요금제를 살펴보다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확신을 느끼고,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인접 퍼소나의 경우 홈에서 뷰저블의 기능을 살펴본 

후 SaaS 와 엔터프라이즈를 계속 누르다 이탈하는 

행동을 보면 가격 정보 중 해당 부분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퍼소나를 비교하여 인접 퍼소나가 느끼는 

서비스의 장벽은 뷰저블의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3.3. 해석 결과 활용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리서치 또는 디자인 

방향성을 설계 시 요금제(Pricing) 페이지에서 인접 

사용자가 겪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서비스의 

장벽을 낮추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사용자인 인접 사용자가 경험하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비주얼 애널리틱스 툴을 활용하여 인접 사용자의 
퍼소나를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일반적 퍼소나와 달리 미래 
사용자를 대표하는 인접 퍼소나를 정량적, 정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계적/기술적 지식 없는 실무자들도 클릭 외의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셋째, 퍼소나에 있는 데이터를 함께 해석하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퍼소나의 

유용성을 높였고, UX 의사 결정시 보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UX 워크샵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접 퍼소나 
모델링의 유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접 퍼소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서비스의 잠재고객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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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는 기억에 대한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고객이 형태 선호 현상을 이해하는 

체계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기억에 의한 정보처리 인지구조를 기반으로 

장기기억의 속성을 진화 심리적, 문화 현상적, 

주관적 차원으로 나눠 형태의 선호 결정 모델로 

정리하여 각 기억의 속성의 역할과 기억 간 

포함관계를 예상했다. 또한,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 

현상을 각 장기기억의 속성 내의 변인별로 나눠 

해석하였다.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기억에 대한 

이해를 디자인 현상과 연결하여 향후 디자인 시스템 

개발에 이론적 배경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주제어 

System design, Preference, Evolutionary 

Psychology, Memory System, Cognition Model, 

Anthropomorphism, Design semiotic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조직의 디자인 원칙과 원리를 비유 대상을 

설정하여 그 조직의 디자인 체계 자체에 성격과 

인상을 부여하는 사례는 Material Design 

System(google, 2014)을 시작으로 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Jad Limcaco(2020)의 정리와 

같이 조직의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20 년 

11 월 기준으로 103 개의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 사례들은 가시적인 시스템의 영역인 

UI Component-based system 과 사용자의 체험과 

디자인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UX principle-based 

system 이 조직의 디자인 시스템 개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나뉘어 나타나거나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박재현, 2019)  

하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구성과 그 안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디자인 시스템과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제조업 기반 중심으로 설계되는 디자인 

시스템은 이질적이다. 실제 물리적인 규모와 

tangible 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결과물의 UI 와 

UX 와 digital UI, UX 의 매체 특성이 다르며 

digital 과 physical product 사이 정체성 단절을 

일으킬 수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디자인 

시스템은 3rd party 에게 제공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physical product 의 디자인 시스템은 제외되고 

조직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Product Identity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공개되는 digital product 의 디자인 시스템에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원리가 설계되지 않는다면 정체성 

단절은 동일하게 야기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조직들은 범지구적 사용자 단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디자인 대상마다 무엇은 일관된 정체성과 

인상을 위해 유지해야 하고 무엇은 사용자 단위의 

특성에 따라 현지화해야 하는지 구별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했던 브랜드 

정체성 단절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상을 보다 보편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필요로 인해 인간이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하고, 이 기억이 다시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연구를 

하는 것이며 그 기반으로 형태 선호 결정 모델을 

만들었다.  

따라서 (1)사용자와 문화권에 따라 인지하는 

시지각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와 문화권의 특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지각 현상의 인지 과정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2)디자인이 제공되는 특정 플랫폼과 

미디어의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는 

근원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는 인상의 발생 원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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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과 범위 

형태에 대한 시각작용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작용에 대한 기존 이해를 탐색하여 목표로 하는 

각 현상의 원인 분석과 보편적-개별적 시지각 

현상의 특성 분석을 위해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 심리적 이해, 개별성 및 주관성을 설명하는 

학습 · 기억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두 

이해를 통합하여 각 변인에 의한 보편적-개별적인 

형태에 대한 선호 현상과 각 현상에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호를 읽고 감정을 전이(轉移)하는지 

해석했다. 

 

2. 서로 다른 기억의 속성을 기반한 심리현상의 

이론적 배경   

2.1 개인의 장기기억, 그리고 부호화(coding) 

 

그림 1. Stage Model of Memory(R.C.AtkinsonShiffrin, 
1968) 

R.C.AtkinsonShiffrin(1968)의 학습모델에 

따르면, 같은 정보도 개인마다 형성한 서로 다른 

장기기억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주의’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적으로 ‘지각’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결과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또한 정보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될 때 기존의 장기기억 형성 

상태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부호화(coding)’되어 

개인의 편향적 이해와 판단은 강화된다. 형태와 

선호 간의 연결이 개인의 개별적인 장기기억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고, 그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기억의 ‘부호화, 응고화’와 ‘망각’에 따라 

연결 역시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유전자 차원의 기억, 그리고 밈(meme)이론 

진화심리학적 관점(SinghDevendra, 1993)에서 

이성의 매력(선호의 정도)은 예상되는 ‘건강 상태, 

생장 과정’과 문화적인 코드로 읽히는 ‘부유함, 

친숙함’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일정한 기준과 

비례를 가진다. (N. EpleyA., 2007)에 의하면, 이 

현상이 짝짓기 대상에서 일상의 사물로 

전이(anthropologies)돼 형태에 대한 선호에서도 

적용된다. 나아가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를 유전되는 

형질 차원으로 설명하는 밈(meme) 이론을 통해 이 

공통된 선호와 반응이 사회적 상식과 상징으로 

확장되고 재생산을 반복하며(Dawkins, R. 2016) 
개별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정해진 형태의 선호 

결정 구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억의 보편적, 개별적 속성에 의한 형태의 

선호 결정 모델 

3.1 기억의 속성을 기준으로 한 통합적 관점 

시대에 따라 음식의 접근성과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문화에 따라 이상적인 이성의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해석(BonafiniB, 2011)을 

받아들인다면, 서로 다른 형태와 선호 간의 연결에 

대한 두 이론적 근거를 통합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지는 선호 결정은 개인의 장기기억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개인의 장기기억을 형성하는 경험 

속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호 결정 역시 부분적으로 

공유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그림 2. 기억에 따른 형태 선호 결정 모델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고유한 경험에 의한 개별적 

장기기억(m3)을 가지지만 시대와 문화에 의해 

타인과 공유된 경험에 의한 보편적 장기기억(m2)과 

진화 심리적으로 유전되는 기억(m1)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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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기기억을 구성하는 요소와 층(m1, m2, 

m3)이 개인의 주관성을 결정하는 영향(i1, i2, i3)을 

미치고 그렇게 다층적 층위의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주관성에 의해 형태를 선호할지, 선호하지 않을지 

결정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지만, 그 안에 공유된 기억(m1, 

m2)의 영향(i1, i2)으로 인해 자신의 기준 안에 

보편적 속성(o1, o2)을 일정 부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 기억의 속성 별 변인(variable)과 포함관계 

고찰한 서로 다른 심리 현상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장기기억의 속성별 기억의 

근원과 그에 따라 형태의 선호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다음과 같게 해석할 수 

있다. 

• m1 :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유전자의 기억. 

생존과 재생산 가능성을 중점으로 형태를 판단. 

• m2 : 시대와 문화로 나뉘는 사회적인 기억. 집단 

단위와 그 안에서 공유된 개념 및 사건에 의해 

형태를 판단. 

• m3 :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개인의 기억. 

자신만의 맥락(순서나 조합)과 사건을 경험하는 

개별적 빈도에 의해 형태를 판단.  

 

 

그림 3. 기억의 근원에 따른 기억의 포함관계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장기기억과 타인의 

장기기억 간 포함관계는 공통된 하나의 

부분집합(m1)을 가지고, 일부 타인과 공유되는 

교집합(m2)과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차집합(m3)으로 예상할 수 있다.  

3.3 기억의 속성으로 해석한 이성의 외모 선호 

기준 

이 포함관계와 각 속성별 변인으로 이성의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 기준을 나눠 분석하면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이 어떤 단위로 이뤄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대칭적 신체와 깨끗한 피부는 우수한 건강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기호(semiotics)이고 그래서 

생존과 재생산의 높은 가능성으로 인지되어 모두의 

공통적 선호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전반적 영양 상태, 요구되는 성역할이 

변해왔고 집단에 따라 신체 평균 비례가 다르므로 

‘건강에 위험이 되는 수준이 아닌’ 어깨-허리-

엉덩이 비율은 개인이 속한 집단과 노출된 

문화권마다 조정되는 선호 기준이 된다. 시각적인 

익숙함을 대상의 안전함으로 전이하여 처리하는 

사고 구조에 의해 신체 중 ‘성별에 따른 발달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자신과 닮은 외모를 선호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다른 만큼의 개별적인 얼굴 선호 기준을 

가진다. 

표 1. 기억의 속성에 따른 이성의 외모 선호 기준 

기억 속성 공유범위 이성 선호 기준 

m1 진화심리 인간 대칭성, 무결성 

m2 시대, 문화 집단 비례, 비율 

m3 개별 개인 유사성 

 

4. 기억에 따른 형태 선호 현상 해석 

4.1 진화적 차원의 유전된 기억(m1)에 의한 현상 

• 재생산 가능성의 영향 : 교배 대상에게 건강 

신호와 우월 신호를 찾던 기억이 사물로 전이돼 

정교한 만듦새와 균일한 표면에 대한 선호(건강 

신호),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높은 성능을 가져 보이는 형태를 선호(우월 

신호)하는 현상. 

• 생존 가능성의 영향 :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 혹은 도구를 찾고 활용하던 기억이 

기호가 되어 우호적으로 느껴지거나 이해하고 

명령하기 쉬운 작용을 선호(대상), 자신을 

보호하거나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기능을 

선호(도구)하는 현상. 

• 원형(archetype)적 영향 : 외각이 날카로운 형태, 

무게중심이 지지면 외부에 있는 형태, 자신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진 형태, 동물의 눈과 닮은 

형태와 같이 생존을 위해 빠르게 파악해야 했던 

위험 신호가 현대에도 주목을 만드는 형태의 

기준이 되고 반대의 특성을 가졌거나 해당 

특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를 선호하는 현상.  

4.2 시대적, 문화적 기억(m2)에 의한 현상 

• 공유된 사건 효과 : 집단 내 모두가 경험한 

사건에 의해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조정되는 

현상. (e.g. 흑사병 이후 생긴 쥐에 대한 혐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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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쓴 얼굴에 대한 의미 

변화와 헐렁하게 쓰인 마스크에 대한 불호.) 

• 공유된 개념 효과 : 집단 내 모두가 동의하는 

개념에 의해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조정되는 

현상. (e.g. 환경운동가 집단 내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형태에 대한 불호.) 

• 반복적 자극 효과 :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한 시각 자극(응고화)에 의해서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조정되는 현상. (e.g. 고성능 

게임용 PC 시장은 색상이 변하는 LED 효과, 

명도와 원색의 강렬한 대비, 장식적인 UI와 같은 

형태가 제품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높아짐. 이는 고성능 PC 게임 속 캐릭터의 

아이템이 성능이 높아질수록 다채로운 빛 효과와 

형태의 디테일 추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된 시각 자극이 집단 내에서 제품 

형태의 선호 기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가능.)  

4.3 개인의 개별적 기억(m3)에 의한 현상 

• 고유한 조합 효과 : 개인의 장기기억에 누적된 

기억의 조합이 고유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영향을 받는 현상. (e.g. 자신의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의 조합에 의해 다음 구매할 옷의 

형태 선호 기준에 영향을 미침.) 

• 고유한 순서 효과 : 개인의 장기기억에 기억이 

누적되는 순서가 고유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영향을 받는 현상. (e.g.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기 직전에 봤던 영화의 미장센이 

소품 형태 선호 기준에 영향을 미침.) 

• 사건의 개별적 빈도 효과 : 개인의 장기기억에 

남은 특정 사건의 개별적인 횟수와 강도, 주기 

등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의 기준이 영향을 받는 

현상. (e.g. 자신이 커피를 쏟아 본 빈도와 쏟아서 

생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무 공간의 텀블러를 

구매할 때 제품의 무게중심 위치와 비율에 대한 

선호 기준에 영향을 미침.)  

 

5. 향후 연구 방향 

5.1 고찰한 모델에 대한 한계 

(R.C.AtkinsonShiffrin, 1968)의 학습모델 속 

장기기억을 진화 심리적 차원의 이성 외모 선호 

조건 분석에서 적용된 문화에 의한 가변적 속성과 

생태 특성에 의한 고정적 속성(Jerome H. Barkow, 
1995)을 응용하여 확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인출’ 

단계에서 각 기억의 속성별 영향(i1, i2, i3)이 어떤 

과정과 순서로 작용하고 어떤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메타인지에 

의해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주의’와 ‘지각’단계에서 

역시 속성별 영향(o1, o2, o3)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문화권과 개인의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원인과 

방식을 설명하려면 ‘부호화’와 ‘응고화’단계에서 

단기기억이 장기기억 될 때의 체계를 탐구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있다. 

5.2 선호 현상에 대한 해석의 한계 

모델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각 현상을 

증명하지 않았다. [표 1.]에서 설명한 이성의 외모 

선호 기준처럼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은 하나의 

독립된 기준이 아닌 동시적이고 다층적인 복수의 

기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상마다 그 

기준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실제 디자인 대상에 

적용하여 선호 기준들을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세분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 조형 전략을 

개발할 때 유효한 디자인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기존 모델과 이해를 근거로 하여 digital 과 

physical 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형태 인지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확장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 선호 

현상을 고찰하였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태에 

대한 선호 결정이 개인마다, 시대와 문화권마다 

차이가 생기지만 동시에 보편적 특징을 가지는 

원인과 변인에 대한 예상과 형태 선호 현상으로 

정리한 결과는 여러 채널에 걸친 디자인을 운영해야 

하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정체성과 인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과 특정 사용자의 개별적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현지화 전략 적용 범위 기준 개발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Bonafini, B. A., & Pozzilli, P. Body weight 

and beauty: The changing face of the ideal 

female body weight. Obesity Reviews (2011), 

12(1), 62–65. doi.org/10.1111/j.1467-

789X.2010.00754.x 

2. Dawkins, R.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245-260. 

3. Desmet, P. M. A., & Pohlmeyer, A. E. 

Positive design: An introduction to design for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2013), 7(3), 5–19. 

4. Epley, N., Waytz, A., & Cacioppo, J. T. On 

Seeing Human: A Three-Factor Theory of 

Proceedings of HCIK 2021

- 4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Anthropomorphism. Psychological Review 

(2007), 114(4), 864–886. 

doi.org/10.1037/0033-295X.114.4.864 

5. Jerome H. Barkow, et al. The Adapted Mind :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EBSCOhost, 

search.ebscohost.com.libproxy.snu.ac.kr/logi

n.aspx?direct=true&db=e000xww&AN=2875

38&site=ehost-live.pp. 249-265. 

6. Singh, D. Adaptive Significance of Female 

Physical Attractiveness: Role of Waist-to-

Hip Rati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3), 65(2), 293–307. 

doi.org/10.1037/0022-3514.65.2.293 

7. R.C. Atkinson, & Shiffrin, R. M. Human 

memory: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 In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1968), pp. 90–119. 

8. Google. Material design guidline. 

https://material.io/ 

9. Jad Limcaco. Design Systems Gallery.  

https://designsystemsrepo.com/design-

systems/ 

10.박재현. 디자인 시스템 1편 – 디자인 

가이드/디자인 시스템은 왜 필요한가. Pxd 

story(2019). https://story.pxd.co.kr/1434 

 

Proceedings of HCIK 2021

- 49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https://material.io/


Netflix Redesign: Enhancing satisfaction for South Korean users 

in their 40s in terms of user experience 

Bekzod 

Akhmadjonov 

Industrial Design 

smart1995@unist. 

ac.kr   

Hyobin Kim 

Industrial Design 

khb232@unist.ac.kr   

Jihyeon Kim                                  

Industrial Design  

whale@unist.ac.kr 

Joonho Seo 

Industrial Design 

belldandy1@unist.a

c.kr 

Kezia Odelia 

Industrial Design 

kezia@unist.ac.kr 

Abstract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December 

2019, daily activities should be done while 

social distancing and outdoor activities have 

been replaced by indoor entertainment to kill 

time. As the pandemic continues, people have 

more indoor free time on their hands, and 

many have started turning into watching TV 

shows and movies. Netflix, one of the most 

popular streaming services right now, saw a 

massive surge in subscribers’ numbers. The 

service that has been popular among people 

aged 10s to 30s now has an increasing number 

of subscribers in their 40s. This study’s ultimate 

objective is to redesign Netflix to suit the needs 

and enhance its subscribers’ satisfaction in their 

40s. In this paper, a total of 10 South Korean 

participants in their 40s were studied to find 

out their needs and wishes regarding the ideal 

Netflix experience. The methods used are 

questionnaire, experience with tasks, 

retrospective interview, and online collage. 

Through the process, the 40s want to use 

Netflix for rest and healing. Some of them 

enjoyed it well, but most first-time users felt 

awkward while using it. So Netflix should be 

redesigned to appear more friendly to the 40s. 

Keyword 

user experience, usability, redesign 

 

1. Introduction 

Netflix, Inc. is an American technology and 

media services provider and production 

company founded in 1997 and headquartered 

in Los Gatos, California. It is a subscription-

based streaming service that allows its members 

to watch TV shows and movies without 

commercials on an internet-connected device, 

also known as an Over the Top service (OTT 

Service). Netflix entered South Korea in early 

2016 and has been growing since.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people subscribing to Netflix in South Korea 

has skyrocketed. Netflix usage in South Korea 

in 2020 was recorded to be 28.6%, which ha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ch is 11.9% (Theelec, 2020). As of 

March 2020, the subscribers of Netflix in South 

Korea have been recorded to be 2.72 million 

people (Korea Joongang daily, 2020). Like 

other countries, Netflix in South Korea is most 

popular among people in their 10s to 30s 

(Korea Joongang Daily, 2020), and its website 

and application were made to suit their needs. 

As a result, Netflix is less popular among the 

40s in South Korea. 

Data shows that South Koreans in their 40s 

rarely spend much money on entertainment 

because they prefer to spend it on their 

personal and family’s necessities. In their 40s, 

males prefer to spend their money on a car,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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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nance, while women in their 40s prefer to 

spend their money on shopping, children’s 

campus, and education expenses, and going to 

the mart (Maeil Economy, 2019). Although 

Netflix is less popular among the 40s, the 

number of subscribers from that age group has 

increas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Business Korea, 2020). It means that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subscribers whose 

needs are not met by Netflix.  

One of the reasons why Netflix may be less 

popular among the 40s is that it shows too 

much content. Netflix uses machine learning 

and algorithms to help break the viewer’s 

preconceived notions and find shows they 

might not have initially chosen (Wired, 2017). 

Netflix collects all data about what people 

watch before and at what time of the day. 

Netflix collects detailed data (thumbs up) and 

implicit or behavioral data (binge-watching 

record). These data are used to provide show 

recommendations to its users and broaden their 

choice of shows and movies. However, there 

are too many shows recommended by Netflix 

that results in disturbance to some users.  

Another reason is that many OTT competitors 

in South Korea offer a similar type of service. 

Competitors include Watcha, TVing, Wavve 

YouTube, Oksusu, U+ mobile TV, Naver TV, 

and so on. Each of them offers multiple plan 

types with similar prices and focuses on 

original programs or TV show broadcasting.  

This study answers research questions such as 

the kind of entertainment subscribed by the 

40s, their TV show or movie preference, their 

first impression on Netflix, usability problems, 

feelings, and wishes. They were studied to 

provide a redesign of Netflix that suits their 

needs and wishes better. This study focuses not 

only on improving their satisfaction but also on 

providing them with a fair and meaningful 

experience of using Netflix, especial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2. Contents 

2.1 Method 

2.1.1 Subjects 

A total of ten subjects, all in their 40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ee of them are 

familiar with Netflix and the remaining seven 

participants have no experience with Netflix. 

Most of the study was conducted online 

through voice and video call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Screen share and process were 

recorded.  

2.1.2 Materials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done in advance 

through Google Form which link was given to 

all 10 participants. This questionnaire aims to 

find out the 40s’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using streaming services. This questionnaire 

consists of 10 questions, with 5 main questions 

and the remaining 4 ‘why’ questions in 

response to the previous.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1. What kind of entertainment service do you 

subscribe to? Why? 

2. Which OTT service do you use now? Why? 

3. What device do you use to watch the OTT 

service? Why? 

4. What do you usually watch?  Why?  

5. When would you use the service to watch? 

 

 Tasks with 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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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doing the tasks with Netflix, 

participants were given a Netflix account to use 

and explore by themselves for a minimum of 30 

minutes. They have the freedom to use Netflix 

on their preferred device and may choose 

between using the browser or Netflix 

application. The tasks with Netflix were given 

to 8 participants for 15 minutes. This was done 

face-to-face with possible participants and 

through online calling and screen sharing with 

the remaining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think aloud while doing the tasks. The 

details of the given tasks are as follows. 

1. Log in and turn on the 2nd episode of the 2nd 

most popular show in South Korea: this task 

aims to test how the participants use Netflix 

and whether they have any difficulties. 

2. Find ‘Spiderman: Far from Home’ and 

watch the cookie video: this task aims to test 

how the participants would use the search 

function and how they would jump to the 

cookie video (using the time bar, the 10s 

forward feature, etc.). 

3. Find a movie and a TV program that you 

want to watch: this task aims to test how a 

participant would search for a movie or TV 

show (using the search bar, browse through 

home, using keywords, genres, etc.). 

4. Add the movie and TV program to your list: 

this task aims to test whether the participant is 

familiar with the ‘my list’ function and icon. 

5. Close and re-enter Netflix, then find the 

movie and TV show which were just added to 

your list: this task aims to test whether the 

participant is familiar with the ‘my list’ tab. 

After the participants had finished the given 

tasks, they were immediately interviewed 

regarding the tasks they just did.  

 

 Retrospective Interview 

This interview was done immediately after the 

previous step to all 8 participants. This 

interview aims to find out the details about 

what the participants feel and think after 

experiencing Netflix. In the interview, some 

important experiences were asked such as first 

impression, expectations, usability, missing 

parts, emotional effect, and so on.  

 Online Collage 

The online collage was done by 4 participants 

through Google Slides. There are 50 pictures in 

the Google Slide document and participants 

were given 20 minutes to create a collage at the 

end of the document that represents their 

dream or ideal Netflix experience in 2030. If 

the picture imagined by the participant is not 

there, the participants were allowed to describe 

it using words. Figure 1 (after the reference) 

shows some of the materials we used in the 

session. After they finished their collage, 

participants were asked to explain the meaning 

behind it. This online collage aims to find 

participants’ wishes and expectations about 

Netflix.         

2.1.3 Procedure 

The procedure of our user study is as follows. 

Online questionnaires and a Netflix account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beforehand. 

After having some experience with Netflix, they 

were asked to do some task for 15 minutes 

then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ir 

experience. Lastly, participants created an 

online collage for 20 minutes describing their 

dream of ideal Netflix experience i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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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sults 

 

 

 

 

 

 

Figure 2. Amount of using OTT     

 

 

 

 

 

 

Figure 3. Kind of used OTT service         

 

 

 

 

 

 

Figure 4. Type of using OTT now 

 

 

 

 

 

 

Figure 5. Usually watch        

 

 

 

 

 

 

 

Figure 6. Time with OTT         

 

 

 

 

 

 

Figure 7. Device with OTT 

 Questionnaire  

The graphs above represent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Result shows tha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have experience 

in using OTT services, used OTT service to 

watch movies, are not currently subscribing to 

any OTT services, usually watch movies 

compared to other type of shows, use OTT 

anytime when they are resting, and use their 

phone to watch instead of laptop.  

 Experience with tasks 

Two out of three participants who are 

experienced in using Netflix did not encounter 

any problems in doing the given tasks, while 

one participant had difficulty finding the ‘my 

list’ button.  

The five participants, who had no experience 

using Netflix, were confused to press which 

function to perform the task. Som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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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re confused from the start. They spent a 

lot of time to find 'top 2' content because ‘top 

10’ is located too low in the home of Netflix. 

They also felt uncomfortable with ‘my list’ 

functions. One of them said “too small”, the 

other said “While playing an episode about one 

contents, it couldn’t be added in ‘my list’.” 

The three participants who have used Netflix 

before are familiar with the service and did not 

find anything disturbing or unnecessary in 

terms of features and contents. All three 

participants ranked Netflix 4 out of 5 and liked 

how it is easy to use, has a wide range of 

choices, and allows quick access to recently 

released movies and TV shows. Participants 

appreciate the easily accessed episode 

information and how easy it is to simply 

double-click to start playing the show.  

Participants usually decide what to watch 

based on their interest, current condition, 

feeling, and trend. All three participants wished 

Netflix to have more contents and 

automatically skip the opening of a movie or 

TV show. Overall, participants feel positive 

about Netflix. To them, Netflix means rest and 

healing after a tiring day.  

Out of 5 inexperienced participants, participant 

1 is not at all interested in using Netflix or such 

services. They found Netflix is difficult to use 

for the first time and did not find anything 

unnecessary or missing in terms of contents or 

feature. The participant gave a low score for 

Netflix and has no intention in subscribing 

because he is not interested and busy with 

work.  

The remaining four participants felt the visual 

is too complicated because there are too many 

shows displayed at once. The complex display 

made them feel uncomfortable, distracted, and 

stressed. They also disliked that the too-diverse 

choices increase the time they need to choose 

what to watch.  

Participant 2 scored Netflix 4 out 5. She felt the 

‘my list’ function is too small and wished it 

would be more visible and can be accessed 

through the screen while watching. She 

appreciates the recent releases and top 10 

feature Netflix offers but wished it would be 

displayed on top to further ease the process of 

choosing what to watch. She also wished that 

Netflix would recommend her movies and 

shows based on her taste and list. Overall, she 

was satisfied and felt that using Netflix became 

easier once getting used to. To her, Netflix 

means recreation after work and family time.  

Participant 3 prefers Korean programs and was 

very disappointed with the fact that Netflix 

does not offer popular Korean contents. She 

felt there are too many contents displayed that 

are not in her interest. She wished Netflix 

would offer more Korean contents and update 

them frequently. Overall, she had a bad 

experience with Netflix and scored the service 

2.5 out of 5. Netflix affected her emotions 

negatively and she would not want to log into 

Netflix again within a week.  

Participant 4 felt that although the contents 

displayed are too much, Netflix is easy to use 

due to the search feature that enables users to 

search using keywords. The participant 

expected Netflix to have categories (Korean 

shows, American shows, etc.) as soon as they 

log in instead of everything displayed at once 

on home. They prefer old movies and TV 

shows that were released in thei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years. This participant 

would watch Netflix in their free time as a 

relaxation but scored Netflix a 4 out of 5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old movies and TV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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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5 prefers using Netflix on phone 

through the mobile application. They expected 

Netflix to have its own schedule like TV, but 

was surprised to learn that Netflix has a lot of 

content with visually appealing thumbnails. 

Although she likes that Netflix has a wide 

range of choices, she found it hard to choose 

what to watch because there is too much 

content. They decided what to watch based on 

the preview, and expected the preview on 

Netflix mobile app to play without having to 

be clicked. The large play button distracted the 

participant from finding which specific episode 

to play. They felt Netflix is complicated to use 

compared to its competitor, YouTube, which 

displays videos in lists with some detailed 

information. Because of this inconvenience, 

they scored Netflix 4 out of 5. Because Netflix 

mainly offers lengthy contents, the participants 

would use Netflix only in their free time or if 

they really have nothing to do.   

 Online collage making 

 

 

 

 

 

Figure 8. online collage 1        

 

 

 

 

 

 

Figure 9. online collage 2      

 

 

 

 

 

 

 

Figure10. online collage 3   

 

 

 

 

Figure 11. online collage 4 

 

The keywords resulting from the online collage 

session are comfort, rest, positive, enjoy, and 

happiness. The majority of our participants 

want to enjoy Netflix when they have free time 

or enjoy their time with family by laughing and 

making the time meaningful. They also said 

Netflix is easy to find and concentrate on the 

contents. But there was one person who had 

some negative opinion. She used the image 

which contains a woman who looks keenly and 

said she knows Netflix has a lot of content but 

doesn't have some particular popular content in 

Korea. And that happening is real. 

Participant 1 (Fig. 8) chose three pictures out of 

fifty. She said that she likes SF, so she chose the 

robot image to express comfort. She chose a 

picture of a frog sheltering from the rain to 

express rest, and the road photograph was 

chosen to express how the journey to find 

interesting movies is easy, like walking 

straightway. 

Participant 2 (Fig. 9) looks keenly at Netflix 

like the woman in the middle image. Netflix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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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cy like the right-downside picture, but in 

fact, there are no contents actually like the 

right-upside picture. The system is crude and 

difficult like the left-upside picture, so it was 

hard to find what she wanted to see. So, 

Netflix is like the unknown world and she felt 

she walked alone like the left downside picture. 

Participant 3 (Fig. 10) wishes to be able to dive 

into movies and enjoy what he wants to watch 

when he wants to. He said, “It makes me 

positive, happy.” 

Participant 4 (Fig. 11) said, “I watch it when I 

have free time, want to take a rest, laugh, 

enjoy, be with family. Alternative of theater in 

these days, I want to enjoy happily with people 

who I like, at a free time” 

2.3 Discus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watching habits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their movie and TV 

shows preference, first impression of Netflix, 

feelings, and wishes to provide a redesign of 

Netflix to better suit their needs and provide 

them with a meaningful Netflix experience. 

Generally,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 

with Netflix felt it is easy to use and did not 

find much problem with Netflix. In contrast, 

first time users had some unmet expectations 

and usability problems.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have experience in using OTT services, they 

have never used Netflix.  

This study showed that all inexperienced 

participants are uncomfortable and distracted 

by the complicated visual. While a wide range 

of choices is appreciated by most participants, 

they still find it distracting if displayed all at 

once in home. They wish Netflix to have a 

neat, simple display and dislike how too many 

contents displayed currently increase the time 

they need in choosing which program to watch. 

Therefore, redesigning Netflix to have a new 

clean and simple home layout would be 

reasonabl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ents offered do 

influence user’s decision to use Netflix 

regularly. Participants tend to prefer Korean 

shows compared to foreign shows. Some 

participants prefer new releases, while some 

prefer old Korean programs. Participants who 

prefer new Korean programs appreciated the 

top 10 features but wished it was located on 

the top of Netflix home for easier access. 

Therefore, adding more Korean programs and 

letting the user browse movies based on a 

certain time period would be a solution.  

The online collage session also showed 

keywords such as comfort, rest, positive, enjoy, 

and happiness.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are busy with work and daily life 

and would only use Netflix in their free time. 

They wish Netflix to be a comfortable platform 

for them to destress, rest, heal, relax, and enjoy 

quality time with family after a long, tiring 

week of work. Therefore, adding a feature that 

enhances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devices 

might be a reasonable solution.  

 

3. Conclusion  

By contrast, after completing our interview 

with eight participants, five of them were first-

time users and other three had experience with 

using Netflix. Overall ranking of the Netflix 

scored by users was 4 out of 5, it means the 

service has some points that have to be 

improved.    

Netflix, similar with other apps, troubles users 

when they use it for the first time without any 

experiences. Even so, the users do not see any 

unsuitable content or feature in the app. Our 

research showed that this app is more 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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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ople who have enough free time to take a 

rest by watching their favorite choices.  

Most of our users think Netflix has a 

complicated visual due to too many irrelevant 

posters displayed in the homepage. Also, most 

movies disappear after some time, it means the 

user will not be able to watch older movies. 

Despite all these problems, most users still wish 

to enjoy using Netflix as a relaxing tool with 

family members in their free time after hard 

work. 

Based on our study, we propose a redesign of 

Netflix as follows. First, we suggest the posters 

to have a more rounded corner to give a more 

friendly feeling to the users. Second, we suggest 

the homepage of Netflix to be visually simple 

and neat by only displaying relevant 

personalized content according to the user’s 

favorite genre choice. Third, we intend to use 

lighter colors for the overall visual instead of a 

black background, but still giving users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own preference 

through the dark or light display theme. 

Fourth, we suggest changing the “search” tab 

into “explore” which recommends programs 

that match users’ current emotion using a new 

recommendation algorithm. Lastly, we suggest 

redesigning the “my list” function to be 

accessible through the playback screen and add 

a subtitle size function to better address the 

needs of our target user.  

This study is not perfect and has its limitations. 

For instance, the number of our participants 

are too small for us to provide accurate data 

statistically. Some of our participants 

progressed without meeting due to the 

pandemic, so we could not observe every detail 

of the performed task, especially participants’ 

facial expression, feelings, or emotion. Even 

though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us to suggest design changes, a larger 

number of participants and face-to-face 

meetings are needed for the study to be 

develop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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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505&vw_cd=MT_ZTITLE&list_id=113_11301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Figure 1. Materials for online collag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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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stereotypes of voice studied in the past are 

applied to the nowadays’ media devices in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by Reeves et al. [1], people 

commonly perceived male voices as more 

intelligent than female voices. However, the 

opposite results were revealed in the 

emotional situations. We executed two (gender 

types : woman vs.  man) within-participants 

experiment designs (Ν=24). Unlike the 

previous studies, participants evaluated female 

voices as not only more emotional but also as 

more intelligent than the male voic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are discussed. 

Keyword 

UX, HCI, Voice, Gender Stereotype 

1. Introduction 

If you listen to the radio program or 

automotive navigation, you will notice the 

common usage of female voices. Previous 

works showed that people perceived female 

voices as more emotional and passive than 

male voices[1]. Therefore, it is known as 

female voices are more appropriate to be used 

in fields of the service work.  

However, with the rise of women’s social 

status[2], the view point of gender has been 

changed recently. Society and Corporations 

attempt to reflect this trend. For example, 

Samsung and Apple starts to make people to 

choose the options of the voice of the gender 

when using the devices.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in HCI investigating the voice 

of gender in media should also be changed as 

well, not just giving the users diversity options. 

It is needed to verify the social context of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female voice’ and ‘male voice’ inserted in 

the media device still elicits gender 

stereotyped responses. 

2. Related Works 

2.1 Voice in HCI 

Reeves et al. suggests the media equation 

theory that “Media equals real life.” According 

to this theory [1], people applied the same 

gender stereotype of the media devices, even 

itself is a nonsexual  devices. Previous studies 

showed same result that there is exists 

stereotype of gender [2, 3, 4, 5]. Male voices 

are perceived as more intelligent, dominant, 

and trustworthy than female voices. On the 

contrary, female voices are perceived as more 

emotional and passive than male voices. 

These results are even dramatically shown in 

the situations when media provides 

information, either professional information or 

non-professional, emotional information [1]. 

2.2 Social Context Today  

According to data presented by Statistics 

Korea, woman became more powerful in 

economic activity, than past 20 years [7]. The 

proportion of women in professional fields, 

such as law, finance, and politics is increasing. 

These movements lead changes to the 

previously male-dominated areas. Therefore, 

the perception of women is not the same as 

before.  

Also, media devices are closely connected to 

our lives and have become indispensable. 

Users solve essential parts of life, such as 

social activities, food, clothing and shelter, by 

using media devices. Although media devi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media 

device accompanying women’s issue is lack 

[8].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in HCI 

regarding voices, there are limited studies 

reflecting today’s changed gender stere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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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nalyses led to the following 

hypothesis:  

H1. Users will perceive female voice 

differently with male voice in emotional 

situation.  

H2. Users will perceive female voice 

differently with male voice in intellectual 

situation.  

3. Study Desig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gender of the 

voice secretary affects the perception of 

users, this study used two (women voice vs.  

man voice) within-participants experiments.  

3.1 Participants 

Twenty-four undergraduate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male : 12, female : 12).  

3.2 Materials 

     

Figure 1  Video with voice and subtitle 

Independent variables were well manipulated, 

and two gender types of voices (Female and 

male) were provided. The feminine voice has 

the high tone and high pitch. On the contrary, 

the male voice has the lower tone and lower 

pitch. We used the iPhone’s Siri abbreviation 

feature because it is the easiest way to 

contact the voice AI secretary. Both voices 

provided the same information; weather 

forecast information and traffic information. 

For example, for emotional information, 

weather forecast/traffic information and user-

friendly information are provided. Also, for 

intellectual information, only a weather 

forecast and traffic information are provided.  

3.3 Procedure 

Four videos, each within 20 seconds, were 

provided. After the participants see a video, a 

questionnaire regarding each stimulus was 

administered. Voice and subtitles are provided 

simultaneously to obtain more accurate data. 

3.4 Measures 

To measure subject’s assessments of media 

devices, each item was drawn from Benedict 

Crites et al.’s research [9]. The items consist 

of 14 adjectives, on a 7-point scale. The 

emotional evaluation scale for media devices 

(Cronbach’s α= .91) consists of 8 items. The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media 

devices (Cronbach’s α= .87) consists of 6 

items. 

4. Result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gender 

stereotypes on intelligence and emotions. All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aired t-tes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der on user’s perception toward voices.  

As predicted by H1, participants evaluated the 

female voice (M=5.40 SD=0.94) more 

emotional than the male voice (M=5.10 

SD=0.99, t(24)= 1.261, p < 0.1).  

As predicted by H2, participants evaluated the 

female voice (M=5.00 SD=1.10) more 

intelligent than the male voice (M=4.52 

SD=1.10, t(24)=1.499, p < 0.05). 

5. Conclusion 

This study proves in part that modern users 

do not apply the same gender stereotypes of 

past. People evaluated female voices as not 

only more emotional but also more intelligent 

than male voices. This study suggests a new 

perspective when discussing the gender of 

voice and user preference applied to digital 

device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se 

results are due to familiarization with the 

existing female voice of changes in 

stereotypes or not. Additional study is needed 

by changing the age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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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즘 COVID19 로 인해서 일상 생활에 활동적 
제약이 커지고 집안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제스처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침실의 
등(bedroom table lighting) 하나만으로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하면서 도울 수 
있는 감성기반 스마트 라이팅 제품을 이노베이션 
방법론을 통해 디자인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생활 
속에서 사용자들의 빛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감성적으로 따듯하게 느끼는 빛의 온도를 
추출하였다. 또한 제스처 인터랙션에 적용이 
알맞은 유연한 곡선 외관형태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사용자 기반의 연구 프로세스는 

제품의 이노베이션 포인트를 견인하는 과정적 

요소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스마트 감성 프로덕트, 제스처 인터랙션, 제품 UX 

 

1. 서 론 

WHO 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치료를 받지 못한 우울증 환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5%에 
이르지만(WHO, 2020) 정부나 환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연구의 배경으로 언택트 
시대의 개인의 일상에서의 치유와 감성공유를 
도와주는 스마트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디자인 가설은 ‘일련의 
인터랙션은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행동이나 동작(gesture)등 과 결합된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증의 증세가 없는 일반인도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소통을 해 주는 

조명 제품을 설계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배경연구  

2.1 우울증에 대한 인식 및 케어 

우울증이라는 심리적인 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질환으로 확신하지 않는 병식의 결여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창영 외 4, 2009) 

우울증 이론은 그 치료전략으로 낙관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박영남, 2005) 
나아가서 절망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고 한다  

2.2 빛의 종류와 감성 

제품에 어느정도 밝기의 조도와 빛의 색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사용자 설문조사에서 나온 
‘아침의 햇빛’과 유사한 빛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와 더불어 조명기구들을 실험하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침과 낮사이의 온도인 

4000k~5000k 의 빛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끼는 빛과 유사하다는 것을 찾아냈다. 다음의 

그림 2와 3은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림 1 색온도에 따른 불빛  

(그림출처:https://www.shutterstock.com/ko/blog/kelvin-

scale-breakdown-color-temperature/) 

 

그림 2빛의 색상과 사용자 감성 분석 

(그림출처:https://www.shutterstock.com/ko/blog/color-

temperature-3-point-lighting-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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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베이션을 위한  사용자 경험연구  

3.1 제품 디자인 아이데이션 

본 연구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방법론과 제품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기반 
제품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디자인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아이데이션은 이노베이션 방법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에드워드 드 보노의 ‘6HAT’ 방법론(De 
Bono, 199)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디자인제품이 
사용자의 감성적 소통과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 충실하여 기반하고자 

제품의 포지셔닝을 Red Hat (emotions /feelings) 
그 다음이 제스처에 반응하는 컬러가 AI 기술과 
결합한 인터랙션이 필요하기에 White Hat 과 Blue 

Hat을 결합한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에드워드 드 보노의 6HAT에 기반한 분석 

 

3.2 사용자 인터뷰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선호하는 빛을 추출하기위해 
일출 시, 오전, 정오, 오후, 해질녘 등 햇빛을 총 
5가지로 나누어 그 중 제일 기분 좋은 햇빛을 어떤 

것인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질문은 
첫번째로 어느 시간대의 빛이 좋은 지 그리고,  
두번째로 어떤 순간에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등 두가지였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1 햇빛의 감성적 선호도 

선호도가 많은 시간대 기분이 좋아지는 햇빛종류 

- 10시쯤 산책을 나갔을 

때의 햇빛 

- 아침 식사 후 거실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새해 첫날 보는 햇빛 

-반투명 창을 통해 비치는 

햇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 

-고개를 들어 올려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약간 

눈부신 햇빛 

 

인터뷰 결과 공통된 답변으로 하루 중에서는 

아침의 햇빛을 기분 좋게 느끼며 햇빛이 자신에게 

비춰질 때 기분이 좋고 따뜻함을 느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빛의 조도와 관련된 
인터랙션 요소들을 충족해 줄 기술적 근거들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3.3 페르소나 

앞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 이노베이션 디자인 
과정으로 페르소나를 개발했다. ‘30 살에 미혼의 
여성으로 밖으로 보이기에는 낙천적이지만 은근 

걱정이 많고 감성적인 사람이다. 직업 특성상 
고질적으로 안구건조증과 어깨, 허리 결림이 
있다.’고 설정하였다. 직장인으로 바쁜 주중을 
보내고 주말에는 집안일과 독서를 하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 페르소나는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더욱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집안에서 작은 소통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다. 

3.4 사용자 져니맵  

다음은 사용자 져니맵(User Journey Map) 이다. 
스마트감성 프러덕트를 통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공간인 집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순간을 찾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경험을 하는지 

정리하였다 

 

 

그림 4 사용자 져니맵 

. 

3.5 디자인 인사이트 

사람들은 보통 위로를 할 때 등을 두드려 준다. 
또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만지거나 
잡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행동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을 

조사하였고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를 쓰다듬을 때 
또는 위로를 할 때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행동들이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손동작들을 적용한 제스처 기반 인터랙션을 
조명기구에 빛 과 연동하여 기능을 추가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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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감성 프러덕트 디자인 

4.1 스마트 감성 프러덕트 디자인 

외관은 둥근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스처 인터랙션 
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조명 효과가 다르게 
설정되어 사용자의 제스처를 다양하게 유도하였다. 

윗부분인 볼 라이트는 직접 잡으면서 온도를 느낄 
수 있다. 아랫부분인 바디 라이트 부분은 조명을 
사용하는 동시에 시각적 만족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손으로 잡는 부분인 볼 라이트는 OLED 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장시간 사용하여도 과열되지 않게 
하였다. 바디부분은 LED Display 가 내장되어 

있어 기체처럼 부드럽게 빛을 낸다.  

 

그림 3 외관 디자인 및 사이즈 

 

4.2 제품구조 

 

그림 4 제품구조 

인터랙션 시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제스처 
센서를 조명의 윗부분에 설치하였다. 또한 제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조명의 열이 적게 

발생하도록 OLED 를 사용하였다. 바디부분의 
조명에서 빛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내부에 LED 
display 를 설치하여 빛의 스펙트럼과 일렁이는 

이미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무선제품으로 제품을 
충전하면 사용자의 침실과 거실 어디든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용자 시나리오 개발 

5.1 사용자 시나리오 1 

사용자가 손의 제스처를 통해 탭 및 음성으로 
전원(켜기/끄기)을 제어할 수 있다. 첫번째 상황은 
제품을 한 번 탭을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5제스쳐 기반 인터랙션 시나리오 1-1 

 

두번째 상황은 제품을 두번 탭을 하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그림 9) 첫번째 상황은 조명의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두번째 상황은 토닥이는 제스처를 

통해 기분이 좋아 질 수 있다.  

 

 

그림 6제스쳐 기반 인터랙션 시나리오 1-2 

 

5.2 시나리오 2 

볼 라이트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할 수 있고 

바디 라이트를 바라보며 감성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볼 라이트를 잡고 인사를 하면 조명이 
켜진다. 그 후 따뜻한 조명 빛을 느끼며 라이트를 
쓰다듬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며 말을 남길 수 

있다. 앞서 한 행동과 말을 통해 바디 라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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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시간이 지날 수 록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바라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다. 

 

그림 7제스쳐 기반 인터랙션 시나리오 2 

 

5.3 어플리케이션 

제품의 어플을 통해 집 외부에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으며 또한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집에 
귀가 시 반겨주는 스마트 라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8 어플리케이션으로 조명 작동법 

 

6. 결론 

스마트 라이트의 기능적 관점 외에 감성적 용도를 
발굴하여 새로운 사용성을 제안하는 본 제품은 
현대사회에 단독가구들이 가진 잠재적 소외와 

COVID-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흥미와 위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연구 방법론을 통해 제품 
혁신을 진행하였다. 기술적 실험과 연구와 더불어 

사용자의 제스처, 빛의 감성선호도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들을 융합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감성 
라이팅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잠을 자거나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제품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물리적, 감성적으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줄이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스처 인터랙션과 같은 스마트 기술들이 

사용자가 직접 인터랙션을 위해 움직이고 말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감과 무력감을 
줄이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감성적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빛을 사용하지만 단순히 라이팅 

이라기 보다는 스마트 프로덕트로 볼 수 있다. 
스마트한 기술은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또 다른 차원의 사용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 
향후 홈 헬스케어로도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이에 

본 연구의 제품 이노베이션 디자인 방법론 개발과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에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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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품이 발전하고 상호작용을 갖게 됨에 따라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제품기능을 극대화하고 

감정적인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디자인 

요소로써 물리적 움직임은 제품과 사용자간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감정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흥미로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디자인 요소로 

움직임을 정의하고 감정적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제품에 도입되어 제품 

가치증진을 꾀한 물리적 운동의 경향을 살피고 

움직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키네틱(Kinetic)과 

키네식스(Kinesics)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온 움직임 

관련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움직임을 구성하는 

형식적 요소를 이해한다. 이러한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제품 움직임 디자인에 고려해야할 움직임의 

요소 중심으로 분해 및 표기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의 동적요소가 사용자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물체의 움직임에 자신을 투영하여 감정이입 하게 

되는 특성에 대해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용자로 하여금 동적요소를 가진 물체에 감정을 

느끼게 되는 세부 요소를 분석하고 움직임을 

디자인할 때 단순 실용적인 면을 넘어 감정적이고 

미적인 면까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물리적 움직임, 움직임 디자인, 디자인 방법, 감정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물이 고도화됨에 따라 외형디자인 위주이던 

제품디자인의 중심이 내형과의 균형과 연결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사용자가 

제품 외형으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행동적 경험은 

축소되고 사용자 경험에는 인지가 주를 이루고 

(Campenhout et al, 2013) 제품의 물질적 특성은 

차별화 요소가 되기 어려워졌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화면이나 소리와 같은 부수적 요인을 추가하여 

사용자경험을 풍부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를 

통해 경험하는 객체나 그들의 움직임은 가상에 

불과하거나 인간의 여러 감각 중 시각이나 청각의 한 

가지 감각만을 자극하며 사용자와 평면적 접점을 

갖게 되는 2 차원의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제품에 동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가치 증진을 꾀한 사례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디자인의 요소나 인터랙션의 매개로써 사물의 

물리적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롤러블 TV 의 롤링 및 상하 운동은 제품을 

차별화하고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여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예이다. 로봇청소기의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움직임은 사용자의 일을 최소화하고 

배려하여 편리함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연상시키는 

정서적 경험을 주기도 한다. 

 

[그림 1] 전자제품에 시도되는 움직임의 도입 

새로운 전자제품 영역인 로봇의 등장 역시 물리적 

움직임은 다른 인터랙션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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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표 1]왼쪽의 로봇강아지 Abio 와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로봇 OuterSpace 는 외형적으로 

생명체의 움직임을 표방함으로 사용자에게 움직임을 

가진 물체는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인터랙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또 다른 

예시인 [표 1]오른쪽의 실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 Lumen 과 

PICO 는 촉각과 운동감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 움직임과 인터랙션 

움직임은 이와 같이 제품과 사용자간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제품의 요소로 움직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의 요소로써 물리적 움직임을 

정의하고 감정적 가치와의 관계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2. 움직임 기반 연구 

2.1 움직임의 특성 

움직임의 구성요소 연구는 키네틱(Kinetic)과 

키네식스(Kinesics)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두 

분야의 연구는 디자인 영역은 물론 신체 동작을 

이용하여 의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무용이나 연극,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행동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 진다.  

키네틱(Kinetic)은 ‘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일컬으며 일찍이 디자인 요소로 주목되어 왔다. 이는 

감각과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가 본능적으로 

[그림 2] 왼쪽과 같은 모빌의 움직임을 종일 감상하며 

자극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에 반응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Moholy-

Nagy(1947)는 그의 저서 Vision in Motion 에서 

키네틱 아트의 움직임을 형식적으로 세분화하여 

디자인 요소로 강조하고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움직임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한 키네틱 아트를 

제작했다. 물리적 움직임은 직접적이고 실체적으로 

사용자의 시각, 촉각, 청각, 운동감각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인식과 자극을 주어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돕는다. 

 

[그림 2] 신생아 모빌(좌), László Moholy-Nagy 의 키네틱 아트(우) 

키네식스는 Birdwhistell(1952)가 도입한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써 몸짓이나 손짓 등 

비언어적인 신체동작에 관한 연구’이며 의사소통에서 

키네식스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65%에 

달한다. 인간은 타인 또는 다른 물체의 동작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다. 생명체의 동작을 

모방하는 물체는 사용자에게 살아있다는 특성을 

인지시키고 사용자의 깊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도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림 3] 좌측인 

토끼 귀의 움직임을 모방하며 전자기기와 연동된 

알람을 주어 사용자의 흥미와 주의를 끄는 프랑스의 

Nabaztag, [그림 3] 우측인 생명체의 걷는 동작을 

모방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관람자의 

감정반응을 이끌어내는 Theo Jansen 의 

Strandbeest 가 그의 예시가 된다. 

 

[그림 3] Nabaztag(좌) Theo Jansen 의 Strandbeest(우) 

2.2 움직임의 구성요소 

움직임은 몇 가지 형식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Young, Pezzutti, Sharp(2005)는 Vaughan(1997)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제품 움직임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의한다.  

1) 경로(Path): 물체의 움직임이 그리는 선 

2) 방향(Direction): 사물이 움직임을 가질 때 생기는 

방향 

3) 부피(Volume): 물체의 크기 변화 또는 움직임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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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도(Speed): 물체의 속력, 가속, 박자 

Parkes, Ishii(2009)에 따르면 사물의 움직임은 

여러 단계(Phase)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세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1) 재료(Material): 제품을 이루는 소재의 특성 – 

딱딱한, 유연한, 무정형 등 

2) 역학(Mechanical): 움직임의 형태적 특성 – 회전, 

선형, 방사형 운동 등 

3) 행동(Behavioral): 움직임의 동적인 특성 – 가속, 

노이즈가 있는 움직임, 반복 등 

 

[그림 4] 제품 움직임 구성요소 정의 

위 두 연구를 바탕으로 움직임 구성요소를 [그림 

4]와 같이 통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움직임은 

단계(Phase)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는 움직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틀을 

차용하였다.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움직임 

디자인에 주요한 특성인 소재적 특성(Material, 

Volume), 형태적 특성(Mechanical, Path), 그리고 

움직임의 동적인 특성(Behavioral, Direction, 

Speed)으로 분해하여 나타낸다. 제시된 [그림 4]의 

모델은 제품 움직임을 디자인할 때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해당 모델은 움직임 디자인할 때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계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움직임 디자인을 돕는다. 또한 

공동작업 과정에서 협업하는 여러 명의 작업자와 

컨센서스를 이루어 움직임을 표기하고 이해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 로봇청소기 움직임의 구성요소 

제시한 움직임 구성요소를 [그림 5] 좌측과 같이 

움직이는 로봇청소에 대입해 보면 [그림 5] 우측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움직임 요소로 분해하여 표기된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딱딱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청소기가 57 ㎡의 면적을 선형적인 경로를 따라 

그물형 표면을 그리며 일정한 속도와 패턴을 가진 

움직임으로 운동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움직임과 감정 

사물의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 한 장이 바람에 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며, 캠핑 카라반의 차양막이 펼쳐지는 

움직임은 경쾌하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밝고 

활기찬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움직이는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여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속성에서 비롯된다. 

(Keysers et al, 2004) 제품과 사람간 상호작용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물리적 움직임을 통한 감정적인 

피드백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다양한 

제품과 연계되어 사용자의 감정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시도가 늘고 있다. 

3.1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 

Weerdesteijn, Desmet, Gielen(2005)는 제품 

움직임 디자인과 사용자 감정의 관계에 관한 실험을 

한다. 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 놀라움, 이끌림의 

여섯 가지 감정을 물리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물체를 디자인하고 사용자에게 제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직접 작동시키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의도된 감정을 표현하는 제품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 

사용자는 해당 감정을 쉽게 파악해냈으며 감정을 

관찰하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이 

유발되어 직접 경험하게 되며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았던 추가적인 감정 표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움직임은 감정을 전달하는데 다른 

수단보다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든 사용자에게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Parkes, Ishii(2009) 역시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것은 사물이 단순히 이동하는 방식 설계를 넘어 

사용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임을 언급한다. 사용자는 자동차 기초 

동작 구조의 일부인 단순한 피스톤 동작 부품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적, 사랑, 낙천적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다. 이는 감정 유발을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감정적 효과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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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품움직임과 감정의 관계 모델 

이 두 연구를 종합하면 제품의 물리적 움직임이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를 [그림 

6]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도식은 또한 

움직임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정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요소이며 감정이 내포되지 

않은 단순한 제품의 움직임에도 사용자는 감정이입 

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2 감정이입의 요소 

사용자는 움직이는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고 감정을 

이입한다. 이는 Vichers(1873)가 처음 사용한 움직임 

공감(Kinesthetic Empathy)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정의 내린 움직임 공감이란 사물의 

움직임에 사용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것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에 자신을 이입하고 해당 물체의 움직임이 

운동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Miyoshi(2019)는 움직임은 감정적인 방면에서 

잠재력을 가진 요소임을 강조하며 움직임 공감을 

해부학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그림 7]과 같은 네 

가지 요소인 균형, 관절, 긴장, 촉각으로 분류하여 

이해한다. 

 

[그림 7] 움직임 공감의 요소 - 균형, 관절, 긴장, 촉각 

1) 균형(Balance) 

바닥에 놓여 있는 직육면체와 같이 균형적 평형을 

이룬 물체에는 움직임 공감이 일어나지 않지만 

직육면체가 한 모서리로 서있는 불균형을 이루면 

사용자는 움직임 공감을 강하게 느끼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 등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2) 관절(Articulation) 

이중 진자의 규칙성 없는 운동을 관찰할 때 

혼란스러운 모든 움직임에 공감하기 보다 사람의 

움직임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움직임 

공감이 발생한다. 진자의 팔이 아래를 향해 떨어지다 

최저점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는 움직임에서 골프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스윙하는 팔꿈치를 연상한다. 

3) 긴장(Tension) 

굽혀진 금속날개나 고무시트가 비틀리는 것과 같이 

탄성 있는 물체가 외부의 힘 또는 자중에 의해 물리적 

팽팽함과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면 사용자는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4) 촉각(Haptic) 

사용자는 표면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며 촉각을 느낀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을 느끼며 뾰족한 물체가 닿는 것을 보았을 때의 

압력 등은 촉각 감각을 자극시키고 경험하게 한다. 

 

[그림 8] Balance Machine 과 감정이입 

[그림 8]의 Balance Machine 은 망치가 모터에 

의해 들어올려진 후 낙하되어 본체와 충돌하게 되는 

물체이다. 이 물체의 움직임은 감정이입의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모터가 망치를 힘겹게 들어올리는 

노력을 긴장(Tension), 망치 끝의 조인트 한 점으로 

무게를 지지하는 것은 관절(Articulation)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요소는 사람의 어깨주변 관절과 근육이 

팔을 들어올리는 행동으로 연상된다. 망치와 본체가 

고통스럽게 충돌하는 것은 촉각(Haptic)요소로 

사람의 팔이 몸통에 충돌하는 것으로 이입된다. 

망치의 충돌로 인해 물체의 본체가 뒤뚱거리는 것을 

관찰함으로 균형(Balance)요소를 느낄 수 있고 이는 

사람의 발과 바닥의 접촉면 변화에 따른 몸의 

불균형으로 표현된다. 

움직임에 감정이입 되는 요소의 이해를 통해 

디자이너는 움직임의 기능 구현의 실용적인 면을 

넘어 감정적인 면까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움직임의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감각에 집중함으로 

사용자와 물체가 연결되고 운동적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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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움직임 – 감정적 가치의 제품사례 분석 

전통적으로 제품의 움직임은 제품기능 확장 또는 

사용성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감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제품에 적용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는 

제품 움직임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인 

교류를 할 때와 사용자에게 미적인 감정을 전달하여 

타제품과의 차별성이 생길 때 가장 잘 드러난다. 

4.1 상호작용을 위한 움직임 

움직임과 감정적 관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은 소셜 로봇이다. 소셜 로봇이란 인간 또는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상대를 

인식 및 지원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행동을 보여준다. 원활한 인터랙션을 위해서 

로봇의 물리적 동작은 필수적이며 로봇의 행동과 

몸짓은 인간과의 정서적 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잘 설계된 소셜 로봇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로봇이 살아있고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살아있는 인터랙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자폐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어린이의 학습을 돕거나 노인인구의 반려대상이 되는 

[그림 9]와 같은 소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9] 소셜 로봇 – Keepon, Tega, Paro 

Keepon(2007)은 초기 소셜 로봇의 대표적인 예로 

자폐아동의 사회적 학습을 돕는다. 사용자를 

인식하고 세심하고 감성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며 

음악을 듣고 분석하여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사용자가 배를 만지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소리를 낸다. 같은 학습 현장에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진 Keepon 이 존재했을 때 아동은 더 많은 양을 더 

고무적인 자세로 배웠다. 이는 Keepon 의 움직임을 

통한 사회적 인터랙션이 사용자가 학습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Tega(2016)는 어린이 

외국어 학습 보조용으로 MIT 에서 개발하였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외형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차용한 움직임은 

다섯개의 모션을 조합하여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다. 

실제 미국 보스턴 내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Paro(2001)는 치매환자나 요양시설 환자의 

감정적 부분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 받기위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한다. FDA 로부터 치료용 의료기기로 

승인받았고 현재 여덟 번째 버전까지 나와있으며 

30 개국 병원과 요양시설에 보급되어 있다. Paro 의 

움직임을 통한 행동과 몸짓으로 반려동물을 연상시켜 

사용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다. 

 

[그림 10] Keepon 의 움직임 요소 

Keepon 을 사용자가 쓰다듬었을 때 자리에서 

회전하는 운동을 앞서 제안한 움직임의 요소로 

분해하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쪽은 

단단하고 겉은 부드러운 소재(Skeletal)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운동은 제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Keepon 자체의 부피 내에서 무작위(Twitter)의 

회전운동을 한다. 분해된 움직임 요소 중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 요소는 생명체와 비슷한 

Skeletal 소재와 회전운동의 무작위적 패턴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미적 감정을 위한 움직임  

제품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미적인 감정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제품디자인에서 미적인 요소란 사용자의 

감정에 성립하는 특별한 아름다움(Aesthetic)과 

즐거움(Hedonic)을 의미한다. 

 

 

[그림 11] 움직임으로 미적감정을 유발하는 제품 - 

(상)Bang&Olufsen Beovision Harmony (하)StudioDrift Shylight 

[그림 11]은 움직임으로 미적 감정을 전달하는 

사례이다. B&O Beovision Harmony(2019)는 

나비의 날갯짓에서 영감을 얻은 TV 로 사용 목적에 

따라 스피커 패널을 여닫으며 TV 와 스피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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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StuidoDrfit 의 Shylight(2017)은 꽃이 

에너지효율과 자기방어를 위해 밤에는 꽃잎을 

오므렸다가 낮에는 피어나는 우아한 움직임을 재현한 

조명이다. 이 두 사례는 움직임을 통해 본래 제품의 

기능을 확장해서 제공하거나 사용성을 높이기 보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감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그림 12] B&O 하모니 TV 의 움직임 요소 

하모니 TV 의 움직임을 앞서 제안한 움직임의 

요소로 분해하면 [그림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스피커와 스크린으로 움직임 단계를 나누어 

이해한다. [그림 12]의 왼쪽에 해당하는 스피커는 

단단한 재료로 구성되어 그림 내 표기된 

공간(Kinesphere)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경첩(Hinge)운동을 한다. [그림 12]의 오른쪽인 

스크린 역시 단단한 재료로 구성되어 그림에 표기된 

공간을 활용하며 선형적인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의 상하 운동을 한다. 분해된 요소 중 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결정적인 움직임 요소는 낮고 

일정한 속도와 타제품에서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의 

방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전통적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물리적 움직임을 제품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움직임은 특히 

제품의 감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써 역할의 

가능성이 큰 것을 인식하였고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증진시키는 

물리적 움직임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다만 본 논문에서 해석한 사용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움직임 요소는 추후 기반연구 분석 및 

실험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움직임 요소와 감정과의 관계를 제품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움직임이라는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여 

운동적 디자인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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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수요에 발맞춰 노인 

복지 예산을 증대하고 신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투자 비용 대비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부족이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카오톡 

챗봇 기반 복지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카카오톡에서 고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챗봇의 대화 방식을 디자인하였다. 본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복지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복지정보, 복지체감도, 정보접근성, 카카오톡 챗봇, 

고령자  

1. 서 론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3 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045 년엔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2].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14.9%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선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6 년부터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복지 예산을 증대하고 신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3]. 

하지만, 복지를 위한 투자 비용 대비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부족한 것이 지적된다[4].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복지가 수혜자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수혜자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낮아지고, 복지지출의 효율성 또한 문제가 

된다[5]. 

이처럼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제도나 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조적이고 유기적일 

때만이 복지 수혜자에게 제도나 정책의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한 제도이다[6]. 본 

연구를 통해 현행 복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으로 온라인 카카오톡 챗봇 기반 복지 전달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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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정보접근성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 사업은 2000 년 이후 

다양화되면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비해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7]. 

국가의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하였지만, 복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달체계의 부족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수요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한다[4].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6]. 

전달체계는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요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8]. 즉,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효과적인 복지 정책 운용을 

위해선, 합리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복지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정보접근성이란 정보가 얻기 쉬우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식별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9]. 

정보접근성은 단순히 정보접근/미접근으로 

분류되기보다,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먼저 정보접근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를 의미한다[11]. 

다음으로 정보이용과 정보활용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정보접근을 중점으로 다루되, 다양한 정보 중 

복지 정보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책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정책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12]. 

1.2 복지 정보접근성과 카카오톡 챗봇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대화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13]. 

챗봇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용법을 익힐 필요 없이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듯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 챗봇 

서비스는 음성과 문자 두 방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일반적으로 음성 기반 인터랙션이 더 

자연스럽고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음성 

커뮤니케이션은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의례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고령자의 작업기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텍스트 기반의 인터랙션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증가하였지만, 불필요한 내용은 줄일 수 있어 오히려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15].  

챗봇 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라인(Line), 

카카오톡(KaKaoTalk),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등이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4 대 앱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중 

50 대 이상 고령자의 한 달 총 카카오톡 사용량은 64 억 

분으로 2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고령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고령자들이 

카카오톡을 선호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주상[17]은 카카오톡이 기존의 문자 

서비스와 비슷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친숙하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의 선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처럼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복지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복지서비스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챗봇 디자인 

국내 복지 현황과 고령자들의 정보 기술 관련 서비스 

사용 현황을 고려할 때, 고령자들의 복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서비스 구체화를 위해 

표 1. 복지 정보 분류 

대분류 소분류 

생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돌봄 서비스 

건강 예방, 치료, 진료비 지원 

여가 문화, 교육, 취미, 봉사 

경제 취업지원, 소득지원,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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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하는 복지 정보의 분류와 챗봇의 페르소나 

및 대화 디자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고령자의 복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챗봇의 컨셉 브리프(concept 

brief)를 제시하고자 한다.  

2.1 복지 정보 분류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 복지 서비스의 분류 기준을 조사하였다. 서울시 내 

25 개 구의 시립 및 구립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36 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복지 서비스 정보는 

크게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주거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취업 및 봉사, 법률, 문화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분류 

카테고리는 하위 내용의 편중이 심하고,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 분류 기준을 

재편성하였다. 최성재와 장인협[18]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를 크게 빈곤, 질병, 소외, 그리고 무위로 나누었다. 

이 문제들을 복지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고,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19]의 논문을 참고하여 챗봇의 대분류 기준을 

각각 생활, 건강, 여가, 그리고 경제 측면으로 세웠다. 

기존 복지 서비스를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지원과 같은 일부 복지 

서비스의 대분류가 변경되었다. 분류기준 재편성과 

더불어 노년층의 이해와 검색을 돕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 이름을 변경하였다.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복지 정보 카테고리는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챗봇 대화 디자인  

본 연구의 챗봇 서비스는 고령자를 보조하여 복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챗봇 

에이전트는 고령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목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 원칙에 근거하여 챗봇 에이전트의 

이름을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라는 뜻의 

‘복림이’로 정하였다. 

챗봇의 페르소나는 일반적으로 개인, 기관, 가상 

에이전트로 설정된다. 본 연구의 챗봇은 인물과 기관을 

특정할 수 없었기에 가상 에이전트만을 고려하였다.  

가상 에이전트의 종류는 동물, 사람, 로봇으로 

나누어지는데, 에이전트의 성별 편향을 없애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동물로 최종 결정하였다. 동물 

캐릭터는 사용자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20]. 이에 따라 챗봇의 프로필 

사진용 외형은 고령자의 복지 정보를 찾아주는 

안내견의 의미를 담아 강아지 형태의 캐릭터로 

고안하였다.  

또한, 평소 고령자를 가장 많이 보조해주는 사회복지사 

페르소나를 활용하여 친근하면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챗봇 에이전트의 성격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정감이 가도록 설정하였다. 

에이전트의 성격은 말투에서 드러나는데, 친밀감을 

주기 위해 비격식체 중 해요체를 사용하고, 전문성이 

나타나도록 격식체 중 합쇼체를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문체는 모두 높임말로 고령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며 기존 복지 관련 챗봇 

에이전트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고령자들이 ‘복림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복지 정보를 

찾는 것이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정보 탐색 종류는 

능동성 여부와 목표 정보의 방향성 여부에 따라 

searching, monitoring, browsing, being aware 네 

가지로 나뉜다(그림 1 참고) [21]. 복지 정보는 특정 

표 2. 챗봇 ‘복림이’와의 대화 유형과 유형별 대화 흐름 

대화 유형 대화 흐름 

챗봇 소개 사용자 대화방 입장 → 챗봇 소개 문구 

전달 

복지 정보 

검색 

복지 분야 정보 검색 메뉴 선택 → 복지 

분야 대분류 선택 → 복지 분야 소분류 

선택 → 결과 화면 제시 

복지 정보 

알림 설정 

복지 정보 알림 설정 메뉴 선택 → 연령 

입력 → 관심지역 입력(시/도, 군/구) → 

복지 분야 대분류 선택 → 복지 분야 

소분류 선택 → 결과 화면 제시 

 

 

그림 1. 정보 탐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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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 검색 의도가 생긴다는 

것을 감안할 때, 능동적/방향적 정보 탐색 방법인 

searching 과 수동적/방향적 정보 탐색 방법인 

monitoring 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정보 

알리미 챗봇인 ‘복림이’를 통한 대화의 종류는 챗봇 

소개(introduction), 복지 정보 검색(searching), 그리고 

복지 정보 알림 설정(monitoring)까지 총 세 가지로 

디자인하였다.  

챗봇과의 세 가지 대화 흐름은 표 2 와 같다. 먼저 챗봇 

소개는 고령자가 처음으로 챗봇을 시작할 때 진행되는 

대화로, 카카오톡에서 챗봇을 검색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대화창이 열리고 챗봇에 대한 간략한 소개 

문구가 대화창에 입력된다. 다음으로, 복지 정보 검색은 

‘복림이’의 핵심 대화 유형으로 고령자가 원하는 분야의 

복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이다. 복지 

분야를 먼저 선택하고 연령 및 지역을 선택하면 검색된 

복지 정보가 대화창에 나열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복지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와 관심 분야를 입력하면 복지 정보에 대한 

알림이 자동으로 대화창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보 알림 설정 대화를 디자인하였다. 최종 디자인된 

챗봇 화면은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범위는 고령자의 복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챗봇 서비스 디자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과 대화 디자인 방안을 알아보고 챗봇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카카오톡에 구현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여 서비스 유용성 

평가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복지정보 전달 

서비스가 고령자의 복지 정보접근성을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1 챗봇 개발 과정 

카카오톡 챗봇 데이터 준비를 위해 서울시 내 복지 

사이트 및 50+ 센터의 홈페이지 크롤링을 진행하였다. 

크롤링은 컴퓨터 내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웹 환경에서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라 한다[22]. 이 

기술을 이용해 본 연구는 복지 서비스 크롤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파이썬(Python)으로 개발된 개발 환경으로 실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실제 자료를 

자동으로 크롤링하고 그것을 자동으로 챗봇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챗봇은 

크롤링 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하고 사용자에 

맞추어 데이터를 송신, 맞춤 데이터를 제공한다. 

3.2 참가자 모집 대상 및 연구 방법 

향후 실험은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복지정보 전달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가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대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65 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그림 2. 챗봇 ‘복림이’와의 대화 유형별 예시: 좌측부터 챗봇 소개(1 장), 복지 정보 검색(1 장), 복지 정보 알림 설정(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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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를 선정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고 소감을 말할 

것이다.  

실험의 목표는 카카오톡 챗봇 기반 복지 정보전달 

서비스의 사용 용이성과 서비스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는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을 활용할 것이다. 

허니콤 모델은 일곱 가지 사용성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측정한다. 측정 개념에는 유용성, 매력성, 

접근성, 신뢰성, 검색성, 사용성, 가치성이 있으며, 평가 

대상 서비스 특성상 가치성에 대한 항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총 여섯 개의 사용성 

원칙을 확인할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참가자는 7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것이다(1 점: 매우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할 

것이다. 설문 문항은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4.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고령자의 복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복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카카오톡 챗봇의 정보 제공 

방법과 대화를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점은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챗봇의 

디자인 요소를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복지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조작이나 검색어 입력 등의 

단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디자인 

결과물은 고령자들의 복지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는데 

실직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점에서 인터페이스 상의 변화가 없음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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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20 년 기준 대한민국의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39.9%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1]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속한 진입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을 디지털 소외층으로 밀어내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선행연구로 진행한 헬스케어 서비스       

플로어차트에 기반하여 시니어의 인지 · 사회적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어플리케이션의 UX디자인 프로세스 중 

UI Kit를 기획하였다.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UX디자인 

보다 서비스 경험 가운데 시각을 포함한 인지적인 문제

가 크게 작용하는 바,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제어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케어 앱 UX, UI Ki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이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도 확대되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질병 발생 후 치료를 받는 치료·병원 중심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변화[2] 되고 

있다. 2019년 스태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도 특히나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는 2015

년~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1%를 기록하

며[3]  단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니어를    

위한 UX기반의 GUI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실

제 시니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덕트 서비스

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서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따르면 2017년 3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은 

87.8%로 나타났으며 그 중 60대가 82.5%고, 70대

는 70.6%로 시니어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컴퓨터 이용능력을 의미하는 디

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의 경우 50대는 국민 평균의 80% 

수준이지만 60대는 34.3%, 70대 이상은 8.5%로 급

격히 떨어진다.[4] 이는 시니어의 경우 스마트폰이 없

어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층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

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감

각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불편함과 디지털 리

터러시를 고려한 헬스케어 UI Kit를 개발하여 실제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니어층

의  모바일 헬스케어 정보 사용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1.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시니어 사용자의 깊이 있는 경험연구기반 탐

색을 통한 합리적인 연구 방향 도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

은 프로세스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니어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니어의 정의와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고, 시니어의 디지털 기기 

활용 및 접근성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 함으로써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어플리

케이션의 사용자의 인지적 · 신체적 상태를 기반으로 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고려해

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선별하였고, 이를 반영한 UI 

Kit를 개발하여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2. 디지털 리터러시 이론적 고찰 

2.1 시니어의 특성과 인지 · 사회적 변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라 하면 통계청의 ‘고령자’ 기준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수치 계산 시)은 만 65 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65세~74세 고령자를 ‘전기

노인’(the Young Old),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후기

노인’(the Old Old)으로 정의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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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으로 접어든 시니어는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 뿐 아니라 지적능력, 감각과 지각능력, 성격특성

의 변화 등을 수반하며,  특히 제품 사용에 있어서 감각

능력, 반응속도의 문제, 기억력과 학습능력, 기능이     

다양한 신제품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를[6]  갖게 되

어 모바일과 같은 소형화된 정보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시니어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나 서

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2.2 시니어의 신체적 · 인지적 특성 

노화가 진행되어 시니어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며 모바일 사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특성[7]

으로 시각, 인지적 변화(기억, 주의력, 의사결정), 운동 

제어 능력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를 아

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반영한 시니어

의 모바일 정보 사용 서비스에 있어서 융복합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표 1. 시니어의 특성 

항목 특성 

시각 

- 눈의 노화가 일어나면 물체의 초점을 잘 맞

추지 못하는 원시안이 되며, 시력이 저하되어 

계속 떨어지게됨 

- 시각의 노화로 나타나는 황반화 현상은 보라, 

남색, 파란색 계열을 붉은색 계열보다 구별하

기 어려워짐 

인지 

- 필요한 정보와 관계없는 정부를 구별하여 선

택하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짐 

- 일상적 과제(예: 계산,계획)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작업기억력(단기기억력)이 둔화됨 

운동제어 

- 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 자극을 뇌에서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대응 능력이 떨어짐 

- 인지 및 반응속도 감소는 결국 정확하고 빠

르게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시니어의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면 기억, 주의력, 의사

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억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노화가 진행될 수록 단

기 기억과  삽화성 기억(시간,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이 

특히 약해진다. 단기 기억이 약해질수록 새로운 것을 받

아들이고,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조작하는데 시간을 필

요로 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여러 기능과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넣지 않고 한가지 기능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내용을 최대한 스크롤 없이 

한 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세로 길이를 고려하

여 내용을 구성하여 시니어의 정보 수용에 부담을 느끼

지 않도록 간결하게 배치 해야 한다.[8]  

 

그림 1 정보의 양 조절과 그룹별 배치 

 
노화가 진행되면 질병을 앓지 않더라도 손떨림 현상이 

나타내는 ‘노인성 진전’을 겪기도 한다. 이는 ‘수전증’이

란 이름으로 많이 불리며 손끝에 가장 잘 나타나기 때

문에 노인을 위한 GUI 아이콘이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

는 안된다. 또한 운동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순간 대

응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빠른 인지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9] 모바일에서 사운드와 진동과 같은 피드

백은 사용자의 경험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격차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소극적인 노년층의    

정보격차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정보 접근과 이용능

력의 차이가 가속화 되며, 노인 정보격차로 인한 새로

운 사회적, 문화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건강과 관련된 정

보는 헬스 인포메이션 리터러시(health information 

literacy, 건강 정보 문해력)의 문제이면서, 유니버설디

자인(universal design)이자 무장벽 디자인(배리어   

프리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의 측면으로도 이해

된다.[10] 헬스 리터러시는 “개인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건강관련       

정보를 얻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11]  

정보 사회에서 고령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격차를 경험하

게 되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모바일 활용은 생활의 편의와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있어 시니어에게 또 다른 격차를 발생시킨다.   

시니어가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

털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디지털 정보 문해력)가 갖춰져 

야지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나 앱에서 

시니어의 사용성을 고려한 적절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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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니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기획 

일반적으로 GUI(Graphic User Interface)란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그래픽을 통한 사용자와의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시니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반영하고

자 기존에 선행 연구된 모바일 헬스케어 앱 GUI사용성 

평가인 아래 [그림 2]의 평가 항목[12]을 참고하여 UI 

Kit를 디자인 하기 위한 프레임을 기획하였다. 

 

 

그림 2모바일 헬스케어 앱 GUI 사용성평가 항목 

 

3.1 GUI 디자인 개발 대상 

표 2 GUI 개발 항목 

항목 특징 

타이포 

그래피 

-  가독성을 위한 단일 폰트의 산세리프체 사용 

-  16pt 이상을 메인으로 사용   

컬러 -  콘트라스트 비율을 4.5:1 이상으로 적용 

버튼 

- 성인의 손가락 크기와, 시니어의 운동제어   

능력을 고려하여 버튼의 터치 범위를 넓힘 

- 터치 버튼의 대각선 길이는 최소 9.6mm     

이상 유지 

아이콘 

-  아이콘과 텍스트의 병행 표기 

- 친숙한 이미지와 사물의 기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되 디테일은 최소화함 

그래픽 

-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단순형태 디자인 

- 수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를    

비교해 상황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경보 -  명확한 정보 인지를 위한 단계별 버튼 제공   

탭 바 

(Tab 

Bar) 

- 정보의 위계에 따라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      

하였으며, 사용 순서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      

으로 정렬 

 

3.2 UI Kit 디자인 

3.2.1 타이포그래피 

시니어들에게 정보전달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단일 폰트

를 사용하였으며, 글자의   끝부분이 깨끗하게 마무리 

되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였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10~13pt보다 큰 16pt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작은 폰트는 13pt, 가장 큰 타이틀

의 경우 25pt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문자가 아닌 수치 표현과 같이 강조가 필요한 요소에는 

35pt, 40pt 두 가지를 사용하여 정보의 강약을 조절하

였다.  

 

 

그림 3 산세리프 폰트의 시인성 높은 외곽 라인 

 

 

그림 4 항목별 폰트 크기 

 

3.2.2 컬러 

시니어의 경우 색채 시력이 떨어져 색채의 대비 감도가 

저하된다. 이는 비슷한 색상을 구별하기 힘들어지는데 

파란색 음영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여 보라, 남색 등 

파란색 계열을 붉은색 계열보다 구별하기 어려워 한다.  

 

 

그림 5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컬러 스펙트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메인이 되는 6개의 정보항

목에 맞춰 고채도의 메인 컬러 6개를 선정하였으며, 메

인 컬러 외의 보조 컬러 13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정보 

표기에서 수치의 리드미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라데이션 컬러 1개를 설정하여 총 20개의 UI Kit   

컬러를 선정하였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색상보다 대비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으로 선정된 20개의 색상 모

두 [그림 6]과 같이 WebAIM 색상대비 검사기를 이용

하여 텍스트와 배경색의 대비 비율 검사 수치가 4.5:1    

이상을 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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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ebAIM 색상 대비 검사 

 
대비 검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총 20개의 UI Kit 컬러 

항목은 메인컬러 6 개, 보조컬러(아이콘) 6 개, 보조     

컬러(그래픽)5 개, 배경컬러 1 개, 텍스트 컬러 2 개     

이며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UI Kit컬러 개발 

 

3.2.3 버튼 

시니어의 운동제어능력을 고려하여 손가락 터치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터치스크린 타깃 사이즈인

(7~10mm)와 일반 성인의 평균 손가락의 너비

(11mm)보다 크게(12mm이상) 제작 하여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8 서비스 항목별 버튼 

 

3.2.4 아이콘 

시니어에게 익숙하지 않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햄버거 아이콘이라 불리는 세줄로 된 아이콘은 

배제하여, [그림 9]과 같이 친숙한 이미지와 사물의     

기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되 디테일은 최소화 하고 

강조 부분에 컬러를 사용하여 행동 유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9 아이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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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이콘의 경우 시니어의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항목을 나누어 디자인 하였고, 

‘황사’나 ‘미세먼지’, ‘태풍’등 한국적인 날씨 환경의 특징

을 반영 하였으며, 국가 위기경보 4단계의 등급에 맞춰 

관심, 주의, 위험, 경고 등 경보 알림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10 아이콘과 텍스트의 병행 사용 

 

또한 [그림 10]과 같이 아이콘과 텍스트를 병행 표기  

하여 의미 전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여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하였다.  

 
3.2.5 정보전달을 위한 그래픽 

버튼과 아이콘 이외에 복약시간과 증상의 자가기록    

페이지를 위한 그래픽을 디자인 하였는데 단계별 수치

와 증상 기록을 보여주는 그래픽의 경우 수치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를 비교로 상황의 흐름을 한눈

에 파악하도록 직관적인 [그림 11]과 같은 그래프 형태

의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또한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

능한 단순형태를 사용하여 정보 전달의 혼돈을 피했다. 

 

 

그림 11 수치 비교 그래픽 

 
3.2.6 경보 (SOS) 

사용자가 알람이 울렸을 때 무의식 적으로 알람을 끄

지 않도록 [그림 12]과 같이 닫기와 상세보기 두가지 

항목으로 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인지성을 높였다. 

  

 

그림 12경보창 버튼 설정 

 

3.2.7 개인 증상 정보 기록 

아래 [그림 13]은 선행 연구[13]에서 진행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여 작성한 서비

스 플로어 차트로 서비스 항목 중 사용자 직접 입력하

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사용자 스

스로 증상을 체크하고 기록하며,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여 개인화된 의료 정보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3 시니어 천식앱 플로어 차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용자 경험의 특질을 반영하여  

[그림 14]과 같이 사용자 스스로 증상을 기록하는 페이

지와, 기록 결과를 통계적으로 수치화 하여 자기 정보

등록을 하고 이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설계하였다.      

 

 
 

그림 14 증상 정보 기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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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탭 바(Tab Bar) 

[그림 15]과 같이 정보 항목별 화면의 컬러를 다르게  

설정하여 카테고리를 컬러로 쉽게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림 15 항목별 탭 바 컬러 

 

또한 화면의 정보 위계에 따라 [그림 16]와 같이 상단

과 하단으로 분리하였으며, 사용 순서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선의 이동을 일관적으로 정렬하였다. 

 

 

그림 16 페이지 정보 단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진행되야 하는 상황에서 [그림 17]

와 같이 화면 상단에 진행 단계 표시 바를 제공하여      

진행 과정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7 페이지 진행 단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

여 시니어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하고,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시니어의 사용성

을 높이기 위한 항목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진행하여 

UI Kit를 개발, 제안 하였다.  향후 이 디자인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데모를 가지고 시니어들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를 통해  보완할 예정

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와 4차 산업의 

발달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디지털 헬스케

어 시장이 생활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시

니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로 정보의 빈부격차를 겪어 

사회적인 소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니어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뿐만 아니라,  실적인 프러덕트가 개발

되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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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컨텐츠 서비스가 가파른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5060 액티브 시니어층이 컨텐츠 서비스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5060 액티브 
시니어층의 컨텐츠 서비스 사용 경험 전반을 

분석하고, 그 중 도서 컨텐츠 서비스에 적합한 UX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형된 휴리스틱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층의 니즈를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각 사용자 조사 단계에서 
도출한 주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니어층을 

위한 컨텐츠 서비스 UX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제어 

Active Senior, Contents Service, UX, Guidelines 

1. 서 론 

플랫폼의 휴대성이 강조되며, 구매나 소유가 아닌 

공유 또는 구독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컨텐츠 서비스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치 

있다고 느끼면 여러 서비스를 중복 소비하는 등, 
컨텐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층(5060세대)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컨텐츠 서비스의 
새로운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컨텐츠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험’을 확장하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과거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점에 소비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 컨텐츠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니어층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1]. 

2. 문헌 연구 

2.1 5060세대 시니어층의 새로운 정의 

적극적으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드는 시니어층을 
일컫는 ‘오팔세대’[2], YOLD, 액티브 시니어 등과 
같은 용어들은 단지 그들의 컨텐츠 소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젊어진’ 노년층을 사로잡는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트렌드 시장 예측, 연구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닐슨 노먼 그룹에서는 
향후 25년 동안 마주하게 될 UX챌린지 10개 중 
하나로 ’Old User’를 제시하며, 시니어층을 위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2.2 시니어층 타겟 관련 연구 

시니어층의 적극적인 스마트 매체 활용 및 서비스 

접근에 따라 헬스케어[4], 금융[5]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시니어 UX연구는 국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음악[6] 분야와 같이, 사용률이 높은 
개별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으나, 미디어 컨텐츠 활용 전반에 걸친 시니어 UX 

연구는 미비하다.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시니어를 위한 앱 서비스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7]는 존재하지만, 시니어층의 사용자 

경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전략 및 가이드는 미비하다. 

2.3 시니어층의 잠재적 소비 가능성이 보이는 

컨텐츠 서비스 

현대카드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컨텐츠 
서비스 소비 분석에 따르면, 5060세대의 영상, 음악, 
도서 분야의 컨텐츠 서비스 결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컨텐츠 서비스 중 60대는 도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및 50대 역시 적지 않는 비율로 도서 

컨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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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에서 
종이책 사용은 감소하고 전자책 구독은 증가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층에 해당하는 
40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층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추구함을 파악할 수 있다[5]. 이를 통해, 

시니어층의 잠재적 소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컨텐츠 서비스 중 하나로 ‘도서’ 컨텐츠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4 시니어층, 서비스 경험의 가치를 찾아서 

컨텐츠 서비스 시장 환경을 질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세대인 5060세대 시니어층은 서비스에 소비 가치가 

있다면 시간과 공을 들여서라도 변화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날로그부터 현대의 최신 
기술까지 모든 서비스 변천과정을 거쳐온 세대이며, 

나이듦에 따라 신체적인 페인포인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들의 니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2030세대 청년층처럼 새로운 무언가에 

열광하기보다, 일상의 행복과 편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년층 위주의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시니어층의 페인포인트를 

해소하며, 이들만의 ‘경험의 가치’를 얻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컨텐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5060세대 액티브 시니어층 관점에서 컨텐츠 서비스 

소비 과정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세대가 주 소비하는 대표 컨텐츠를 영상, 
음악, 도서 분야 3가지로 한정하여,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연구 문제 

• RQ1: 소비 여정을 중심으로, 액티브 시니어층의 

컨텐츠 소비는 기존의 컨텐츠 소비 행태와 어떻게 
다른가? 

• RQ2: ‘시니어층의 페인포인트 개선사항과 니즈를 

반영한 UX 고려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앞선 2.3 절에서 5060세대 액티브 

시니어층이 도서 서비스에 대한 시간 투자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보다 명확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030세대 청년층과 5060세대 액티브 

시니어층으로 피험자를 분류하고, 두 집단이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1)독립변수로서 컨텐츠 서비스(도서, 

음악, 영상)를 설정하고, (2)종속변수로서 [스마트폰 

전반],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경험] 등을 
설정하고, (3)세대 간 차이(2030세대, 5060세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3.3 연구 방법론 

앞선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휴리스틱 평가, 

(2)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휴리스틱 평가를 
통해서, 시니어층 관점의 컨텐츠 서비스를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친화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한 카테고리들을 

종합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휴리스틱 평가 

4.1 평가 세팅 

• 목적 

본 휴리스틱 평가는 2030세대 청년층과 본 연구의 
타겟층인 5060세대 시니어층의 서비스 Flow 및 
UI측면에 대한 관점 차이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타겟 유저에 대한 이해도 형성 
및 추후 심층 인터뷰의 질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평가 서비스 

2020년 11월 현재, ‘전자책’ 및 ‘도서’ 관련 앱 랭킹 

상위권의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평가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 피험자 인구통계 정보 

본 평가에서는 2030세대 UX Research 전문가 
3인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5060세대 

시니어층의 관점을 평가 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이 컨텐츠 유저인 시니어층 3인의 의견 

해석과 평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평가 기간 

평가는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4.2 사전 평가 훈련 

 
그림1 ‘밀리의 서재’ Service Work Flow 

평가 서비스 브랜드 간략한 소개 이후, 그림 1의 
Work Flow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주요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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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low는 크게 초기, 앱 탐색, 찾기, 읽기, 
쓰기와 같이 5단계로 나누어진다. 

4.3 평가 진행 

사전 평가 훈련 후, 사전에 준비한 체크리스트 템플릿에 
피험자의 평가 및 코멘트를 적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Show System Status, Familiar 
Metaphors & Language, User Control and Freedom, 
Error Prevention,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Flexibility &Efficiency,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Recognize, Diagnose & Recover from Errors, 
Help와 같이 총 10개의 최상위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4.4 세부 평가 결과 

평가 결과를 통해 선정한 문제 사항 및 코멘트를 

친화도 분석을 활용하여, 카테고리를 도출하였다. 

• 2030 전문가 관점 평가 세부사항 

2030세대 전문가의 경우, 주로 기능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우선순위 사항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통해, [서비스 조작을 위한 인터랙션 행위 부적절], 
[직관적이지 않은 레이블로 인한 진행 오류 다수 
발생], [과한 정보 및 나열식 정보 제공을 인한 

서비스 플로우 직관적 인지 방해], [문제 예방 및 
발생 시 지시사항 미흡], [앱 탐색 가능하게 하는 
기능의 요소 기능성 미흡]과 같이 5가지 Theme을 

도출하였다.  

• 5060 시니어 관점 평가 세부사항 

5060세대 시니어층의 경우, 주로 서비스 진행에 
인지적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우선순위 사항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통해, [서비스 조작을 위한 

인터랙션 행위 부적절], [앱 탐색 가능하게 하는 
요소 및 UI 기능성 미흡], [현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불필요한 정보 및 레이블로 인한 서비스 

사용성 저해]와 같이 4가지 Theme을 도출하였다.  

4.5 휴리스틱 평가 결과 

표 1. Rating & Color Code 카운트 

Severity Rating Experts Senior 

0 (Yellow) 4 0 

1 (Green) 5 1 

2 (Orange) 9 9 

3 (Red) 8 13 

4 (Purple) 1 4 

본 평가의 전체적인 결과로, 같은 사항을 두고 전문 
조사단보다 시니어층이 한 단계 더 높은 Rating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층은 주로 

기능적인 요인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시니어층은 앱 탐색의 원활함을 

기준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 결과에서 전문 조사단은 부적절한 기능의 

문제와 통일성 문제로 ‘인터랙션 행위'를 우선순위 
사항으로 선정하였고, 시니어 조사단은 앱 탐색을 
저해하는 문제로 ‘인터랙션 행위'를 우선순위 

사항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컨텐츠 서비스에 익숙하고 이에 대한 멘탈모델이 
형성되어 있는 2030세대 전문 조사단과는 달리, 같은 

항목을 두고 시니어 조사단은 페인포인트로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심층 인터뷰 

5.1 인터뷰 세팅 

• 목적 

본 심층 인터뷰는 컨텐츠 서비스 전반(영상, 음악, 

도서)에 걸친 시니어층의 경험을 조사하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휴리스틱 평가 과정에서 발견 할 
수 있었던 2030 청년층과 5060 시니어층의 평가 

차이점을 반영해서 시니어층의 사용 경험에 대한 

심층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질문 문항 구성 

문항은 크게 [스마트폰 전반],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경험], [평소 도서 습관], [도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 미사용자/기사용자], [요금 
및 요금제], [인구 통계학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폰 전반적 사용 경험에서 범위를 좁혀 나가며 

도서 컨텐츠 서비스의  구체적 경험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피험자 인구통계 정보 

5060세대 시니어층 6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중 도서 컨텐츠 서비스 

기사용자는 3명, 미사용자 3명이었다. 

• 기간 

인터뷰는 2020년 9월 28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5.2 데이터 분석 

수집한 데이터는 친화도 분석을 활용하여 Theme을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데이터를 개방 코딩으로 
라벨링하였다, 이를 2회에 걸쳐 refine하여 

카테고리화해 총 5가지 Them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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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그룹핑한 5가지 Theme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반된 시니어층의 성향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내에서 시니어의 감정을 크게 
‘호기심’과 ‘두려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호기심이 강한 사용자는 컨텐츠 소비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만, 두려움이 강한 
사용자는 서비스 여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두 사용자 모두 컨텐츠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표현하였다. 

• 경험에 기반한 탐구 

시니어층은 이미 익숙한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멘탈모델이 있으므로, 이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이질감 없이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정을 단순화하고, 기존 매체에서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재현함과 동시에, 휴대성 등 

전자책의 장점을 추가로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접근성이 좋은 컨텐츠 선호 

시니어는 접근성이 좋은 컨텐츠를 선호하며 기존 
정보 습득 방식인 텍스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은 비교적 새로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신체적 페인포인트 

시니어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배려가 필요하다. 
시니어 층에서 주로 언급된 신체적 패인포인트로, 
화면의 눈부심, 글자크기와 같이 시각적 노화에 따른 

불편함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타인을 통한 서비스 사용 

액티브 시니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타인(주로 
자녀)의 계정 공유로 컨텐츠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용 행태의 주된 이유로 구독 

절차의 복잡함, 가격 대비 효용의 의심 등이 있었다.  

6. 디자인 가이드라인 

앞선 휴리스틱 평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6.1 사용자 유형 분류 

• 분류 기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변화’에 시니어층은 

익숙하지 않은 최신 기술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대면하지만, 각각의 유형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의 경중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니어층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Primary 사용자: 컨텐츠 타파형 

첫번째 유형은 두려움을 이기고, 호기심을 가지고 
컨텐츠 서비스를 탐색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컨텐츠 타파형’이다. 대부분의 컨텐츠기 사용자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주로 텍스트 정보에 

추가적으로 영상 정보 형태 선호한다. 또한 시대에 
뒤쳐질 거 같다는 불안감으로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이 존재하며, 컨텐츠 서비스 사용 및 도전을 

많이 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 Secondary 사용자: 컨텐츠 회피형 

두번째 유형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컨텐츠 서비스를 
궁금해 하지만, 걱정/고민이  소극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컨텐츠 회피형’이다. 대부분의 컨텐츠 

미사용자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이들은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어서 초기의 두려움을 
타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로 영상 정보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서비스의 간편성과 사용성에 
예민하여 서비스 사용을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도전 
경험은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컨텐츠 서비스를 

도전하다가 실패하여, 사용 중도 포기를 한 사용자가 

이런 유형의 특징을 가진다.  

6.2 컨텐츠별 소비 여정: 시니어층/청년층 비교 

중심으로  

• ‘영상’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대다수가 ‘영상’ 컨텐츠를 가장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정 곡선 변화율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 

단계의 감정이 상향부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니어층은 ‘영상’ 서비스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싶다는 니즈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입 단계에서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해당 
서비스 사용 유도가 가능하다. 또한, 메인 화면에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타 

서비스 이동을 막고 지속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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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영상’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 ‘음악’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음악 컨텐츠’의 경우 컨텐츠 소비 과정 자체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치 비교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탈 가능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컨텐츠 소비 

자체의 만족율을 높여도 시니어층의 다회성 서비스 
이용률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타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서비스만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 ‘음악’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 ‘도서’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시니어층과 청년층 모두 다른 사용성이 쉬운 컨텐츠 

서비스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도서’ 컨텐츠를 
도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정 곡선이 하향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서비스 진입을 유도하는 

요소와 진입을 결정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첫 진입 결정이 까다롭다. 또한 시니어층은 
‘도서’ 서비스에서 정보 설계와 구성을 가장 예민하게 

평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도서 분류기준(예, 
분야별)과 같은 시니어층의 멘탈모델 및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서비스 진행 유도가 가능하다. 

 
그림4 ‘도서’ 컨텐츠 소비 여정 지도 

• 컨텐츠별 서비스 소비 여정 분석 결론 

영상과 음악 컨텐츠 서비스는 해당 컨텐츠 정보 형태 

그대로를 활용하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를 1차원 
컨텐츠(원형 정보 컨텐츠)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도서 컨텐츠는 텍스트 정보 형태 뿐만 아니라, 

1차원 컨텐츠의 핵심요소(오디오, 영상 등)를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전자책, 오디오북, 책 소개 

영상 등)로 제공하는 2차원 컨텐츠(변형 정보 컨텐츠) 
서비스이다. 컨텐츠별 여정지도를 통해, 해당 정보 
원형을 컨텐츠로 제공하는 영상 및 음악 컨텐츠 

분야와 달리, 도서 컨텐츠는 앞선 두 컨텐츠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 UX 고려 사항 

앞선 연구 방법, 사용자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Theme을 최종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해당 세부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다.  

• Function 측면에서 

① 검색은 강화, 추천 기능은 단순화 
시니어층은 소비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로 직접 검색을 하는 편이다. 따라서, 검색 

기능을 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추천은 오히려 정보의 양이 과도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간결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직관성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② 유저 최적화를 위한 도구/툴 강화 
시니어층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편이다. 이러한 점은 서비스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UI를 제공해야한다. 즉, 글자 크기 조절 기능과 같이 

화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거나 눈부심을 예방하는 
색상 및 필터 조절 툴을 제공해, 스스로에게 꼭 맞는 

서비스 환경 상태를 만들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UI 측면에서 

①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UI 통일성 향상 

시니어층은 서비스에서 정보의 양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탐색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서 뷰어페이지와 같이 목적이 확연하게 다른 

컨텐츠 소비 페이지를 제외하고, 전체 서비스 UI를 
간결한 정보 설계 바탕으로 일정한 레이아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탐색을 유도하는 튜토리얼 디자인 필요 
시니어층은 서비스 탐색 과정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적응을 

위해 페이지 스텝 별 온보딩 디자인 제공과 이를 
통한 중도 이탈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시니어층을 위한 CTA 버튼 제공 

시니어층은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구축된 
멘탈모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관적인 

버튼을 서비스 전체에 통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CTA 버튼 중, 텍스트-컬러, 테두리형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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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보다, 명확도가 높은 배경 컬러와 대비되는 

컬러의 박스 형식 버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UX Writing 측면에서 

① 매우 직관적인 카피라이트 제공 

현 서비스들에서는 2030세대 청년층을 타겟으로 
감성적인 Writing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시니어에게 적합하지 않다. 타이틀인 HOME, 뷰어, 

결제, 검색 등과 같은 페이지에는 해당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레이블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천 시스템 분류에서 취향 별, 베스트셀러, 

분야별 등과 같은 명확한 컨텐츠 구별이 가능한 

레이블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Interaction 측면에서 

① 유연한 서비스 탐색을 위한 인터렉션 요소 설계 
시니어층은 현실세계의 경험에서 구축된 

멘탈모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서 뷰어 
페이지에서 책장 넘긴 효과를 실제 페이지 터닝 효과 
등과 같이 현실세계의 경험이 반영된 재현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스텝을 진행하며 시니어층은 
자신이 제대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햅틱과 같은 짧은 진동으로 촉감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구독 서비스 측면에서 

① 플랫폼 내에서 변형된 구독 채널 및 과정 설계 
시니어층이 어려움을 느껴, 이탈률이 빈번한 단계는 
구독/결제이다. 2030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 결제는 

시니어에게 난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니어가 
익숙한 결제 방식(예, ARS)을 수정 활용하거나, 공유 
기능으로 자녀의 도움(예, 아이디 Sharing)을 받아 

구독하는 솔루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결론 

7.1 소결 

본 연구는 컨텐츠 서비스가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환경적 배경에서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5060 액티브 시니어층의 컨텐츠 서비스 사용 
경험을 분석 및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의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60 액티브 시니어의 컨텐츠 사용 경험 
전반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층의 
컨텐츠 서비스의 여정을 청년층의 여정과 비교하여 

[진입 이유]~[소비]의 과정까지 7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두 집단 간의 접점을 분석해 각 컨텐츠 

서비스 간의 차이점을 탐구 할 수 있었다. 

둘째. 도서 컨텐츠에서 시니어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영상과 음악에 

비교하여, 도서 컨텐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도서 중심의 시니어층을 
고려한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타겟 유저에 맞추어 방법론을 유동적으로 
변형해 데이터 신뢰성을 높였다. 시니어층 연구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방법론을 
유동적으로 변형하였다. 휴리스틱 평가에서는 전문가 
이외 시니어 유저를 선정하였고, 심층 인터뷰에서는 

추가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해당 

데이터의 질을 높였다. 

7.2 한계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기간으로 인해, 부족한 모수로 
진행되었다.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패인포인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피험자로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50대와 60대 피험자 각각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시니어 UX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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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일어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중·고령층 사용자 계층에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심화되고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인종, 지역 등에 따라 인터넷 또는 

다른 뉴미디어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난다[1][2]. 이런 디지털 

격차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역량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됨을 고려할 때 향후 중고령층의 

일상적 사회활동에 장애 요인이 되면서 사회 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C,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 중에 일상적 사회 

활동 측면에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기기는 마트,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활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용의 방안으로 중·고령층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사용성 평가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중·고령층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키오스크, 디지털 포용,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리터러시,  

1.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사회는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서비스, 

금융, 외식업계 등 산업 전반의 소비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키오스크, VR, 타블랫 PC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인종, 

지역 등에 따라 인터넷, 뉴미디어 등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1]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 사용자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 

별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정책적 측면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타블랫 PC,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사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역별 

현장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키오스크에 대한 

이론적 안내 및 조작방식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며,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이 병행되고 있다[3][4]. 서초구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학습을 위해 키오스크 교육을 위한 이동형 

키오스크 교육태블릿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있다[5]. 이렇게 

키오스크와 관련한 복수의 교육 시행 사례는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 확장에 있어 키오스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키오스크의 확산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고령층이 키오스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역량을 키우게 돕는 것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 목적 

현재 UX분야에서도 중·고령층의 키오스크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키오스크 

인터페이스의 개선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고령자용 키오스크 설계, 키오스크 활용 교육 

서비스 제시 등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우선 기존 키오스크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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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순 

텍스트 크기를 키운 화면 제공 식의 개선안만 

제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6]. 또한 이미 다양한 영역에 퍼져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대체하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 또한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고령자용 

키오스크 및 키오스크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대두되었지만 사회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 해결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 해결책으로의 한계가 존재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급속한 기술 진보 및 시장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령층의 학습 참여를 적극 유인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8].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키오스크 증가현상에 대한 중·고령층의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키오스크 증가현상에 대해 ‘중·고령층의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이 될 필요가 있음’이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7].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고령소비자 비대면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향후 비대면 거래를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키오스크 사용방법’이 

100 점 중 82.1 점으로 중·고령층 사용자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7]. 결과적으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중·고령층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적 서비스의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중·고령층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이 교육의 효용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 키오스크 유형별 분류 안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탈피해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오스크 

활용에 있어 통합적 측면이 아닌 주문 및 결제에 

있어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후, 확장된 

분야의 키오스크 활용에 있어서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원활한 

키오스크 활용을 돕는 교육용 시스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내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개선하고 디지털 포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측면에서 사용성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중·고령층 사용자의 원활한 

무인주문결제 서비스 이용을 돕는 교육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의 이론적 고찰 

2.1 키오스크란 

키오스크(Kiosk)란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보 서비스 

및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무인단말기이다[7]. 넓은 

의미로는 ATM, 관광정보 제공 기기, 티켓 예매 

기기 등이 모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매장 내 

주문 및 결제를 위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2.2 중·고령층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이용 현황 

키오스크를 통한 인터랙션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주문 및 결제를 목적으로 제공되며,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문 및 

결제를 위해 매장 내 직원의 응대가 아닌 

키오스크를 활용함에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 사용자의 불편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 1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1 년간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 살 이상 중·고령층 소비자 245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7].  

표 1. 키오스크 이용 불편사항(중복응답) 

구분 응답 

1 상품 선택부터 결제까지 

단계가 너무 복잡함 

51.4(126) 

2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을 찾기 어려움 

51.0(125) 

3 주문이 늦어질 경우 뒤의 

사람한테 눈치가 보임 

49.0(120) 

4 화면의 그림,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음 

44.1(108) 

5 결제수단이 제한되어 있음 33.5(82) 

6 한 화면당 조작 시간이 짧아 

처음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 

31.8(78) 

7 주문할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없음 

24.9(61) 

*(단위 : %,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의 비대면 거래 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문 단계가 복잡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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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를 처음 경험해본 65 살 이상 

중·고령층 사용자의 경우 용어 및 조작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복잡한 

주문 단계, 조작 방식의 어려움에 따라 표 1 의 구분 

3 에 대한 응답처럼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은 중·고령층의 사용자의 경우 , 

심리적 부담감에 따라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을 회피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고립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결국 디지털 디바이드 개선의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사용자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포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3.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성 평가 및 

문제 분석 

앞서 분석한 자료만으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 경험과 사용성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적 데이터를 추가 분석을 수행하여  

중·고령층 사용자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향후 진행될 교육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에 용이한 프랜차이즈 매장 

2 곳을 선정하여 중·고령층 사용자의 키오스크 

사용성을 평가 및 검토하였다.    

3.1 평가 방법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실증적 

내용을 기반으로 중·고령층 사용자의 구체적인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표 2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평가 목적 및 방법 

           내용 

평가 

목적 

중·고령층 사용자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성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평가 

대상 

만 65 세 이상 중·고령층 사용자 

평가 

방법 

-태스크 수행 전, 기대 평가 설문 수행 

-태스크 수행 후, 경험 평가 설문 수행 

 

평가 

내용 

Task 1.  M사 프랜차이즈 매장 키오스크 

이용을 통한 주문 및 결제 수행 

주문 유형 선택-메뉴 탐색 및 선택-세부 

옵션 선택-장바구니 추가-추가 주문 여부 

및 주문 내역 확인- 결제 

Task 2.  B사 프랜차이즈 매장 키오스크 

이용을 통한 주문 및 결제 수행 

메뉴 탐색 및 선택-상품 선택-세부 옵션 

선택 1-세부 옵션 선택 2-추가 주문 여부 

및 결제 

평가 대상에 있어 전통적인 고령층의 진입 연령은 

60 세이지만, 현재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연령 

기준으로는 만 65 세가 통용되고 있으므로[9] 본 

연구에서는 만 65 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65 세 

이상 사용자 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진행에 

있어서는 메뉴 탐색 및 상품 선택부터 결제까지의 

이용 과정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 경험의 일반화에 용이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2 곳을 선정하여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및 

결제와 관련해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고 평가 

전,후 설문을 통해 중·고령층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구성은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설문 구성 

           내용 

1 전반적으로 이 과제의 난이도가 

쉬워보인다. 

2 전반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다. 

3 전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에 화면에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해 보인다. 

4 전반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기기의 

조작 방식이 쉬워 보인다. 

5 전반적으로 이 기기의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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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에 사용된 설문은 알버트(Albert)와 

딕슨(Dixon)에 의해 정의된 예상 측정 방식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평가 전, 기대 평가와 평가 후, 

경혐 평가를 통해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중·고령층 

사용자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림 1. 프랜차이즈 매장 별 키오스크 

 

3.2 평가 결과 및 문제점 도출 

평가 결과, 대부분의 중·고령층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B사 프랜차이즈 매장과 

관련된 태스크를 보다 쉽게 수행하였다. 중·고령층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화면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요인에는 첫째, 각 키오스크 별 메뉴 탐색 

내비게이션 구조 둘째, 세부 옵션 선택 단계에서의 

태스크 흐름 셋째, 추가 주문 및 결제 단계에서의 

태스크 흐름에 대한 차이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4 는 프랜차이즈 별 키오스크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주요 화면 및 태스크 흐름에 대한 

레이아웃 프레임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M 사 프랜차이즈 키오스크 레이아웃 프레임 

구분 Task 1 Task 2 

메뉴탐색   

내비게이션 

구조 

  

세부 옵션 

선택 

태스크 

플로우 

   

추가 주문 

및 결제 

태스크 

플로우 

  

 

메뉴 탐색 내비게이션 구조에 있어M사 프랜차이즈 

키오스크의 경우, 디지털에서 일반적인 상단 

내비게이션이 아닌 좌측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 터치가 아닌 스크롤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은 

중·고령층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며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있어 B 사 프랜차이즈의 태스크 

수행보다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세부 옵션 선택에 있어서 B 사 프랜차이즈 

키오스크는 세부 옵션 선택을 두 단계의 스크린으로 

분리해 디지털 화면에 대한 빠른 인지가 부족한 

중·고령층 사용자도 비교적 쉽게 진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반면, M 사 프랜차이즈 매장은 

세부 옵션 선택 단계를 상품 선택 과정에서 

세세하게 분리해 태스크 진행에 있어 중·고령층 

사용자가 더 많은 화면을 조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세부 옵션 선택 후 추가 주문 및 결제 태스크 플로우 

에서M사 프랜차이즈 키오스크는 장바구니 추가 후 

결제 단계가 아닌 추가 주문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이어지며 ‘선택 안함’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버튼을 터치해야만 결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B사 프랜차이즈 키오스크는 장바구니 추가 

시, 메뉴 선택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며 하단에 

주문 내역과 ‘결제하기’ 버튼이 제공되며 추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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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제 여부를 한 화면 내에서 선택 가능해 큰 

어려움 없이 결제까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태스크 별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 외에도 

B 사 프랜차이즈 매장 내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및 결제가 두번째 태스크라는 측면에서, 키오스크의 

단계 구조 및 조작에 대해 앞선 태스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한 상황이 였다는 환경적 

요인도 존재한다. 이에 두 가지 태스크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키오스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록 보다 쉽게 수행 가능함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고령층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태스크 

후반에 갈 수록 증가했음을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각 키오스크별 평가 전,후 설문에서는 키오스크의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평가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평가 전, 기대 평가에 있어서 

수행 난이도, 소요 시간, 사용법 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던 반면, 평가 후 진행한 경험 

평가에서는 기대 평가에 응답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 다음 그림 3은 태스크 별 진행한 

기대 평가 및 경험 평가 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 그래프의 4 사분면은 

태스크에 대해 어느 부분을 집중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모여있는 왼쪽 하단은 ‘큰 기회’로 참여자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어려웠던 

태스크이다. 분석 그래프를 살펴보면 태스크 수행, 

수행 만족도, 조작 방식, 정보 해석 등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의 5 번 문항은 분석 

그래프에서 태스크 1,2 가 모두 오른쪽 상단에 

가깝게 위치한다. 오른쪽 상단은 사용자가 쉽게 

생각하는 의미로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3. Task 1,2 설문 분석 그래프 

 

태스크 수행을 통한 평과 결과를 기반으로 

중·고령층 사용자가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겪은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면의 조작방식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키오스크는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쉽고 

정확한 조작과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 동작한다[10].  

중·고령층 사용자의 경우, 화면 내에서 터치 영역과 

스크롤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조작하여 기기를 동작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화면 내 정보를 

단번에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제공되는 

상품 사진과 텍스트 간의 관계를 연계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텍스트가 아닌 상품 

사진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주문 및 

결제에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상품 선택부터 결제 단계까지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메뉴 탐색 – 상품 선택 – 

세부 옵션 선택 – 장바구니 추가 – 결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 진행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용에 있어 겪은 핵심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중·고령층 사용자가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디지털 리터러시[11]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향후 중 고령층의 무인 주문결제 

키오스크 활용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가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및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중·고령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겪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키오스크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거나 

개선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대부분의 

중·고령층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은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가  매장 별로 상이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해결책 측면에서 중·고령층 사용자가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효율적인 키오스크 

교육 시스템 UX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키오스크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장 별 상이한 유형 별 

태스크를 분석하여 중·고령층 사용자가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령층 사용자가 주문 및 결제 키오스크의 사용 

구조 이해를 위해 진행 단계를 세분화한 메뉴 탐색, 

옵션 선택, 추가 주문 및 결제 등의 구간 별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주문 및 결제 태스크를 실제 완벽하게 수행 

가능한지 중·고령층 사용자 스스로 검토 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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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태스크를 마련하여 실제 키오스크 사용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및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교육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점들을 교육에 있어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일어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요구되면서,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중·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출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원활한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디지털 포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적은 표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고령층 사용자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교육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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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거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에서도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한 워크숍은 다양한 기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입 과정과 운영프로세스, 환경 등 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 예로 원격으로 

화면을 공유하고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이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사용자들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워크숍의 품질과 

직결되기도 한다. 또한 여러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 

화면이 누락되거나 모든 사용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교육환경의 언택트 워크숍과 오프라인 워크숍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언택트 

워크숍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언택트 워크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언택트 워크숍 환경 구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교육 

현장에 적합한 언택트 워크숍 서비스와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언택트, 비대면, 워크숍, 사용성 평가, 

서비스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언택트(untact)방식의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택트란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un’과 ‘contacet’를 접목한 신조어로 

키오스크 및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1]. 언택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대신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택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과 

달리 한정적인 언택트 서비스의 활용은 기존의 

대면 방식과의 격차가 발생하여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언택트 서비스의 특성상 

네트워크 접속의 문제, 사용자의 정황 전체를 작은 

화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집단이 토론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도출하는 형태의 

워크숍 활동에서 언택트 서비스의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추론에 따라 최근 논리적 말하기와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한 토론식 교육 측면이 

강조되는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워크숍 활동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언택트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한계점 극복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 같은 교육환경에서  현재 

언택트 서비스가 이용되는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언택트방식의 워크숍 진행 경험에 대한 게릴라 

형식의 언택트 서비스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의 워크숍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연구를 통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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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언택트 워크숍 지원 서비스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사례연구 

2.1 교육환경에서 언택트 서비스 도입 사례 

 실제 언택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호남대학교는 <비대면 학습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택트 방식의 특강과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소통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더욱  

효율적인 비대면 강의를 위한 학습법을 주제로 

하여 실제 학생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언택트 

방식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방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사례로 숭실 사이버 

대학은 크로마키를 활용한 새로운 언택트 방식을 

구축하였다. 교수진은 자동화된 스튜디오에서 

강의자료를 크로마키로 합성할 수 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강의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쉽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진이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과 

다중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워크숍 환경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토론 및 집단 작업이 

필요한 교육 환경에서의 언택트방식을 도입할 

때에 ZOOM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MURAL, MIRO같은 화이트보드 서비스의 혼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디바이스 환경과 두 가지 서비스 

연동 측면에서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팀별 소통의 

어려움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의 언택트 방식 도입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기존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프로세스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프라인 활동 경험을 

온라인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경험으로 끌어 올리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참여자간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한 

학습효과를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에서의 언택트 

서비스와 기술의 효율적인 측면이 편리성과 함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필요할 것이다. 

2.2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과 비교 

 대학 교육에서 워크숍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장려할 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협동심을 

고취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고차원적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최근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집단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에 따라 대학 교육과 같은 

교육환경에서도 기존 워크숍 방식을 벗어나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 서비스활용과 더불어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 프로세스는 팀 빌딩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언택트 방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 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환경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에서의 워크숍 활동을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남 교육청을 비롯한 상지대학교 

등의 교육 워크숍 자료를 참고하여 보편적인 

워크숍의 주요 활동과 진행 절차를 그림 1 과같은 

형식으로 도식화 하였다. 

 

그림 1  오프라인 워크숍활동과 진행절차 

교육 환경 워크숍의 일반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강의 

• 토의 및 토론 

• 브레인스토밍과같은 아이디어 생산 활동 

 평소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던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위와 같은 활동과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준비된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주고 받는 활동에서도 

워크숍의 맥락에 따라 참여자들 간 소통이 

원활하였고 아이디어 도출 활동에서도 포스트잇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퍼실리테이션이 

가능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언택트 

워크숍은 디지털 화이트보드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오프라인 워크숍과 달리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고 사용자간 의견 취합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워크숍 

절차를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예상 

문제지점을도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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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워크숍활동과 진행절차 예상 문제 지점 

 교육주제 관련 강의와 해결과제에 대해 논의 하는 

절차에 있어서 교육자의 일방적인 전달 및 

최소화된 소통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강의와 같은 맥락으로 ZOOM 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로 대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팀별 미션과 집단 작업 및 전체 

토의 활동은 다수의 의견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언택트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환경에서의 언택트 워크숍을 

모델링하여 사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언택트 워크숍 환경 사용성 평가 실험 

3.1 실험 방법 및 태스크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게릴라 형식의 언택트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언택트 워크숍 환경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화상회의를 위한 서비스로 ZOOM, 

참여자 의견 취합 및 팀 활동을 위한 서비스로 

Mural 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선정하였다. 각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서비스이며 ZOOM은 대표적인 

화상회의 서비스로 기존 대면 방식의 소통과 상호 

작용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MURAL 은 다양한 문서 서식을 

지원하고 오프라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씽킹 및 보딩 작업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언택트 워크숍환경 사용성 

평가 대상 서비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규모 언택트 워크숍 환경을 

구축하였다. 상세하게는 그림 4와 같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6 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참여자 중 

임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팀을 나누어 

각 Task 를 수행하게 하였다.   

  언택트 워크숍 환경의 시나리오는 오프라인 

워크숍의 교육자가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토론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워크숍 환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통, 

협업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태스크를 

선정하였다. 

표 1. 언택트 워크숍사용성 평가 Task 

  각 Task 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 및 인터뷰하고 

짐루이스(Jim Lewis)가 개발한 사후 시나리오 

설문 (After-Scenario 

Questionnaire,ASQ)(1991)을 기반으로 사전 기대 

평가와 사후 경험 평가를  설문하는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Task를 수행에 있어  난이도가 어땠나요? 

• Task는 본인의 학업 및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능인가요? 

•  타 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비스는 적절한 

프로그램인가요? 

 

그림 3   언택트 워크숍 환경 사용성 평가 절차 

그림 3은 사용성 평가 진행 절차이며 Task 수행 

전 각 Task 에 대해 얼마나 어려워 보이는지에 

대해 7 점척도를 기준으로 하며 설문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이 끝난 후 각 이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 

설문을 7 점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문하였으며 

Task 수행 중과 설문 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세부적인 평가 목적 및 방법에 대한 표이다.  

표 2. 평가 목적 및 방법 

           내용 

평가 

목적 

대학교육 환경에서 언택트 서비스 사용성 

평가를 통한 언택트 워크숍 환경의 문제점 

파악  

평가 

대상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 2,3학년  

Task 내용 

1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참여자를 소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취합 할 수 있다 

3 주어진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카데고리별로 편집후 타 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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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태스크 수행 전, 기대 평가 수행 

-태스크  수행 후, 경험 평가 수행 

-태스크 수행 및 설문에 대한 정성적 연구 

 

평가 

서비스 

ZOOM: 대면 접촉 및 강의 대체 가능 

Mural: 보딩 및 퍼실리테이션 대체 가능 

구글 프레젠테이션: 공동 작업 문서화 

가능 

 

 

그림 4   언택트 워크숍 실험환경에서 참여자 역할 분배 

 

3.2 사용성 평가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학교육 환경에서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게릴라 

형식의 언택트 워크숍 환경을 조성하고 ZOOM과 

MURAL, 구글프레젠테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성 평가실험을 하였다. 주어진 3 개 Task 중 

1,2 번 Task 는 ZOOM 을 이용하였으며 마지막 

Task 는 팀을 나누어 각각 MURAL 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Task 와 

활용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언택트 서비스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5]. 

표 3.언택트 워크숍 사용성 평가 기준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이미 ZOOM 을 이용하여 

회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코로나 19 사태로 

대학에서 화상 회의 방식의 강의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나 워크숍을 개설하고 참여자들을 소집해야 

하는 사여자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또한 

기존의 언택트 방식의 강의나 오프라인 워크숍과 

달리 언택트 워크숍 환경에서는 소통에 대한 

불편함과 각 참여자의 의견이 대립 되는 상황에서 

음성이 맞물리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옮기고 팀원과 공유가 

쉽다는 측면에서 편리성과 만족도가 높았다. 

대체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워크숍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언택트 워크숍이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또한 집단 작업을 수행할 때에 

즉각적 소통으로 위한 서비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각 Task 별 

문제점을 정리한 표이다. 

표 4.언택트 워크숍 Task 별 문제점 

Task 문제점 

ZOOM 을 

이용한 
회의 

개설과 

워크숍 

시작 

1. 워크숍 시작 전 의사소통의 어려움 

2. 디바이스, 네트쿼트 환경에 따른 격차 

3. 인터페이스 조작의 어려움 

ZOOM 
소그룹을 

이용한 

팀별 토론 

1. 회의 개설자 설정에 따라 상이한 

화상회의 환경 

2. 타 팀, 교육자와 소통 단절(어려움) 

 

아이디어 

생산 및 
데이터 

편집 

1. 채팅 및 그룹통화를 통한 소통의 어려움 

2. 서비스 내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 

 전체적으로 3개 Task 를 수행하는 실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숍을 위한 화상회의 개설 전 의사소통의 

부재가 발생하여 서비스에 접속된 참여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육자가 참여자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둘째, 다수의 

참여자의 동시다발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여러 참여자의 음성이 맞물리거나 특정 사용자가 

대화 창을 보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많아 질수록 원활한 상호작용에 

불편함이 있어 일방적인 소통으로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용자의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환경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가동 범위가 달라지고 새로운 도입 

방식으로 인해 별개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워크숍 

기준 내용 

효율성 Task 수행 시 의사소통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휴대성 Task 수행 시 공간에 제약이 없이 

커리큘럼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가 

편리성 Task 수행 시 오프라인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결합 

가능성 

Task 수행 시 타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와 

유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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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언택트 방식을 도입했을 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언택트 

워크숍 진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 

4. 논의와 결론 

 언택트 서비스는 사용자간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소통하며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언택트 

서비스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고자 하는 

2030 세대의 소비 형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과 이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기기 및 이동통신망의 발달로 언택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언택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달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 환경에서 언택트 

방식의 도입은 타 분야에 비해 빠르게 

적용되었는데 대학 교육 환경에서 집단 사고와 

집단 토론을 거쳐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워크숍활동에서 언택트 방식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되던 

교육 워크숍 프로세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기존 오프라인교육 

환경에서 이루어 지던 워크숍은 강의를 듣고 집단 

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할 시 기존과 다른 소통 방식을 취해야 하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오프라인과 달리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운 언택트 

방식의 워크숍 환경을 조성할 때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는 서비스적 제약을 

없애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 자유도에 따라 그룹별 소통이 

유동적이어야 한다. 둘째, 언택트 환경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언택트 

워크숍에 적합한 교육 프로세스 개발이 중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워크숍 프로세스를 

언택트 워크숍 환경에 적용한다면 큰 학습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언택트 

환경에서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언택트 교육 

워크숍 프로세스를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화상통화 서비스와 공동 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워크숍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언택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와 경험의 차이를 줄이고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6].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오프라인교육 환경과 언택트 방식의 교육 

환경에서의 워크숍 대해 비교 조사하고 기존 

오프라인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제 언택트 워크숍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언택트 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 환경에서의 언택트 

워크숍 환경을 위한 사용자 경험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험 절차상에서  실제 

워크숍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와의 간극이 

존재하고교육 환경에서 오프라인 워크숍과 언택트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로 교육 

환경에서 오프라인 워크숍과 언택트 워크숍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프로세스와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대학 교육 언택트 

워크숍을 위한 기준을 정의하고 언택트 방식에 

적합한 교육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 교육 워크숍에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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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이전 

의 일상으로 완벽한 복귀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접촉을 최소화하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언택트(un+contact)문화’가 고착되어 문화 산업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시문화 산업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전시공간은 언제까지나 

고정형인 공간일 수는 없다. 관람객이 전시공간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전시공간이 관람객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동가능한 모듈화 전시공간을 제안하여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전시공간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도출해 본다.   

 

주제어 

언택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모듈러 

전시공간, 이동 가능한 전시 공간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Pandemic)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문화와 여가 

생활의 형태는 크게 바뀌었다. 언택트(Untact)한 사회 

구조변화로 인해, 전 세계 컨벤션 센터의 대규모적인 

컨퍼런스(무역박람회)는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었 

으며, 세계적으로 전시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시관, 박물관, 체험관, 박람회 

등은 비대면의 온라인 행사나 디지털 컨퍼런스로 

전향이 되었다. 즉 전시문화사업의 전반적인 형태 

또한 오프라인 형태의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시문화산업의 경우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바이어 

(Buyer)와 커스터머(Customer) 그리고 주체자와 관 

람자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온라인전시 

형태는 직접적 체험 요소의 부족한 점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전시공간은 현재처럼 고정적이며 

고전적인 공간일 수 없으며,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팬데믹 환경에서도 전시 

자와 관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하게 교류하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대안과 적합한 

시도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사회의 접촉성 감염병에도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비대면 전시공간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른 방법은 첫째, 

언택트 시대에 전시공간의 개념 및 전시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둘째, 언택트 시대에 모듈러 전시공간 

(Modular Exhibition)을 적용한 디자인 플랜을 

기획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언택트 시대의 전시공간 

2.1 언택트 시대의 전시공간 개념 및 필요성 

팬데믹으로 인해 전시산업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으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컨퍼런스와 전시기획들이 취소가 

되었다. 또한 관람객들은 접촉성 감염에 대한 불안 

감으로 외부로의 외출을 최소화하면서 전시공간의 

방문을 자제하게 되어 전시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전시공간은 밀폐된 공간에 

최소한의 관람객만 집 객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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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동식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주변 상황의 여건에 

따라 플렉서블(Flexible)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Modular) 이동 가능한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2.2 이동 가능한 전시공간의 특징 

이동 가능한 전시공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한지의 논의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동 가능한 전시공간은 플렉서블 

(Flexible)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동을 

위한 운반성, 모듈성, 경량성, 그리고 제작의 용의성을 

위한 시공성, 공기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에 대한 재활용성, 친환경성으로 

도출되었다. [표 1]과 같이 이동 가능한 전시공간과 

모듈화 전시공간(Modular Exhibition)은 언택트 

시대의 전시공간에 효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표 1. 이동 가능한 공간의 특성[1]
 

 

3. 언택트 환경의 모듈러 전시공간 

이동 가능한 공간의 특징을 모듈러 전시공간 

(Modular Exhibition)에 적용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환경에서의 모듈러 전시공간을 블록(block) 

구조로 구성해 본다. 

그림 1.  모듈러 전시공간의 기본 구성도
 

모듈러 전시공간은 관람자와 관람장소에 따라 

구조체가 나열, 결합, 분리, 이동, 탑재, 집중, 연결, 

비대면화 되는 등 다양한 조형적 변화가 가능하며 

전시 컨셉과 용도에 맞추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각 구조체가 기성품으로 모듈화 

되어있기 때문에 제작이 용의하고 운반 및 이동이 

자유로우며 특정 전시장소에 장해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지의 구조, 목적에 따른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여 전통적인 고정형 전시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가변적 

전시공간이 될 것이다.  

모듈러 전시공간의 설계 기획 

모듈  / 나열 결합 / 생성 

 

모듈화 된 베이스는 이동이 

자유로워 어느 장소로도 이동, 

설치 가능 

 

새로 형성된 모듈이 결합되어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공간을 재 

생성 

분리 / 배출 이동 / 변화 

 

재 생성된 모듈은 분리되고 배출 

되어 공간의 비대면화 가능 

 

다양한 형태의 공간은 서로 

다른 컨셉의 공간으로 변화  

탑재 / 적층 집중 / 집합 

 

기본 모듈에서 위와 아래로 탑재 

가 가능하여 비대면 동선으로 

강제분리 

 

집합 등 집중이 필요한 행사에 

따라 몰입이 가능한 집중형 

공간을 생성 

나눔 / 비대면 연결 / 소통 

 

각 모듈은 완벽하게 개별로 나누 

어져 공간의 비대면화 

 

자유로운 형태로 연결되어 

상호 소통이 가능 

그림 2.  모듈러 전시공간의 설계 기획도
 

구성 특성 

운반성 이동을 위해 구조물의 크기를 축소, 분할하여 운송 

모듈성 구조의 조립과 해체의 용의성을 위한 모듈화 

경량성 가벼운 소재의 선택으로 구조를 보다 경량화 

시공성 구조의 조립과 해체가 편리한 시공적 기술의 확보 

공기성 
기성화로 제작되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조립, 공사 

기간의 단축  

경제성 조립 해체의 용의성으로 제작 비용 절감 

재활용성 사용 용도와 설치환경에 따라 추후 재활용이 가능 

친환경성 구조체의 재활용으로 산업 폐기물 배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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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COVID-19 의 여파로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으며 공연·전시 등 예술·문화산업은 큰 

침체기에 빠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반기에 전시공연 관련 

업계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80%이상 감소한 

900 억원 대 로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2]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AR·VR·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대중들의 문화 소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며 언택트 시대로 굳게 닫힌 예술·문화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오프라인 

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연적 기회와 공간이라는 

스페이스에서 오는 몰입도, 촉각을 통해 컨텐츠를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교감하는 경험과 커뮤니 

케이션의 만족도에서는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에 대체불가 일 것이다. 이처럼 장소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오프라인 전시 시스템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될 것이지만 언택트 시대에 관람자가 

전시공간에 방문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전시공간도 새로운 집객 방식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모듈러 전시공간 (Modular 

Exhibition)은 팬데믹 사회의 접촉성 감염병에서도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적합한 전시 

공간이며, 나아가 팬데믹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시공간이 변화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어프로치(Approach)로부터 전시 공간을 

제안하는 것은 현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시공간에 대한 해답이며 새로운 전개 또는 진화를 

모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의 전시문화 

산업은 언택트 시대의 변화 방식에 부응하여 이동성과 

모듈화에 기초한 보다 플렉서블(flexible)한 공간 

구조가 요구될 것이며 언택트 시대에 전시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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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있지만 관련 법제도 등의 일부만 
개정되고 있을 뿐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와 매뉴얼 등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대형 병원 환자들의 재난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문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 장애인 및 노인 재난안전 관련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공간을 예시로 재구성 하여 

재난관리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Agent-based Modeling 시뮬레이션 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재난, 재난 대피, 화재, Agent-based Modeling, 대피 

시뮬레이션, 병원, 안전취약계층 

1. 서 론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자연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전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3 차 대형 병원 환자들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거나 재난 피해 후 원래의 생활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나 노환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대형 병원의 
환자들은 대피 시 대피 가능성이 높은 그룹부터 

대피하게 되어 있기에, 특히 지체 장애인과 같은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은 비장애인보다 대피 
우선순위가 낮아 재난에 더 취약하다. 장애인의 경우 

근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위급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력 이동이 어려워 재난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권영숙, 2013), 노인의 경우 시력, 청력, 
평형감각 등 감각기관이 약화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과신으로 신체적 변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주의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오금호, 

2013). 

이처럼,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등의 일부만 

개정되고 있을 뿐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와 매뉴얼 등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재난 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때 안전취약계층의 취약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대형 병원 
환자들의 재난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문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 장애인 및 

노인 재난안전 관련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공간을 예시로 재구성 
하여 재난관리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문 

2.1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의료시설에서의 
화재와 이에 따른 대형인명피해로 인하여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피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형 

병원의 피난 시간 개선방안에 관한 방안을 제안한다. 

유정숙 (2013)은 「노인복지법」에 “침실이 2 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승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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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경우 면제되는 조항을 따르는 것을 
지적하였다. 화재 시 전원공급 차단에 의한 가동중지나 

연기확산의 통로가 되면서 굴뚝효과가 발생해 더 큰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승강기를 제외하고 
휠체어와 침대 등 수직피난이 곤란한 노인요양 환자의 

현실적인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경사로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김종범 (2009)은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며, 환자의 보행상태가 휠체어 및 
보조기구 등에 따라 피난시간이 상이하여 이용자 
전원의 이동시간을 분석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IMULEX를 이용하여 피난시간을 개선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수직보행이 곤란한 노인 

요양환자의 현실 적인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경사로 
설치와 노인의 장애 유형에 맞춰 자력이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저층에 배정하여 피난 시간을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흥교 (2012)는 보건복지부의 노유자시설 피난설비 
설치에 한 만족도 및 강화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거 옥외경사로 설치 등 피난 경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화재 대피 훈련 시 4 층 건물에 연적면 
1,200 ㎡ 규모의 침실을 갖추고 75 명이 입소해 

있음에도 승강기와 경사로가 없고 직통계단과 
옥외계단만이 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어 큰 문제점을 
나타낸 노인요양원을 예로 피난용 경사로 설치와 

안전성 확보 등의 설치기준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화재대피 훈련 시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계층들을 
요양원 관계자나 공익요원들이 등에 업거나 이불에 

감싸서 아래층으로 피하는 피난을 실시하였다. 열과 
연기에 약한 노인 건강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력에 의한 
본격적인 구조활동 이전에 재실자의 안전 보장 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병원 건축구조 관련 법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소방법은 그 동안 일본의 

건축기준법을 준용하며 제정되었으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안전취약계층의 피난안전성을 위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 

증진법)과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 통로 등에 
관한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피난 관련규정에 관한 법 

조항 개정에 적용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재실자 
피난 경로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계단과 복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단과 관련된 기준으로는 직통 계단, 피난 
계단 및 설치기준이 있다. 노유자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일 경우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 계단의 설치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2019). 

또한, 병원 및 요양병원의 피난로 설치기준을 살펴 보면 
모든 출입구의 유효폭은 0.8m 이상이며,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 출입구 형태는 출입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단 
계단참의 유효폭을 살펴보면 1.2m 이상 계단참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1.8m 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통 계단의 설치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피난 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조에 따른 갑종 방 화문을 설치할 것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단참의 높이는 
높이 3m 넘는 계단에서는 3m 이내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높이 1m 넘는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 너비 3m 넘는 계단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제 1 종 및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시설, 노인 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 계단 출입구 유효폭은 이상 공연장인 경우는 

출입구 너비 이상 전체 유효폭 너비 바닥면적 마다 
이상 확보 판매 및 영업 시설이 바깥 출입구 유효폭 
너비의 합 바닥면적마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법, 

2019). 

3. 연구 

3.1 대피 시나리오  

앞서 제안된 건축 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 공간, 
특히 대피 공간을 재구성 함으로서 재난취약계층 환자,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Proceedings of HCIK 2021

- 106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보조 도구를 설계하고, 이 대피 보조 도구들이 실제 

환자들의 대피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GAMA 
Platform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본다. GAMA 
Platform 시뮬레이션이란 (이하 가마),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이다. 에이전트에게 
각각의 속도 계수를 지정하고 예시 병원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17 층을 기준으로 세가지 

시나리오를 재현한다. 

3.2 시뮬레이션 도구 

본 연구에서는 ABM(Agent-based Modeling) 을 
기반으로 대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ABM이란 
‘복잡계(complex system)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으로, 시스템 내 행위자 (Agent)의 주요 속성과 
행동 규칙을 설정한 후,  시스템 내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모의한다 (유순영, 201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ABM 기반의 ‘GAMA Platform(이하 
GAMA)'을 활용하였다.  GAMA 는 ABM 기반의 
시뮬레이션 GUI 프로그래밍 플렛폼이며,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시각화가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실 공간별 대피 순서 유무에 따른 대피 결과 를 
분석하기 위해, 대피자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 아무런 대피 보조 도구 없이 현 구조 그대로 환자 및 

의료진의 최하층으로의 대피 

2.  건물 옥상에 옆의 건물로 대피할 수 있는 임시 
교량으로 침대 환자 이송 및 일반 환자 및 의료진의 

최하층으로의 대피 

3. 건물 옥상에 옆의 건물로 대피할 수 있는 임시 
교량으로 침대 환자 이송 및 휠체어 및 이동 보조 도구 
이용 중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일반 

환자 및 의료진의 최하층으로의 대피 

각각의 그룹에 속한 대피자는 보행에 문제가 없는 
건장한 성인에 대비하여 평균 1.40~2.6m/s 의 

속도(최수지 외, 2019) 이하로 보행한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대피자들 모두 탈출구 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재난 발생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피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 라고 가정하였다. 대피자들은 주어진 
경로를 따라 일렬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경로를 점유하고 있는 대피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경로의 포화상태에 따라 대피자의 이동 속도가 

변하도록 설정하였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공간 구조를 단순화하여 시 
뮬레이션 공간을 설계하였다. 총 여섯 개의 공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출구는 한 곳이다. 각 각의 
공간마다 재실자는 50 명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병원 
입원 공간 중 세브란스 본관 17층을 기준으로 확립된 

시뮬레이션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가 모두 피난 상황을 인 
지하였으며 대피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의 상황 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피난 성능은 시뮬레이션 시작 
직후부터 모든 재실자가 탈출구로 이동 하기까지 
소요된 사이클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 였다. 위와 같이 

설계된 환경에서 그룹마다 각각 3 회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 그림은 GAMA 시뮬레이션 내 에이전트 (대피자) 

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1, 에이전트 (대피자) 의 이동 상황) 

그룹 A,B,C 의 3 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는	 사이클이다.	 	 한 사이클은 

건강한 성인 남성이 걸어서 50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제한하였으며, 시간으로 보았을 

때 약 30 초 정도의 시간이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1회 1217 968 952 

2회 1703 982 942 

3회 1100 979 945 

(표 1, 시뮬레이션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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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값에 따르면 각 시뮬레이션 별로 비교하였을때 
그룹 3번 집단이 제일 빠른 대피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결과를 통해, 건물 옥상에 옆의 건물로 대피할 수 
있는 임시 교량으로 침대 환자 이송 및 휠체어 및 이동 
보조 도구 이용 중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일반 환자 및 의료진의 최하층으로의 대피가 피난 
속도 저하를 완화해 피난 성능을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재난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문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 장애인 및 
노인 재난안전 관련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병원 및 요양병원의 공간을 재구성 하여 
재난관리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피난 시간 개선 효과를 확인 하였다. 따라, 

현재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면제되는 조항 및 경사로 
설치 의무화 등 여러 건축법 개정이 대형 병원에서의 
화재의 가능성에 있어 대피 가능성을 현저히 높여줄 수 

있다는 결론이 사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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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디자인과 공간에서 공감각의 연출로 인간의 다
양한 감각과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행동

과 감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촉지각 경험 요소를 중요
시 한다. 본 연구는 촉지각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이 어떻게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촉지각 경험으
로 인한 자극은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되어 인간의 행

동과 감성을 활성화 시키기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

고 향후 공간 디자인의 방향 전략을 제안한다. 

 

주제어 

Haptic, Tactile, Sensory Experience Design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품의 기능과 효율보다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 하는 
환경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각과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감성 활성화를 유발시키는 공감
각적 또는 지각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뉴욕과학관(New York Hall 

of Scienc)의 ‘Noticing Tools’(2015)와 같은 디자인 
된 멀티미디어 학습도구를 이용한 교육은 시각, 청각, 
감각 지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학습에 있어서 집중력

을 향상시킨다. 또 쿠사마 야오이(Yayoi Kusama)의 
Obliteration Room(2002)은 공간을 하얗게 캔버스처
럼 만들고, 방문자와 상호작용을 위해 형형색색의 스

티커를 나누어주며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이 활기찬 
공간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박물관(Cooper Hewitt 

Museum)의 ‘The Pen’(2016)은 모바일 앱이나 오디
오 가이드 대신, 방문자에게 하나씩 대여해 주며 
‘Wallpaper Room’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그려서 갤

러리 전체를 나만의 갤러리로 만들기도 하고 관심 있
는 작품들을 펜으로 찍으며 다닌 후, 공간을 떠나기 
직전 터치테이블에 펜을 놓으면 본인이 관심 있었던 

모든 작품의 정보를 알려주고 이메일로 보내주어 방
문자에게 흥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현대 디자인과 공
간에서 공감각의 연출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에 새로

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오감을 체험하는 촉지각 

경험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현재 디자인과 공간예술을 접하며 단순히 

‘방문’하기보다는 ‘참여형 학습’과 ‘체험’을 즐기며 행
동을 통해 감성을 활성화 함으로써 단순 소비자의 입
장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고 싶어한다. 현대사회

는 사람들이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참여’할 기회가 
다양하고, 사람들은 특정 공간을 방문 시 다양하고 분
별력 있는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한다. 기존의 기술적, 

시각적 만족감을 넘어 다양한 감각에 영향을 받고 감
성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현 상황
에서, 디자이너가 인간의 기술적, 시각적 수요를 이해

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노먼(Donald Norman)의 감성 디자인(2003)은 사용

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한 디자인 접근 방식이다. 감정은 세상을 이해하고 배
우는 인간의 잠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품과 공

간이 만들어 내는 감정 또한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준
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성디자인’ 방식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긍정
적인 경험은 호기심이 되는 반면 부정적인 경험은 반
복되는 실수를 야기하고,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험에 소극적이게 된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인
간이 느끼는 촉각, 시각, 청각 감각으로 의미 전달과 
감성의 소통을 위한 자극에 의해 내부의 심리적 작용

과 지각의 체험이 중요시 되며 다양한 자극의 특성을 
통해 감각 반응이 활성화된다 하였다. ‘감성 디자인’

Proceedings of HCIK 2021

- 11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은 Visceral Design, Behavioral Design, 그리고 
Reflective Design 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가까이 상호

작용하여 디자인에 영향을 준다. Visceral Design 은 
감각적 참여로 인간의 초기 감각에 의해 경험을 제공
하고 Behavioral Design 은 지각적 감각과 연결되는 

유용성과 인식, 그리고 물리적 느낌 및 성능이 중요시 
되며 Reflective Design 은 문화적 측면과, 기능, 특징 
그리고 의미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그 디자

인이 추구하는 완전한 인상을 표현한다.  

드레즈(Deleuze 2003)는 감각의 표현방식은 변화, 팽
창, 리듬, 혼동, 질서 등 존재하지 않는 형상으로 ‘지각

과 정서의 복합물’이라 지각은 근본과 세계 간의 매개
체 없이, 직접 연결된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현대 공
간 융합 디자인은 시각에만 의존한 단일지각뿐만 아

니라 시각의 촉지각 기능을 복합 지각과 함께 적용함

으로써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려 한다. 

과거의 시각/지각적 정보전달에서 나아가 감각적 

체험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간을 
마주함으로써 인간이 얻는 경험은 공간에 내재된 
스토리라인을 따라 내용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촉지각적 소통을 통해 공간과 다양한 소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발달로 
현대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공간을 마주하면서 얻을 

수 있다. 이는 감각을 직접 인지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감각이 포함된 융합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감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인간이 스스로 인지하여 촉지각 
연출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촉지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을 경험 및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의 공간 디자인에 그러한 방법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논문과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한 

사례 연구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인간의 행동과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 촉지적 
감각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리글(Riegl 2020)와 벤자민(Benjamin 
2020)에 의해 공간 경험에 있어 촉지적 지각론이 어

떻게 해석되었으며 드레즈(Deleuze 2003)의 시각의 
촉지적 기능까지의 과정을 공간과 관련시켜 감성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역할과 발
전과정 및 현재의 공간에 촉지적 감각과의 상관성을 

통해 공간에서의 촉지적 표현 특성 사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제품과 공간이 인간의 촉지각적 감각 경험을 
융합하여 ‘감성 체험’과 관련 있는 것들로 인간의 감

각 중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융합된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한다. 다양한 공간 융합 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효
과적인 연출을 위한 촉지적 연출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공감각(synesthesia), 멀티모달(multimodality) 

그리고 촉지(haptic)의 개념 

공감각(synesthesia)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음악

과 색을 연결시켰다는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Isaac 
Newton 이 제안했던 음조와 색조 간의 차이에서 시
작되었다. 공감각(synesthesia)이란 하나의 감각 자극

에 여러 감각이 무의식적으로 연합되어 인출되는 지
각 현상이다. 20 세기 초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
키(Stravinsky)가 만든 칼라 하프시코드

(Harpsichord)는 건반의 음 높이에 따라 특정 색의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하나의 감각기를 통해 다른 감

각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모달리티(modality)란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체널이다. 멀티모달(multimodality)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연설에서 목소리, 제스처, 표

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고대 그리스 언어학에서 출발
하였다. 멀티 모달(multimodality)은 인간과 컴퓨터
가 소통을 할 때 한번에 여러 모달리티(modality)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시선, 제스처, 움직임, 
행동, 음성 등 자연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기술이다. 

촉지(haptic)는 여러 감각 기관으로부터의 입력을 통
합한 지각 시스템이다. 촉지(haptic)는 촉감 감각까지 
포함하여 피부, 근육, 관절의 관여에서 파생된 감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촉감을 통

해 제품을 인식하거나 감정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공감각(synesthesia), 멀티모달(multimodality), 

촉지(haptic)는 모두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심에 ‘신체’라는 필터링이 
존재한다. 감각(sense) < 지각(perception) < 

인식(cognition)의 단계로 철학적인 개념에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떠한 위치로부터 설명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감각(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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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percep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식(cognition)하고 경험한다.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1962)의 현상학에 의하면 
현상(phenomenon)을 대상(object)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경험과 현상 안에 

존재하여 생각을 보이거나 경험하게 하는 모습이라 
하였다.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직접 보고 만지는 현상의 장에서 시작하여 경험하는 

모습인 것이다.  

2.2 촉각(tactile)과 촉지(haptic)의 감성 활성화 

18 세기 말이 되면서 촉각은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근접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의미가 통하는 감각이 
되었고 리글(Riegl), 벤자민(Benjamin) 그리고 드레즈
(Deleuze)에 의해 촉지(haptic)로 확장되었다.  리글

(Riegl)은 근시와 원시 개념인 힐 데브란트의 시각론
을 촉각적(tactile)과 시각적(optical)으로 재해석 하여 
고대 미술의 발전을 설명한다. 리글(Riegl)의 촉각적 

관점에는 촉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벤자민
(Benjamin)과 드레즈(Deleuze)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드레즈(Deleuze)는 리글(Riegl),의 촉각과 시

각의 개념을 천개의 고원(2004)에서 인용하여 시각적
(optical) 공간과 촉각적(tactile) 공간 또는 촉지적
(haptic) 공간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제시한다. 촉각

적 공간은 신체로 직접적으로 감응(affect)하고 시각
조차 촉각처럼 만지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응하는 
것이며 촉지적 공간은 시각적 감각이 직접적으로 감

각 대상과 접촉하여 다른 감각에 전이 되어 복합적으
로 지각되는 공간이다. 촉각적인 것과 촉지적인 것을 
구별하며 촉지적인 것이 시각과 촉감, 두 감각 기관을 

대립시키지 않고, 시각적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도 가
질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2.3 촉지각 경험의 상호작용 유형 

촉지각 경험이란 사용자에게 힘, 진동 또는 동작을 적
용하여 경험을 생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 후각, 청

각, 미각, 촉각이라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에 구애 받
지 않으며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리 파악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각적 감각이 다른 감각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만들어지는 공감각에 의해 지각
되는 것을 촉지각 공간이라 하고, 촉지각 공간은 시각
의 움직임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근육 감각

에 옮겨가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험의 설계는 상호작
용 기술을 다중 감각 경험의 일부로 인지 된 하나 이

상의 감각에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디자
인은 기술과 융합에 의해 디지털 시스템에 존재하는 

정보나 기능은 직접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정보와
의 상호작용이 추상적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상호작

용을 촉지각 상호작용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하게 한

다.   

(1) 촉지적 조작(Tactile Manipulation) 

촉지적 조작은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물리적인 조작을 경험하게 하는 상호작용이다. 
촉지적 조작은 사용자가 촉각을 사용해서 손으로 

잡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촉각 직접 조작 
(Haptic Direct Manipulation), 사용자의 점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량 상호작용(Lightweight Interaction), 
사용자의 행동에 시스템의 반응을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고 이해를 돕는 동형 효과(Isomorph Effects)의 

경험이 있다. 

(2) 공간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 

공간적 상호작용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제품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만나는 내재적 공간(Inhabited Space),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상호작용하는 전체적 
상호작용(Full-body Interaction)과 사람이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사용해 표현하는 신체적 소통 
(Performative Action)을 경험하는 것이다. 공간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3) 표면적 묘사(Expressive Representation) 

표면적 묘사는 상호작용의 대상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사용자와 소통하는지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지각과 행동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공하며, 표현하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얼마나 매칭 

되는 지와 관련된다. 

(4) 내재화된 촉진(Embodied Facilitation) 

여러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행동과 연결되며 이러한 행동을 나아가게 하던가 

제한하는 상호작용이다. 내재화된 제약사항 
(Embodied Constraints)은 사용자의 행동을 
세밀하게 컨트롤하여 협업을 유도한다. 맞춤형 표현 

(Multiple Access Points)은 사용자의 일상 경험과 
표현방식이 동일하여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경험이 풍부해짐으로서 촉지각 경험과 
감성을 연결시켜 제안된 공간에서 제품과 인간 사이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과 반작용의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능을 찾는데 기능을 찾고 목표를 이루고 감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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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정보를 받아드려 지각하여 전환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이다.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감각적 공간에서 촉지적 상호작용에 의한 감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간의 여러가지 기관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감지하고 입력되는 감각정보를 통과시켜 신경을 뇌로 
전달하기 전에 감각을 분석할 수 있다. 인간이 감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극을 받아 신경계에 

전달하는 과정을 감각 수용기라고 하며, 인간은 감각 
신경계에서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처리하여 
원활한 움직임을 얻는다. 감각의 융합은 한 감각을 

통해 다른 감각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감각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 공감각이다. 예를 
들어 시각을 통해 미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은 한 

감각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눈으로만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감각의 융합은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감성을 활성화 시킨다. 
다양한 감각 융합에 따라 느끼는 반응이 다를 것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을 융합시킨 디자인을 

선정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3. 사례 분석 

촉지각�

경험�요소�

지각(sense)� 감각기관을�통한�지각에�의한�경험� 감성�요소� 생리적(physio)� 감각기관을�통해�얻는�신체적�욕구의�감성�

느낌(feel)� 심리적인�감정적�반응을�통한�경험� 심리적(psycho)� 정서적,�인지적�과정을�일으켜�발생시키는�심리적�

욕구의�감성�

생각(think)� 창조적�인지력과�지성을�통한�경험� 사회적(socio)� 타인과�신체적,�심리적으로�교류하고자�하는�

욕구의�감성�

행동(act)� 신체적인�행동을�통한�경험� 문화적(ideo)� 개인적,�사회적�정체성�및�가치관과�관련되어�

있는�문화적�욕구의�감성�
관계(relate)� 타인과의�관계�속에서�형성되는�경험�

표 1. 촉지각 경험과 감성 요소 

사례분석을 위해 촉지각 경험 요소와 감성 요소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하나의 감각에서부터 동시에 
다른 감각을 느끼는 공감각적 지각 방식을 통해 두 

감각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각을 자극시켜 감정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 촉지각 경험과 감성 요소는 
3 가지로 분류된다. 발생, 전달 그리고 체험과정이다. 

첫째, 경험의 발생인자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감성적 욕구를 고찰해야한다. 
둘째, 전달 과정은 의도된 감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자의 경험 깊이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디자인을 통해 전달된 경험과 감성을 체험하는 
경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디자인을 사용하며 

느끼는 감성적 즐거움을 신체감각을 통한 

즐거움(physio-pleasure), 인지적 반응에 따른 

즐거움(psycho-pleasure), 타인들과의 관계에 따른 
즐거움(socio-pleasure), 취향이나 가치와 관련된 

즐거움(ideo-pleasure)로 나눌 수 있다 (Patrick 
2002). 이 관점에서 사례를 촉지각 경험으로 인한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 분석과 사용자의 관여 수준 및 

디자인 접근법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 체험 경로를 
추출하고자 한다.  디자인 사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을 통한 행동과 감성 활성화. 2) 자신의 

신체가 인터렉티브 요소가 되어 움직임에 의한 
행동과 감성의 공간. 3) 자연 요소를 통한 행동과 

감성의 공간 사례로 선정했다. 

 

3.1  
제품(object)을 

통한 행동과 

감성 사례 

 

 

그림 1. The Barisieru, Joshua Renouf, 2014 

소리와�커피�원두의�향기로�사람을�잠에서�깨울�뿐만�아니라�신선한�커피�한잔을�편안한�공간에서�만듦 

발생�인자 
생리적�감성:�쇠구슬들의�소리에�청각을�자극하고�커피의�향으로�후각을�자극이�주는�오감의�

만족/�심리적�감성:�인지적,�감성적�욕구�자극 

전달�과정 경험적:�커피가�만들어지며�완성되는�과정�경험/�참여적:�사용자가�직접�참여하게�유도�

체험�과정 
지각:�청각과�후각�자극을�통한�경험/�느낌:�기억�속의�좋은�커피�향은�심리적의�안정감�/행동:�

직접�일어나서�커피를�마셔야�하는�경험 
 

BTS 의�콘서트�속에서�‘응원봉’의�상호작용은�내재화된�제약사항으로�‘응원봉’이라는�오브제를�통해�사용자의�

행동을�세밀하게�컨트롤�

발생�인자 

문화적�감성:�같은�공간에서�나누는�즐거움을�타인과�공유하는�욕구�충족/�생리적�감성:�

청각,후각,시각�자극이�주는�오감의�만족/�사회적�감성:�타인과�심리적으로�교류하고자하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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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ightstick with Bluetooth, BTS, 
2017 

전달�과정 
상호작용적:�공간에�있는�모든�사람의�협업�과정/�기호적:�공유하는�오브제를�통한�감성적�반응�

활용/�참여적:�현장에�같이�참여할�수�있게�유도�

체험�과정 
행동:�콘서트에서�같이�응원하는�경험/�관계:�타인과�하나되어�응원하여�형성되는�경험/�느낌:�

공간에서�느끼는�심리적인�감정적�반응/�지각:�다양한�감각�자극 

3.2 

움직임에 의한 
행동과 감성의 

공간 사례 

 

 

그림 3. The Nature Trail,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2012 

벽은�아이들의�키에�맞춰져�여러�높이에서�움직임에�반응하여�다양한�동물이�나타난다.�아이들은�자신의�

신체를�사용해�상호작용하는�전체적�상호작용(Full-body�Interaction)을�통해�표현 

발생�인자 
심리적�감성:�병원에서�느끼는�공포와�긴장감을�잊도록�치료실�가는�길에�감성적�상호작용을�

발생/�사회적�감성:�환자들과�놀이를�통해�친근한�관계�구축�

전달�과정 
상호작용적:�모션�센서로�사용자의�움직임이�디자인에�반영/�경험적:�사용자에�의해�계속�

변화하는�경험�

체험�과정 
행동:�디자인을�변화시키는�신체�움직임/�지각:�시각적�자극/�관계:�타인과�함께�변화시키는�

환경��

 

그림 4. Big ♥ NYC, Bjarke Ingels, 2012 

LED�투명�아크릴�튜브로�만들어�졌으며,�사진을�찍어�Think�Energy�Facebook 에�올릴�때�마다�회사가�

1 달러씩�‘The�Hope�&�Heroes�Children’s�Cancer�Fund’에�기부�

발생�인자 
심리적�감성:�빛이�나는�하트�형태로�감성적�욕구�충족/�사회적�감성:�사람이�함께�할수록�

강해지는�움직임과�빛�

전달�과정 
참여적:�기부행동에�참여�유도/�기호적:�많은�사람들이�인지하고�있는�하트�형태/�

상호작용/경험적:�빛과�움직임의�세기에�사람들의�반응에�따라�변화함을�경험�

체험�과정 
지각:�시각적�변화/�행동:�타인과의�협업을�통한�상호작용적�행동/�관계:�나의�행동이�타인과�

installation 에�영향과�변화를�경험�

3.3 

자연 요소를 

통한 행동과 
감성의 공간 

사례 

 

 

그림 5. Rain Room, Hannes Koch and 
Florian Ortkrass, 2012 

공간�한가운데에�비를�내리며�immersive�한�경험을�제공�

발생�인자�
생리적�감성:�청각,�시각,�촉각�경험을�포함하여�다양한�감정을�유발/�심리적�감성:�비를�

피하고자�하는�본능을�인지적�과정으로�발생시키는�심리적�욕구의�감성�자극�

전달�과정�
상호작용적:�센서는�움직임을�추적하여�비를�막는�메커니즘으로�작동/�경험적:�방문자가�공간�

속으로�걸으면�하나의�스포트라이트가�작동하여�본인에�의해�빛이�나는�경험�

체험�과정�
지각:시각적,�촉각적�자극의�지각/�느낌:�폭풍�속으로�걸어�들어가는�기묘함�또는�흠뻑�젖게�될까�

하는�걱정과�불편함과�빛에�비춰지는�비�내림을�보는�아름다움/�행동:�신체�움직임�유도�

 

 

그림 6. The Earth Room, Walter de Maria, 
1977 

비�온�뒤�여름�들판처럼�따뜻하고�흙�향기가�감도는 60cm의�흙으로�덮여진�공간�

발생�인자�
생리적�감성:�시각,�후각,�촉각�경험을�통한�감정�유발�/�심리적�감성:기후변화가�지구에�미치는�

영향에�대한�메시지를�전달�

전달�과정�
경험적:�신선한�흙의�향기는�실제�작품을�보기�전부터�느껴짐/�기호적:�흙이�주는�질감과�환경,�

자연스러운�감성적�반응을�활용�

체험�과정�
지각:�시각적,�촉각적�지각�이외에도�후각적�경험/�느낌:�자연에�대한�심리적인�감정적�반응을�

통한�경험�

4. 결론 

사례 분석을 통해 촉지각 경험으로 인한 자극은 단일 
감각 보다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되어 인간의 행동과 

감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능동적인 스토리텔링 경험을 정말 좋아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시의 경험은 탐험과 놀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각, 촉각, 청각의 완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과 몰입적이고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을 섞으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Elbein 2020). 설치는 사람들을 더욱 

넓은 이야기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그것을 

항해하는데 있어 원활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험을 
주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촉지각 경험을 통해 해당 디자인과 

환경 등 본인이 마주하는 전체를 온전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간 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적 
욕구를 해소 시키기 위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촉지각 경험은 사용자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각 현상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자극을 제공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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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 디자인의 향후 방향 
전략으로는, 인간의 행동과 참여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시대 및 방법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융합형 
공간 설치의 프로젝션, 제품과 인간의 공간 감성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절한 상호작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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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I 스피커는 언어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좋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영어회화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회화 학습 시 사용자에게 적합한 인터랙션이 

적용된다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대화 주도 방식에 
집중해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으로 유형을 나누었고, 기존 동영상 학습과 함께 
비교하여 영어회화 학습 사용자의 경험요소(흥미성,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AI 스피커의 언어학습유형(AI 스피커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이 동영상 학습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영어실력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용자 
주도형 학습 유형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영어 실력이 
낮을수록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제어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학습,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 언어학습유형 

1. 서론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학습에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개발사에서 AI 스피커를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 
회화 학습은 일방향적인 교수 학습 문화에서 부족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1]. 

하지만 현재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학습을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학술적 논의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영어실력에 따라 언어학습유형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배경 

2.1 AI 스피커를 통한 언어 학습 

 AI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진 
스피커를 의미하며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가 
인간의 음성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인간과 시스템 간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음성 인터페이스 방식을 
따른다[2]. AI 스피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의사소통 기회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현주은 
외(2019)에 따르면, AI 스피커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화의 의지를 높이며 영어 말하기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3]. Kim(2019)은 영어 말하기 
연습의 대화 상대로 AI 스피커가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AI 스피커의 영어학습 4 가지의 과업 

유형으로 잡담 나누기, 수행 지시하기, 요청하기, 

문제 해결하기를 제안하였다[4]. 

2.2 언어학습도구로서 AI 스피커 사례 분석 

본 연구는 국내외 스피커 6 개를 선정하여 외국어 
학습 관점에서 AI 스피커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AI 스피커 분석 기준에 대화 주도 방식을 추가하여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1. 외국어 학습 관점에서 AI 스피커 분석(이장호외(2019)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발전시켜 재구성)  

기준 유형 특성 

태스크 

성격 

목적형 특정한 목적성(과업 제시, 상황 영어학습) 

비목적형 인간과 유사한 대화 상대자 

학습 

제공 

방식 

대화형 
인간과 유사한 대화 상대자,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단순응답형 지시와 실행의 단순한 응답 

대화 

주도 

방식 

AI 스피커 

주도형 

AI 스피커가 사용자에게 학습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영어 말하기를 이끌어가는 양상 

사용자 

주도형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AI 스피커에게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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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주도 방식은 영어회화 학습 시 AI 스피커가 
먼저 학습 주제를 시작해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먼저 학습 주제를 시작해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은 AI 스피커가 사용자에게 학습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말하기를 이끄는 양상을 보이며, 사용자 
주도형 학습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AI 스피커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며 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표 2]는 AI 스피커의 대화형 외국어 학습  
서비스에 따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관련 

서비스 콘텐츠에는 영어 퀴즈, 섀도잉 연습, 롤 
플레이 서비스, 발음 피드백 등을 포함하며 스피커가 
사용자에게 학습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영어 말하기를 

유도한다. 네이버 프렌즈의 영어 대화 서비스는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 영어 회화가 가능하며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영어 말하기를 위해 주도적으로 

대화를 제공해 학습을 이끌어 나간다. 구글홈과 
에코는 다른 외국어 서비스와 달리 기본 언어가 
영어이므로 언어 설정을 영어로 지정함에 따라 AI 

음성 비서를 영어회화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능동적으로 AI 스피커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며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사용자 주도형 대화방식이 

가능하다. 구글홈은 이어지는 대화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명령 호출어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2. 대화형 외국어 학습 서비스 사례분석 

스피커 외국어서비스 태스크성격 
대화주도

방식 

기가지니 

(KT) 

키즈 영단어, 핑크퐁 

영어 따라 말하기, 

파고다 생활 영어 

외국어 

학습 

스피커 

주도형 

기가지니 

미니(KT) 

멀티캠퍼스 스마트 톡, 

멀티캠퍼스 Opic 

외국어 

학습 

스피커 

주도형 

누구(SK) 윤선생 스피커북 
외국어 

학습 

스피커 

주도형 

프렌즈  

(Naver) 

영어 대화, 윤선생 

스피커북,  다락원 최다 
검색 영단어, 톡투미 

특권 패턴 101 

외국어 

학습 

스피커 

주도형 

구글홈 

(Google) 

윤선생 스피커북, 

시원스쿨 

외국어 

학습 

스피커 

주도형 

일상 대화, 

정보검색대화 
비서 역할 

사용자 

주도형 

에코 

(Amazon) 

일상 대화, 

정보검색대화 
비서 역할 

사용자 

주도형 

2.3 동영상을 활용한 기존 언어 학습 

   성인들의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어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팟캐스트나 유튜브의 무료 동영상 강의를 이용해 

영어 회화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5]. 
이는 현재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영어 학습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어 

학습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 기존 영어회화 학습인 동영상 학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용자의 영어실력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그림 1]의 연구 모형과 [표 3]의 가설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표 3. 연구 가설 

가설 내용 

H1 

언어학습유형(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 동영상 학습)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언어학습유형(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 동영상 학습)은 영어실력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사용자 영어실력 측정 

조절 변인의 사용자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토익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값과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표 3]와 같이 

사용자 영어 실력 측정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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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자 영어실력 측정표 

영어 

실력 
TEPS 

TOEI

C 

TOEF

L 

TEPS

-S 

TOEI

C-S 
OPIc 

상 
710 

이상 

860 

이상 

100 

이상 

62-

100 

160-

200 

IM3- 

AL 

중 
497-

709 

620-

855 
80-99 50-61 

120-

140 

IM1-

IM2 

하 
496 

이하 

615 

이하 

70 

이하 

43 

이하 

100 

이하 
IL 

3.3 사용자 경험 측정 변인 요소 

 Bhattacherjee(2001)의 연구와 이명관(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학습 관련 사용자 경험 문항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용자 경험 측정을 위한  변인 요소는 ‘흥미성,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 4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고 평가하였다. 언어학습유형이 흥미나 참여 

등의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영어회화 학습에 유용하였는지, 영어회화 학습에 
적합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3.4 연구 절차 

앞서 사례 분석(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네이버 프렌즈의 
영어 대화 서비스와, 사용자 주도형 학습이 가능한 
구글의 구글홈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이 제공하는 daily routine, free time, my 
people, favorite food, hobby, school, shopping, 
sports, pop culture, travel, celebrities, personality, 

health 의 13 가지 학습 주제를, 사용자 주도형과 
동영상 학습에도 똑같이 적용해 13 가지의 주제에 
한해서만 영어회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동영상 

학습은 유튜브 영어회화 하이라이트 상단부분에 
제시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콘텐츠의 
영상을 편집해 같은 주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AI 

스피커의 외관 디자인이 실험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고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영어실력 측정을 위해 3년 내 응시한 공인 
인증 영어시험 점수가 있는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언어학습유형의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각 3분 30초씩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 동영상 학습의 영어회화 
학습을 시켰다. 이후에 5 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10 월 15 일까지 
6 주간 대면 조사를 통해 3 년 내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있는 20대 남녀 61명이 참가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가설 1 검증 

사용자의 영어실력에 따라 언어학습유형에 대한 
사용자 경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 
결과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H1 인 ‘언어학습유형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표 4]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흥미성: F=40.656, P<.001; 유용성: 
F=7.129, P<.01; 적합성: F=12.975, P<.001; 지속 
사용성: F=22.472, P<.001). 이를 통해 연구 가설 

1은 성립되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사후 검증 결과에서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의 사용자 경험이 동영상 학습의 

사용자 경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따르면 
“동영상 학습에 비해 AI 스피커와 공부하는 것이 

쌍방향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흥미롭다.”, “AI 스피커로도 영어공부가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시간 제약 없이 이야기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영어 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작용인데 AI 스피커와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상호작용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답변을 통해 일방향적인 동영상 
학습보다 쌍방향으로 대화의 기회를 갖는 AI 
스피커의 언어학습유형(AI 스피커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언어학습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 

사용자 

경험 

언어 

학습유형 
M SD F/P Scheffe 

흥미성 

AI 스피커 

주도형 a 
3.82 1.00 

40.656/ 

.000*** 
c<a,b 사용자 

주도형 b 
3.76 .97 

동영상 c 2.44 .96 

유용성 

AI 스피커 

주도형 a 
3.62 1.06 

7.129/ 

.001* 
c<a,b 사용자 

주도형 b 
3.64 1.02 

동영상 c 3.05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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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AI 스피커 

주도형 a 
3.62 1.06 

12.975/ 

.000*** 
c<a,b 사용자 

주도형 b 
3.48 1.02 

동영상 c 2.80 1.00 

지속 

사용성 

AI 스피커 

주도형 a 
3.6 1.05 

22.472/ 

.000*** 
c<a,b 사용자 

주도형 b 
3.5 1.05 

동영상 c 2.5 .99 

*p<.05, **p<.01, ***p<.001 

4.2 연구 가설 2 검증 

가설 H2  ‘언어학습유형은 영어실력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표5]와 같이  
흥미성을 제외한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흥미성: F=1.441, P>.05; 유용성: F=3.828, 
P<.01; 적합성: F=8.024, P<.001; 지속 사용성: 

F=4.263, P<.01). 이를 통해 연구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6]은 언어학습유형과 영어실력 간에 나타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 값을 사용자 경험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 5. 언어학습유형과 영어실력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체 간 효과 

검증 

구분 SS df MS F P 

흥

미
성 

언어학습 
유형(A) 

73.927 2 
36.96

3 
40.656 .000*** 

영어실력(B) 7.932 2 4.362 4.362 .014** 

A x B 5.239 4 .909 1.441 .223 

유

용
성 

언어학습 
유형(A) 

13.653 2 6.826 7.129 .001** 

영어실력(B) 5.478 2 2.739 2.861 .06 

A x B 14.66 4 3.665 3.828 .005** 

적

합
성 

언어학습 

유형(A) 
23.254 2 

11.62

7 
12.975 .000*** 

영어실력(B) 2.908 2 2.454 2.738 .067 

A x B 28.764 4 7.191 8.024 .000*** 

지

속 
사

용
성 

언어학습 

유형(A) 
42.875 2 

21.43

8 
22.472 .000*** 

영어실력(B) 8.793 2 4.397 .609 .011* 

A x B 16.268 4 4.067 4.263 .003** 

*p<.05, **p<.01, ***p<.001 

표 6. 언어학습유형과 영어실력에 따른 사용자 경험 기술 통계 

사
용

자 
경

험 

언어학습 

유형 

영어실력 

상 중 하 

M SD M SD M SD 

흥

미

성 

AI 스피커 

주도형 
3.29 1.11 3.98 .83 4.23 .80 

사용자 

주도형 
3.76 1.10 3.8 .94 3.73 .90 

동영상 2.12 .97 2.63 .78 2.6 1.06 

유

용

성 

AI 스피커 

주도형 
3.02 .98 3.75 .97 4.13 .94 

사용자 

주도형 
3.86 .94 3.75 .98 3.3 1.10 

동영상 2.71 1.08 3.18 .88 3.28 .92 

적

합

성 

AI 스피커 

주도형 
2.98 .89 3.8 .89 4.1 1.08 

사용자 

주도형 
3.91 .77 3.58 1.04 2.93 1.03 

동영상 2.33 1.06 2.78 .82 3.3 .88 

지

속 

사

용

성 

AI 스피커 

주도형 
2.93 1.97 3.72 1.06 4.28 1.08 

사용자 

주도형 

33.7

3 
1.01 3.43 1.07 3.35 .96 

동영상 2.29 1.01 2.45 .93 2.93 1.06 

통계 결과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어실력에 따른 흥미성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실력 상 집단의 경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76) 과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29)이 
동영상 학습(M=2.1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실력 중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98)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M=3.8)이 
동영상 학습(M=2.63)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실력 하 집단도 마찬가지로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4.23)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M=3.73)이 동영상 학습(M=2.6)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동영상은 기존의 방식이라 너무 익숙했고 AI 
스피커를 통한 학습 방식이 더 흥미로웠다.”의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 영어실력에 따른 유용성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실력 상 집단의 경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86) 에서 가장 높은 유용성이 나타났으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02), 동영상 학습 
(M=2.71)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어실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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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영어 스피킹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AI 

스피커와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영어 문장이나 토픽을 생각해 내야 하는 
사용자 주도형 학습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실력 중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75), 사용자 
주도형 학습(M=3.75), 동영상 학습(M=3.18)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 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이 말을 끌어주기에 더 대화가 잘 이어진다.”,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AI 스피커가 
실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문장을 맞게 
학습하는 것은 동영상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영어실력 하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4.13)에서 가장 높은 
유용성이 나타났으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3)과 

동영상 학습(M=3.28)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어실력 하 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은 토픽을 정해주거나 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먼저 해줘서 더 
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 영어실력에 따른 적합성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실력 상 집단의 경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91)에서 가장 높은 적합성이 나타났으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2.98), 동영상 학습 

(M=2.33)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I 스피커 주도형은 말을 
길게 하면 인식의 오류가 생겨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의 답변을 통해 AI 스피커 주도형의 인식 
문제가 영어실력 상 사용자에게 낮은 적합성의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실력 중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8)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M=3.58)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실력 하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4.1)에서 가장 높은 적합성이 나타났으며 
사용자 주도형 학습(M=2.93)과 동영상 학습(M=3.3)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실력 하 집단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은 영어회화 학원에서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네 번째, 영어실력에 따른 지속 사용성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실력 상 집단의 경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74)에서 가장 높은 지속 사용성이 
나타났으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2.93), 동영상 
학습(M=2.29)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실력 상 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주도형은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캐치해 꼬리 물기 질문을 할 수 있었기에 흥미가 생겨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영어실력 중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3.73)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M=3.43)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실력 하 집단의 
경우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M=4.28)에서 가장 높은 
지속 사용성이 나타났으며 사용자 주도형 

학습(M=3.35), 동영상 학습(M=2.93)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는 영어실력에 따른 언어학습유형의 사용자 

경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2. 영어실력에 따른 언어학습유형의 사용자 경험 차이 

흥미성의 경우 영어실력 상, 중, 하 집단 모두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이 동영상 

학습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어실력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의 경우 영어실력 상 

집단은 사용자 주도형 학습에서 영어실력 하 집단은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영어실력 중 집단은AI스피커 주도형 학습과 사용자 

주도형 학습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언어학습 유형은 사용자의 영어실력에 따라 
흥미성을 제외한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스피커를 통한 
언어학습유형(AI 스피커 주도형 학습, 사용자 주도형 

학습)이 동영상 학습보다 흥미성,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쌍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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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회를 갖는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학습이 기존 
동영상 학습보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은 사용자의 영어 
실력에 따라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I 스피커 주도형 학습은 영어실력 
하>중>상 순으로  하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언어학습유형으로 나타났다. 영어실력이 낮을수록 

스피커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제공해 학습을 이어 
나가는 언어학습유형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영어실력이 높을수록 사용자가 대화를 주도할 수 

없었기에 낮은 평가를 보였다. 이에 따른 인터랙션 
방안을 제안하자면 영어실력이 낮을수록 AI 스피커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학습유형에서 

사용자는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토픽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길게 얘기 하지 않더라도 
스피커가 끊임없는 대화를 제공해 사용자는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식의 오류상황에서 AI 스피커가 사용자에게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면 사용자는 AI 스피커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용자 주도형  학습은 사용자의 영어 

실력에 따라 유용성, 적합성, 지속 사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 주도형  학습은 영어실력 
상>중>하 순으로 상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습유형으로 나타났다. 영어실력이 높을수록 
사용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원하는 토픽을 정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언어학습유형에서 

높은 평가를 보였다. 사용자가 토픽과 문장구조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받았을 때 사용자는 더 높은 만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영어실력이 낮을수록 적절한 
문장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스피커가 

대화를 이끌어주지 않기에 막막함을 느끼는 사용자가 
많았다. 이에 따른 인터랙션 방안을 제안하자면 
영어실력이 높을수록 본인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유형에서 
사용자는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답형의 답변이나 간단한 일상의 질문보다 시사, 

문화, 상식과 같은 토픽에 대해 사용자의 생각을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학습 유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인영어 시험 
점수의 환산값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였지만 사용자의 영어 말하기 실력과 공인인증 

영어시험 점수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며, 본 자료가 AI 스피커를 통한 
영어회화 학습 시 사용자에게 적합한 인터랙션의 
기초연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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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회, 문화, 교육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 

요소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 

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성과의 향상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게이미피케 

이션의 보상 요소가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UX 디자인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ARCS 이론을 바탕으로 동기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보상(Reward) 요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 분야의 애플리케이 

션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하기 위한 UX 디자인에 대해 제언한다. 

주제어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학습동기(Learning M 

otivation), UX 디자인 (UX Design), ARCS 이론 (AR 

CS Theory) 

1. 서 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과 관련 없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협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게임(Game)의 

요소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과 관련 없는 산업에서 게임의 요소를 적용하여 

사용자 혹은 소비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미 많은 해외의 

선진국들은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학 분야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듀오링고(Duolingo)와 같은 학습 애플리케이션은 

게임과 교육을 결합하여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게이미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 

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국내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더딘 상황 

이며, 게이미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달하기 

위한 UX 디자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교육 분야에서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이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UX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국내외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어 학습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UX 디자이너들이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는 UX 디자인에 대해 제언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게이미피케이션 정의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과 ‘-화 (fication)’를 더한 

합성어다. 이 신조어는 Nick Pelling(2002)이 처음 

사용했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11 년 게이미피케이션 서밋 (Gamification Summ 

it)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Gabe Ziche 

rmann(2011)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게이미피케이 

션은 사용자를 사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 

사고와 게임 구조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Sebastian Deterding et al. (2011) 등은 게이미피케이 

션은 게임이 아닌, ‘게임화’된 개념이며 다양한 경험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동엽(2011)은 게이미피케이션과 놀이의 개념은 밀접 

한 관계를 맺으며 놀이의 긍정적인 심리를 통해 행동 

에서 재미요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김정태(2014)는 게임과 관련 없는 산업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게임의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게이미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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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임이 아닌 영역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게임의 

요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게이미피케이션  보상 요소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는 성취, 보상, 동기부여, 경쟁, 

관계 등이 있다. 김현수(201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김현수, 2014, 인용 후 재정리) 

 

표 1 의 내용을 바탕으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보상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요소이며, 중복으로 언급된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 순서이다. 

2.3 학습동기이론 (ARCS 동기이론) 

켈러(Keller, J. M.)가 제안한 ARCS 이론은 수업설계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요인과 유지시 

키기 위한 변인을 분류한 이론이다. ARCS 동기이론의 

요소는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 

감(Confidence)’,’만족감(Satisf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ARCS 동기이론의 주요개념과 내용 

주의(Attention) 학습과제에 대해서 학습자가 

흥미를 인지하는 정도 

관련성(Relevance) 학습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정도 

자신감(Confidence)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신념 

만족감(Satisfaction)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보상 

 

ARCS 이론은 표 2 와 같은 요소로 학습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는 관점의 

이론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에 ARCS 이론을 

결합하여 적용한다면 보상과 성취감과 같은 보상 

심리가 학습동기를 자극하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UX 디자인을 한다면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학습 동기의 

향상을 통해 개선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보상 요소를 가시화한 

UX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상 요소와 관련된 UX 

디자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 게이미피케이션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사례 분석 

3.1 사례 분석 기준 

본 논문은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와 ARCS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UX 디자인이 보상 가시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가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사례 분석 기준은 

표 1 의 내용을 바탕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중 

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복으로 언급된 주요 

요소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을 순서로 표 2 의 ARCS 이론에 기반하여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대상은 2020 년 6 월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Google Play)에서 ‘영어 학습’으로 검색한 결과 250 개 

가운데 교육이나 학습과 관련 없는 36 개를 제외한 

214 개 중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를 

포함하여 UX 디자인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00 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누적수와 4.5 평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해외 사례인 듀오링고(Duolingo)와 국내 

사례인 케이크(Cake)로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준과 대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학습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성인 12 명을 대상으로, 

2020 년 6 월 12 일부터 2020 년 6 월 19 일까지 비디오 

에스노그라피(Video Ethnography)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협의된 학습자가 

각각 15 분간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어를 

연구자 요소 분류 

이주호(2012) 포인트, 점수, 보상      

리더보드, 배지, 레벨, 

랭킹 

보상,    

성취, 경쟁          

이종수(2012) 보상, 지위, 성취 보상, 성취 

김형택(2013) 레벨, 프로그레스 바, 

랭킹 

보상, 성취, 

경쟁 

김현수(2014) 포인트, 레벨, 배지, 

메달, 보너스, 지위 

보상, 성취 

김용태(2019) 포인트, 아이템, 배지, 

트로피, 지위, 레벨, 

보너스 

보상,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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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동안,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보상 요소의 UX 디자인이 ARCS 동기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에게 학습동기가 향상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으며, 학습 과정을 

촬영했다. 학습 후에는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 

뷰를 진행했고, 비디오 에스노그래피와 심층인터뷰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3.2 듀오링고(Duolingo) 

1 억 이상의 다운로드 누적수를 보유하고 있는 듀오 

링고는 2012 년에 출시한 이후로 가장 대중적인 해외의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며,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완전히 적용한 사례 중 하나다. 

듀오링고의 보상 가시화 요소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듀오링고의 보상 가시화 요소 

듀오링고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인,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의 

항목을 그림 1 과 같이 가시화하여 UX/UI 디자인으로 

표현했으며, 위와 같은 UX 디자인이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가 향상되는가에 대해 ARCS 동기이론의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내용을 토대로 총 12 명의 

학습자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상 가시화의 

학습 동기 여부에 대해 ‘그렇다’의 답변은 1 점, ‘그렇지  

않다’ 는 0 점으로 분류했으며, 듀오링고의 보상 가시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듀오링고 보상 가시화 분석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 

주의 5 3 11 12 8 11 

관련성 12 7 11 12 9 12 

자신감 9 5 10 9 7 10 

만족감 11 6 11 11 9 11 

표 3 의 내용과 같이 듀오링고는 (2) 포인트 항목의 

주의와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1) 레벨,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의 항목에서는 UX 디자인을 통해 

학습자에게 성공적으로 보상이 가시화되었다고 분석 

되었다. 하지만 (1) 레벨의 항목에서 학습자가 

손가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며 학습을 위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1) 레벨 항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주의의 내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 포인트 항목의 주의, 

자신감, 만족감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학습자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2) 포인트 항목의 UX 

디자인은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에 부족하다고 분석 

되었다. 하지만 (2) 포인트를 제외한 보상 항목에서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으며 전반적으로 듀오링고에서 

보상을 가시화한 UX 디자인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향상한다고 분석되었다. 

3.3 케이크(Cake) 

케이크는 2018 년에 국내에 출시된 이후, 해외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국내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 

이션 사례이다. 케이크 또한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듀오링고와 달리 

게이미피케이션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이다. 

케이크의 보상 가시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케이크의 보상 가시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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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인,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의 항목을 

그림 2 와 같이 가시화하여 UX/UI 디자인으로 표현 

했으며, 앞서 분석한 표 3 과 마찬가지로 보상 가시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케이크 보상 가시화 분석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 

주의 3 5 8 4 5 11 

관련성 11 5 11 9 5 11 

자신감 2 5 11 7 7 10 

만족감 6 7 9 8 7 10 

 

표 4 의 내용과 같이 케이크는 (3) 배지와 (6) 랭킹의 

항목을 제외하고 ‘그렇다’에 대한 답변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보상 가시화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하면 듀오링고는 그림 1 과 같이 보상 

요소가 포함된 화면을 학습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반면, 

케이크는 그림 2 하단의 ‘내정보’를 선택해야 보상 

요소가 포함된 그림 2 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듀오링고에 비해 보상 요소의 항목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1) 레벨, (2) 

포인트, (4) 지위, (5) 보상의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주의의 내용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UX/UI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흥미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케이크의 보상 가시화를 분석한 결과, 보상 요소의 

UX 디자인은 학습동기를 향상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4. 결론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요소를 가시화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RCS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UX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는 해외 사례인 듀오링고였다. 

그리고 듀오링고와 케이크에서 공통적으로 (3) 배지 와 

(6) 랭킹의 항목에서 과반수의 학습자가 학습동기의 

향상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모두를 충족시키며 

학습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적합한 UX 디자인이 

제공된다고 분석된다. 

(1) 레벨과 (4) 지위의 항목은 애플리케이션마다 

학습동기의 향상과 관련하여 편차가 존재했으며, (2) 

포인트, (5) 보상의 항목에서는 듀오링고와 케이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 

포인트가 축적됨에 따라 (5) 보상으로 연결되는 

연결성이 포착되었는데, 이로 인해 듀오링고와 케이크 

모두에서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 (2) 

포인트의 축적에 대한 직관적인 UX 디자인과 그에 

따른 (5) 보상과 관련된 UX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한 UX 디자인 연구로 ARCS 이론을 

기반으로 보상 사례의 분석을 진행했으며, 본 연구의 

목표는 학습 동기의 향상을 위한 UX 디자인 연구에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와 요소의 분석을 통해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보상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상을 내포는 요소를 (1) 레벨, 

(2) 포인트, (3) 배지, (4) 지위, (5) 보상, (6) 랭킹으로 

추출했다. 둘째, 켈러의 ARCS 이론이 교육 게이미피케 

이션의 보상 요소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셋째, ARCS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 

분야 게이미피케이션의 보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2) 

포인트, (5) 보상의 항목의 연결성과 그에 따라 UX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2) 포인트와 (5) 보상 모두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ARCS 이론을 통해 개선된 UX 

디자인이 실제적으로 학습동기를 향상하여 

학습목표까지 성취하는 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 포인트, (5) 보상 

항목에서 ARCS 이론의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내용이 보안된 UX 디자인과 그에 따라 

학습자에게 실효성을 갖는가를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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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면대면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던 

서비스 가치가 유지되는 비대면 서비스 디자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기존 대면 서비스나 온라인서비스 개발을 위해 

활용 되었던 디자인 프레임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팬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서비스 기획/개발/출시의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대면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장점을 분석하여 

개념화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 

제안에 활용된다.  

제안된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을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교육서비스 클래스카드와 

청담러닝의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주제어 

비대면 서비스, 교육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  

 

1. 연구배경, 목적 및 방법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기획, 

개발, 운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비대면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서비스 가치 창출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던 서비스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웍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대면 서비스의 속성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한 디자인 

프레임웤 연구를 통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면 서비스를 단순히 온라인화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웍을 정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개발/출시를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 디자인에 필요한 

경험요소를 추출하여 프레임웤을 제안하고, 이를 기 

상용화된 서비스에 대입하여 프레임웤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최적화된 디자인 

프레임웍을 제안한다. 

 

2. 선행연구 

2.1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현황 

미국 국립 무용 교육 기구 NDEO(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무용 

교육 시스템 OPDI(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는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각에서 

교습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학습자는 매주 과제를 수행하면서 

에세이, 동영상, 질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고, 

교습자는 동영상을 활용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가르친다(이정민, 2020). 예를 들어 “춤에서 호흡을 

어떻게 표현하나요?”라는 개별 질문을 교수님이 직접 

호흡을 표현하는 방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하여 

질문자에게 회신을 해주는 형식이다. OPDI 의 

사례에서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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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2 서비스디자인 프레임웤 선행연구 

서비스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서비스 리서치,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인터렉션 

디자인이다(Joly et al., 2019). 이 중 서비스의 

운영관리는 서비스의 전면무대(Front stage)와 

서비스 지원실(Back stage)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Sampson, 

2012),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서비스제공자(Ac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Actor)가 고객과 대면하는 시점과 

강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비스 운영의 비용 

효율성과 개인 맞춤 서비스 혹은 권매와 같은 서비스 

확장성에 대한 주고 받음이 있으므로(Zomerdijk and 

de Vries, 2007) 서비스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3 고객접촉의 강도에 따른 서비스의 분류 

서비스는 고객 접촉의 시간과 강도에 따라 고강도 

접촉(high contact), 중강도 접촉(medium contact), 

저강도 접촉(low contact) 서비스로 분류 

가능하다(Chase, 2010). 고강도 접촉 서비스의 

종류는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강 센터, 호텔, 대중교통, 

유통 상점, 학교, 개인 맞춤 서비스, 교도소 등이 

있다(Chase, 2010) 

 

2.4 연구의 차별성 

고강도 접촉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설계할 때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 접촉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설계할 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프레임웍을 제안하고 검증하여 실제 서비스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대면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 제안 

3.1 비대면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에서의 고객 접촉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어 왔다(Chase, 

1978; Schmenner, 1986; Mersha, 1990; Zomerdijk 

and de Vries, 2007). 고객접촉의 개념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동일 장소 및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대면 상태로 정의했으나(Chase, 

1978), 최근에는 서비스 시스템 상에서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각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 

동일 시각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Zomerdijk and de Vries, 2007).  

본 논문에서는 고객접촉(Customer contact)과 

면대면(Face to face)의 개념을 나누고자 한다. 

면대면은 고객접촉보다 협의의 의미로, 서비스 

시스템상에서 동일 시각과 동일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기존 오프라인상에서의 이루어지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비대면(Remote) 서비스는 동일 시각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제공자(Actor)와 고객(Customer)이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코로나 19 이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zoom 수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시각에 이루어지거나 

상호작용이 없는 서비스는 고객접촉이 불가능한데, 

이는 무대면 서비스라 정의한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나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2 대면 서비스 특장점 활용의 필요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휴먼 터치가 매우 필요한 영역이 

있다. 교육, 의료, 케어 등 사용자가 판단하거나 

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학생, 노약자, 감정적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런 서비스는 비대면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제공자(Actor) 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정형화된 결과(학습 효과, 

위기 대응, 감정 관리) 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Actor)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 

서비스의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자가 했던 

역할이었던 개인 맞춤 /서비스 효과 판단 /위기대응 

/감정관리 /추가 권매 등을 비대면 서비스의 터치 

포인트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비대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3.3 비대면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웤 제안 

고강도접촉 면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가능한데, 한가지 방향은 서비스의 

전달영역(Coverage)을 확대할 수 있는 고강도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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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로의 개발과, 또다른 방향은 서비스 

운영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전달영역(Coverage)을 

확대할 수 있는 저강도접촉 비대면 서비스로의 

개발이다. [그림 1]  

 

 

그림 1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방향 

 

서비스 전략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게 되므로 각각의 방향에 따른 서비스 디자인 

개발 프레임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면대면 서비스가치와 동일한 서비스가치를 갖는 

고강도접촉 비대면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세가지 사용자 경험의 속성은, 첫번째 서비스 

제공자(Actor)의 참석 현황을 알려주는 것, 두번째 

서비스의 전달 및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비스이용 중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다.  

서비스제공자(Actor)의 참석 현황을 알려주는 것은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온라인 zoom 수업에서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서비스의 전달 및 진행 정도의 측정은 면대면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자(Actor)와 고객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가치 창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비대면서비스에서는 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이용 중 

이루어지는 실시간 피드백은 비대면 서비스의 

완성도를 올리는 마지막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디자인 프레임웤 

 

4.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시스템 사례 검증 

4.1 고강도 접촉 비대면 서비스 사례(브이온) 

제안한 디자인 프레임웤에서 정의된 비대면 서비스 

사용자 경험 요소들이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프레임웤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담러닝의 브이온 서비스의 경우,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여주고(서비스제공자의 참석 현황) 기 

지급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수업시간 중에 학생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하며(서비스 전달 및 

진행 정도 측정), 화상 통화를 통해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실시간 피드백) 한다. [그림 3] 

 

 

그림 3 청담러닝 교육 시스템 적용 사례 

 

4.2 저강도 접촉 비대면 서비스 사례(클래스카드) 

저강도 접촉 비대면 서비스인 클래스카드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고강도 접촉 비대면 서비스와 

서비스의 흐름은 유사하지만 서비스제공자(Actor)의 

역할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서비스제공자(Actor)의 참여가 높을수록 고비용의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저강도 접촉 비대면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Actor)의 역할을 시스템이 

대행하거나 자동화하여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그림 4] 

 

그림 4 클래스카드 교육시스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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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고강도 접촉 면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웤을 

제안하였다. 면대면 서비스와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서비스 제공자(Actor)의 참석 현황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둘째로 서비스 전달 및 진행 

정도를 서비스제공자(Actor)가 알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경험요소들을 설계하도록 제안하였다. 

향후 서비스 제공자(Actor)와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프레임웤에서 정의한 세가지의 경험요소들의 세분화 

및 우선순위를 정의하면 좀 더 정교한 방법론으로 

고도화 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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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인 학생과의 취미, 성격 기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성인 초기 가족 및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낯선 

생활 속에서 소외감, 무력감, 혼란스러움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은미 외, 2010).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인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여 유학생이 한국인과의 

교우관계, 그 중 관계의 지속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어려움의 구체적 이유와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페르소나를 

도출하여 한국인과의 취미, 성격 기반 교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스토리보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1 차 MVP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토대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를 고안하였다. 이후 참여자를 모집하여 
2 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테스트 후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관계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추후 서비스 개선과 장기적 검증을 통해 완성된 

솔루션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관계,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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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인 초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발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성인기에 막 진입한 시점을 

의미한다. Erikson(1963)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며, 이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개인은 이후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성인 초기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과업 달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 중 하나이다. 이들에게는 
자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타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기가 쉽다.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외국 생활 
속에서 소외감, 무력감, 혼란스러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은미 외, 2010). 또한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중단, 정신건강의 
악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임수진, 한규석, 2009; 하정희, 2008). 이는 

고립감으로 인해 성인 초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저해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4%의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2020 년 8 월까지 153,695 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20).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최현실(2018)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친구 및 선후배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유학생활에서 느끼는 

낯섦이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현지인(한국인)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지인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학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은경, 2011). 하지만 많은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며(임수진 외, 2009; Campbell & Li, 2008), 
현지 학생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낀다고 보고하기도 

한다(김영경, 2009). 이에 따라 현지인들보다는 자신과 
같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자신과 다른 

나라 출신인 외국인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관계(현지인, 자국 
출신 유학생, 타국 출신 유학생)를 모두 적절하게 잘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순영, 2016). 즉,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현지인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지인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진로 선택과 관련된 연구(조은희, 
유기웅, 2017) 또는 정신건강 차원에서의 발달적 

문제를 언급한 연구(오혜영 외, 2017)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유학생들의 발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김경훤, 신영지, 2014; 김순자, 
송원찬, 2013) 및 학사지도 프로그램(김현상 외, 
2013)과 같은 교과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다수 

이루어졌지만,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와 같은 비교과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과의 관계 
중심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2.1 설문을 통한 사용자 조사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및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Google Form 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IBM Co., Armonk, NY)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110 명으로 국내 

수도권 및 전라북도 4 년제 대학(29.1%) 또는 
대학원(70.9%)에 재학중인 12 개 국적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참여자의 연령은 21-25 세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실력은 TOPIK 
기준으로 5-6 급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60%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에의 전반적인 적응과 외국인 및 
한국인과의 교우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사회적 접촉 척도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척도는 Baker 과 
Siryk(1989)이 개발하고 Garcia(2005)이 간략화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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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교육환경적응의 
4 개 영역을 9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금 만족한다.”,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전체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5.11 점으로 점수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접촉 척도는 Spencer-Rodgers(2001)가 

개발하고 백성희(2013)가 한국인 및 외국인 교우와의 
관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사회적 
접촉척도(Social Contact; SC)를 사용하였다. 

일주일간의 한국인 및 외국인 교우와의 접촉 정도를 
6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눕니까?”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한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의 평균은 2.02 점이며 외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 평균은 3.33 점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범위를 고려할 때, 한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교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1.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한국인 및 외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 간 상관 및 기술통계(N=110) 

구분 1 2 3 

대학생활적응 -   

사회적 

접촉 

한국인 교우 .19* -  

외국인 교우 .13 .33** - 

M 5.11 2.02 3.33 

SD 1.08 1.01 1.41 

Skewness -.20 1.23 .18 

Kurtosis .06 1.10 -.96 

*p < .05, **p < .0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 및 외국인 교우와의 대인관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한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9, p<.05)를 보였지만 

외국인 교우와의 사회적 접촉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 학우와의 
관계가 원만한 외국인 유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한국인 학우와의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자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2 인터뷰를 통한 사용자 조사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17 명이었으며, 7 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13 명과 
4 명의 한국인 학생이 참여하였다. 외국인 참여자의 
연령은 모두 20 대였고 학력은 대학생 6 명, 대학원생 

7 명이었다. 한국어 실력은 TOPIK 기준으로 5-6 급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7 명, 중급 학생 5 명, 

초급 학생 1 명이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 한국에서의 
대인관계, 한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버디/언어교환 
프로그램의 4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8 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서비스와 관련 있는 
코드들을 Pain point 와 Needs 의 두 가지 상위 범주로 

나누어 87 개의 의미 단위와 54 개의 코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Pain point 는 다시 ‘장벽’, 
‘프로그램’, ‘언어’,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Needs 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되어 

공통적인 항목으로 묶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났다.  

• Pain Point 

장벽 : ‘장벽’은 친구관계 지속의 어려움과 관련된 

코드이다. 대화의 내용 또는 방법의 차이, 문화 차이 
등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에 대한 코드들을 주로 
포함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의미 있는 관계 맺기 

어려움’으로 이어져 ‘한계가 있음’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의 버디/언어교환 등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프로그램 경험은 ‘친구 

사귀기 실패’, ‘연락하지 않음’, ‘친구로 느껴지지 
않음’ 등 부정적 결과를 다수 포함하였으며 그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 목적과 관련되었다.  

언어 : 언어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감하였으며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같은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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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항목은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로 인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는 문제를 포함하며, ‘고립감’ 

등의 심리적 상태, ‘너무 바빠 보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포함하였다. 

• Needs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과의 교우관계 및 
프로그램에 있어 원하는 니즈는 주로 ‘같은 목표로 

매칭’과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거나 서로 기대하는 
점이 비슷한 친구와 매칭되는 형태에 대한 항목을 
다수 포함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선호했으며,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화적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한국인 참여자들이 생각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및 서비스 
형태로는 주기적 모임, 관심사 기반의 프로그램, 미션 

수행 등 공동 목표 달성 방식 등을 추천하였으며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방법을 추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본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획하기로 하였다. 

2.3 페르소나(Persona) 

사용자 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페르소나로 정립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코드를 
비슷한 유형의 사용자 특성으로 묶어 3 명의 인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심리상태가 안정되어감과 
동시에 친구 사귀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입국 1 년 내외의 신규 유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친구 만들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페르소나를 관계 지속형 외국인(장기 유학생), 

기회 탐색형 외국인(신규 유학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인 유형의 경우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으며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문화 교류형 한국인으로 정의하였다. 

• 관계 지속형 외국인 

관계 지속형 외국인은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나, 
한국인과의 관계가 자국에서의 관계에 비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한국어 소통이 능숙하나 
가끔은 벽이 존재함을 느낀다. 비슷한 성격의 한국인 
친구를 만나길 원하며, 관계를 오래 지속하여 

한국인과의 관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 기회 탐색형 외국인 

기회 탐색형 외국인은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른다. 친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교류를 

하고 싶다. 

• 문화 교류형 한국인 

문화 교류형 한국인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으며 그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깃거리가 떨어져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화차이를 종종 느끼지만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컨셉 개발 

3.1 서비스 컨셉 제안 

서비스 컨셉 타겟 사용자의 페르소나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한국인 학우와의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컨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가치제안 캔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였다.  

그림 1 가치제안 캔버스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우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니즈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취미와 관심사, 성격을 
가진 친구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추억을 만들고자 
하였다. 기존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 

친구와 교류하며 단기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서로의 관심사와 
목적이 다른 것을 들었다. 한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 차이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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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주요 니즈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여 자연스럽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최종 서비스 컨셉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 제공 

서비스,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고,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본 프로그램의 제공 가치와 

구체적 서비스 요소를 표 2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서비스 제공 가치와 제공 방법 

제공 가치 제공 방법 

안정성 학교 인증 시스템과 사용자 간 평가 

기능을 통해 다른 목적을 가진 외부인 

차단 

지속성 서비스 가입시 사용자의 성격, 취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되는 8 주간의 활동 ‘코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함.   

자율성 코스 선택 전 팀원들의 성격,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선택 가능함.  

기존의 서비스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단점은 교류 
목적의 상이함, 관계 지속의 어려움, 무작위 매칭 
등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개선하여 지속성을 

담보하는 8 주간의 ‘코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관심사에 맞는 ‘코스’를 매칭하며, 팀원들의 성격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화 교류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각 ‘코스’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동, 맛집 탐방, 
여행과 같이 비언어적 활동을 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서비스 흐름을 그림 2 와 같이 

스토리보드로 정리하였다.  

그림 2 서비스 컨셉 제안 (스토리보드) 

3.2 서비스 제안 및 검증 

• MVP Test 1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Minimum Viable 
Product(MVP)를 근거로 서비스에 대한 잠재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oogle Form을 사용하여 33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2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스토리보드를 제공한 후, 
이를 먼저 숙지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제공하였다. 본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80%의 대상자들이 6점 중 4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물었을 때 

‘활동 및 관계의 지속성(6명)’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을 때 68.6%의 

대상자들이 6점 중 4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앱을 통해 한국인(한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51.3%)이 ‘비슷한 취미 생활, 
관심사’라고 답하였다. 또한 팀원들의 성격과 국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물었을 때, 

성격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이 6점 
중 4점 이상을 주었고, 국적에 대해서는 74.4%가 6점 
중 4점 이상을 주었다. 본 앱이 다른 친구 사귀기 

앱이나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친구를 사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82.9%의 
대상자들이 6점 중 4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주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참여자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과 참여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자의 
국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마니또 게임,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후 참여여부 결정, 
참가비(3만원)를 사전에 걷은 후 활동이 마무리되면 
회식비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안했다. 

인터뷰를 통해 수정사항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이전 1차 MVP 테스트에 참여하였던 
외국인 유학생 네 명과 한국인 한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ZOOM을 통해 비대면 
화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사항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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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상자들은 국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인증이나 실명인증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모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마니또 활동이나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참가비용에 

관련해서는 외국인 들과 한국인의 의견이 달랐다. 
한국인의 경우 참가비용을 걷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의사, 기대 및 우려하는 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모든 대상자들은 사용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우려하는 점은 초반에 
참가자들끼리 어색함을 느끼거나 활동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 MVP Test 2 

1차 MVP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잠재 
사용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관계형성인만큼 실제로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활동을 
한 후 만족도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차 MVP 테스트를 위해 

‘한국문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 
6명(외국인 3명, 한국인 3명)을 모집하여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문화교류 활동을 

계획하였다. 2차 MVP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 활동은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관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과 한국인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수준과 활동 전후로 외국인 참여자들이 

지각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최애선(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의 소속감 지지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대인관계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된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종교모임, 친교모임, 동아리 

등 아무런 모임에도 속해 있지 않다.”, “요즘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내게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줄 친구가 
없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상대가 있다.”, “사람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부르지 않는 편이다.”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긍정문인 문항(“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상대가 있다.”) 외의 다른 문항은 모두 

역채점하였다. 활동은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8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6명 외에도 연구자 

5명이 참여하여 활동을 진행 및 보조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주요 결과와 논의점 

MVP 테스트 참여자들이 응답한 사전·사후 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프로그램 활동이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고(‘매우 만족’ 3 명, ‘만족’ 3 명), 그 

이유에 대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5 명), 활동이 
재미있어서(5 명), 나와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2 명)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관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각된 
대인관계 지지 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 참여자들이 모든 문항에 답한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냈을 때, 사전 점수는 20 점 중 14 점인 반면 
사후 점수는 16 점으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3 에 제시된 문항별 평균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1 번(“나는 종교모임, 
친교모임, 동아리 등 아무런 모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과 2 번 문항(“요즘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의 점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프로그램 사전-사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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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결과와 논의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자 하였으나, 서비스에 대한 잠재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활동 중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8 회의 활동으로 

구성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간 텀이 매우 짧았다. 그리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실제 제공하고자 하는 대면 활동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교류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초기 컨셉을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여 추후 
비대면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추후 활동 및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발전되고 완전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 컨셉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특히 한국인 학우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우관계 형성 및 지속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페르소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한국인 학우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컨셉을 
설정하여 스토리보드를 통한 1 차 MVP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를 보완한 뒤 실제 참여자를 
모집하여 2 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본 서비스는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본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관계 수준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장기적 프로젝트 검증을 실시하여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및 보완한다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교우관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컨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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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내 표지판 디자인은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정보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이다.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가이드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디자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툴을 설계하였다.  

공간과 길 유형에 따른 표지판들을 ‘탐색하기’, 

표지판 디자인에 최적화된 편리한 ‘제작하기’, 

주변환경과 표지판 디자인 결과물의 조화와 시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평가하기’ 기능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표지판 저작 툴과 다른 평가 기능들을 

포함하는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의 설계 

안의 타당성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였다 

주제어  

공공안내표지판/ 표지판디자인 / 공공디자인 / 

디자인저작툴 / 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1. 서 론 

1.1 공공 안내 표지판디자인 

보행로와 도로,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얻지만 아직까지 공공안내표지판의 역할도 

무시 할 수 없다. 공공안내표지판이란 나이, 성별, 

연령대, 장애인 노약자와 같이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정보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 요소로서 국가와 지역의 디자인 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이다[2]. 특히 공공안내표지판은 

공공디자인의 한 요소로 주 목적은 정보 전달이지만 

도시환경과의 미적인 조화를 통한 시각적 정보 환경 

개선효과도 있다.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은 

이용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약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또는 색맹, 

색약의 환자들까지 다양한 신체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표지판 

디자인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각적 환경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내 

외에서는 각 도시 별 공공 디자인 관리 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표 1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표 1 관리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2 도로표지제작설치관리지침 국토해양부 

3 경기도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4 익산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익산시 

5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서울시 

6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 서울시 

7 Legible london 런던 

8 WalkNYC 뉴욕 

9 Bristol a legible city 브리스톨 

10 City of Vancouver 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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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 

무분별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 사적 시설물이 침범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각 도시 별 공공디자인 

관리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특색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관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환경조건에 맞는 디자인을 가이드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목적과 환경적 설치 조건에 따라 디자이너가 

표지판을 디자인하지만 해당 결과물이 설치 될 

공간에 직접 설치하면서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환경을 해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초래한다. 디자이너들이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툴이 

제공되고 있다. 표 2 은 국내외에서 표지판을 디자인 

할 때 사용되는 저작 툴들이다. 이 저작 툴들은 

표지판 판넬 모양에 텍스트와 픽토그램을 삽입 

편집할 수 있는 그래픽 제작 기능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변 공간과의 조화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디자이너가 표지판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하고자 하는 표지판이 공간과 목적 유형에 

따라 필요한 표지판의 요소들이 무엇이고 주변 

환경에서 시인성이 좋은지, 설치 환경 안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 할 것인지, 표지판이 위치 할 장소는 

어떤 시각적인 특징들을 가지는지, 주/보행인이 

표지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시인성이 높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표지판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과 공간 유형에 따른 표지판 디자인 예시 

‘탐색하기’, 표지판 ‘제작하기’, 제작한 디자인의 

시인성 ‘평가하기’ 기능들이 들어간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을 제안하려고 한다.   

표 2 국내외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 기능 비교 

공공안내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 

기능 

탐색하기 
제작하

기 
평가하기 

1 

 
<RoadGuider> 

- O - 

2 

 
<2DE SignSoftware> 

- O - 

3 

<Transoft Sign Design 
Pro UK> 

- O - 

4 

 
<SignPIOT> 

- O - 

5 

<Adobe Illustrator, 
photoshop> 

- O - 

 

2.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 설계  

2.1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의 전체 

구조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은 주행과 보행에 표지판을 모두 

다루고, 주행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와 보행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를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순서도에 사용되는 

기호로 통일하여 작성하였다. 보행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와 주행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은 표지판 예시 ‘탐색하기’  표지판 디자인 

‘제작하기’  시뮬레이션 ‘평가하기’로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 1 보행용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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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행용 표지판 디자인 프로세스 

 

2.2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 기능 

설계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은 사인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행위에 필요한 도구로써 기능 

구현 프로세스는 Jones[7]의 Analysis, Synthesis, 

Evaluation 의 3 단계 디자인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설계하였다. 1)’ Analysis’ 단계는 문제의 이해 

단계로서 저작 툴의 ‘탐색하기’와 같다. ‘Analysis’ 

단계는 문제제기 또는 문제의 정의 및 상황 분석을 

통한 정보 수집의 단계로 표지판을 디자인하기 전 

실제 표지판 사례들을 통해 현 표지판의 실태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2)해결안을 만들어내는 ’ Synthesis’ 단계는 저작 툴의 

‘제작하기’와 같다. ‘Synthesis’ 단계는 여러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 가능성이 있는 해결안을 도출, 종합 및 

구체화 하는 단계로 ‘탐색하기’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표지판을 디자인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제작하기’ 과정과 흡사하다. 3)’Evaluation’단계는 

저작 툴의 ‘평가하기’와 같다. ’Evaluation’ 과정은 

앞의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평가로 

많은 디자인 안을 결정하고 평가, 공식화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저작 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지판의 시인성을 평가하는 ‘평가하기’ 기능과 

흡사하다. 

 

2.3 ‘탐색하기’ 기능 

표지판 예제 탐색하기 기능으로 공간과 길 유형에 따라 

적합한 표지판 예제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공간, 길 

유형, 표지판 유형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는 다양한 

표지판 예제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공간, 길 유형에 따른 

표지판 유형들은 아래 표 3 과 같이 분류되어 이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표지판 예제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표 2 '탐색하기' 카테고리 분류 

보행 

 

카테고리 구성 

공간유형 공원/학교/문화시설관광지/길거리 

길 유형  광장/교차로/산책로/골목/계단 

표지판 

유형 

종합안내표지판/유도안내표지판/명칭안내표지판 

해설안내표지판/기타표지판 

주행 

카테고리 구성 

공간유형 지방지역/도시지역/고속도로 

표지판 

유형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노선표지/유도표지/ 

시설물표지/휴게소표지… 

 

 

그림 3 탐색하기 기능 예제  

 

2.4 ’제작하기’ 기능 

‘제작하기’ 기능은 표지판을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이용자가 주행 또는 보행 중 선택한 상황에 맞는 

표지판 템플릿을 제공한다. 보행 상황인 경우 

종합안내표지판, 유도안내표지판, 명칭안내표지판, 

해설표지판, 기타표지판으로 나뉘며 기본형, 확장형, 

결합형으로 타입을 설정하여 템플릿을 결정한다. 

주행 상황인 경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세 

가지 상황에 따라 나누어지며 각 상황마다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등으로 타입을 설정하여 

템플릿을 결정한다. 템플릿이 결정되고 디자인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화면상단에서 현재 작업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으며 아래 버튼 메뉴는 새로 

만들기, 텍스트 삽입, 이미지 불러오기, 픽토그램, 

오브젝트 정렬, 실행취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메인메뉴에서는 변형, 레이아웃, 컬러 세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변형에서는 표지, 지주대의 길이와 

넓이 설정이 가능하며 레이아웃 메뉴에선 상단메뉴와 

동일하게 이미지, 텍스트, 픽토그램 같은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거나 요소 간 Hierachy 를 설정할 수 

있다. 컬러메뉴는 기본 팔레트와 컬러칩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수치 값을 입력하여 컬러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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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하기 기능 예제_표지판 템플릿 선택 

 

 

그림 5 제작하기 기능 예제_컬러 변경 

 

 

그림 6 제작하기 기능 예제_ 픽토그램 삽입 

 

2.5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하기’ 기능 

‘제작하기’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작 툴에서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배경이미지를 불러와 합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배경이미지는 결과물의 목적에 

맞게 보행용 표지판인 경우 공원, 학교, 문화시설, 

관광지, 길거리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주행용 

표지판인 경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에 맞는 

다양한 공간 유형별 배경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특히 

표지판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 공간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툴에서는 길의 형태가 잘 보이는 이미지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용자는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결과물을 

선택한 배경 이미지 또는 이용자가 직접 불러온 

이미지 안에서 위치 값 과 회전 값을 주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명도, 채도, 색상 값을 조정하여 

색과 톤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결과물 주변 

일정범위의 배경 컬러와 결과물 컬러 사이의 조화와 

대비 수치를 통해 주변 환경과에서의 시인성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시뮬레이터의 핵심 기능은 색상 조화 

평가와 명도 대비 평가 기능으로, 색상 

조화는 Complementary, Monochromatic, 

Analogous, Split Complementary, Triadic, Tetradic 

6 가지의 색 조화를 근거로 디자이너가 사용한 

색상들이 주변환경과 어떤 색상 조화를 보여주는지를 

평가한다. 또 다른 평가 기능인 명도대비 평가 경우 

표지판 디자인 결과물 색의 명도 값과 주변 배경 색의 

명도 값의 비율을 측정하여, 명도차에 따른 시인성 

값을 측정한다. 이용자가 선택한 배경 이미지 속에서 

결과물의 시인성 요소인 가시성(Conspicuity)을 

측정할 수 있다. [3,4,5,6] 

 

그림 7 시인성 평가하기 기능_컬러 조화 

 

그림 8 시인성 평가하기 기능_컬러 대비 

 

3. 전문가 인터뷰 

디자인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는 디자인계열 전공자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녔고 2 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디자인 전문가 

인터뷰는 5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현재 표지판 디자인의 실태, 2)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 툴, 3)기존 저작 툴과의 

차별점이자 핵심 기능인 ‘탐색하기’와 ‘평가하기’ 기능에 

관하여 설명한 뒤에 1 대 1 인터뷰로 진행 하였다. 

인터뷰는 인당 30 분씩 진행하였고 인터뷰 질문 

구성은 1)평소 표지판에 관한 관심도, 2)현존하는 

표지판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관점에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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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하는 저작 툴의 특징인 ‘탐색하기’와 ‘평가하기’ 

기능에 대한 의견, 4)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의 발전 가능성과 기여도에 관하여 

구성 하였다.  

 

3.1 디자인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전문가 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해 보았다. 

3.1.1 ‘탐색하기’ 기능에 대한 의견 

검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디자인 과정 

중 초기 단계인 리서치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디자이너 의견 

전문가 1  

“디자인적 지식 및 감각이 없더라도 표지판 탐색하기 

기능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 일반인들도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을 디자인을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전문가 2 

“기존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두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필수이며 그러한 과정을 탐색하기 

기능으로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 3 

“특정 장소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표지판과 해당 장소와의 조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문가 4 

“어떠한 디자인이든 리서치 단계는 필연적이며 

그러한 과정을 탐색하기 기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기에 디자이너에겐 반가운 기능이다.” 

전문가 5 

“탐색하기를 통한 표지판 디자인 사례를 관찰하며 

디자이너는 수정 및 보완을 해야할 내/외적인 요소를 

미리 자각하고 디자인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확신이 든다.” 

 

3.1.2 ‘시뮬레이션 평가하기’ 기능에 대한 

의견 

‘시뮬레이션 평가하기’ 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평가하기’ 기능 중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던 기능은 이미지 공간에 표지판을 미리 

배치하여 표지판과 자연 또는 도시경관과 조화된 

모습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표지판 디자인에서 강조하는 시인성, 

심미성, 조화성에 관하여 시각적,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표지판을 실제로 제작 후 

설치할 때 디자인적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평가하기’ 기능을 높이 평가했다. 

디자이너 의견 

전문가 1  

“표지판과 배경의 색상, 디자인적 조화나 안내하고자 

하는 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지를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문가 2 

“실제로 현장에서 설치 될 표지판이 가시성이 

뛰어난지, 주변환경과의 컬러조화, 명암대비를 통해 

시인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는 부분이 참신하다.” 

전문가 3 

“표지판은 시인성이 높고 명확하게 정보전달이 될 수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하고, 실제로 설치 했을때 

생기는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전문가 4 

“실제로 표지판을 디자인한다면 정말 유용 했을 것 

같다. 특히, 시인성에 방해가 되는 외적인 요소를 

참고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전문가 5 

“표지판은 주변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에 어느 

곳에서든 잘 보이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수정,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은 사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3.1.3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여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작 툴에 대해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수월하게 사인 디자인을 수행하고 

시인성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되어 디자이너에겐 

작업 퍼포먼스 향상을, 일반인에겐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지판 디자인 툴은 기존의 

저작 툴과 달리 디자인 설계부터 디자인 결과물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전문가 5 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의 핵심 

기능인 공간과 길 유형별 표지판 디자인 ‘탐색하기’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인성 ‘평가하기’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사하였다. 질문 항목은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에 대한 관심도,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로서의 입장, 

‘탐색하기’와 ‘평가하기’ 기능들에 대한 평가, 기여도 

총 5 가지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5 명 중 절반 이상이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고 표지판 디자인에 

대해 기능성, 통일성, 심미성, 시인성 등을 강조하며 

각 요소들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탐색하기’ 기능과 ‘평가하기’ 기능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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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시인성 향상과 정량적 수치 평가를 통한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평가의 객관화가 가능해 

보이기에 사인 디자인의 질적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대답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표지판 디자인 저작 툴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향후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 안을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 

개선하여 높은 시인성을 가진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기여하는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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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IT 기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노인’과 ‘키오스크 상단에 손이 

닿지 않는 휠체어 장애인’을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외받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한다. 키오스크가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기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문제점 

분석(관찰 및 문헌조사), 인체 치수 분석, 논문 

리뷰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User Test 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검증 및 완성하였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패스트푸드점 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주제어 

키오스크, 유니버설, 패스트푸드점, 디자인 

가이드라인, 약자, 노인, 휠체어 장애인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현 시대에는 4 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IT 시대가 

도래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 도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이런 전염병 문화에서 

사람을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며, 여러명의 노동력을 

대체해준다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복잡한 사용절차와 높은 터치스크린의 위치로 

인하여 IT 기기 친밀도가 낮은 노인, 키오스크 

상단에 손이 닿지 않는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되고 있는 노인, 휠체어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니버설 키오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오늘날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 카페, 병원, 

동사무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패스트푸드점은 

키오스크가 가장 대중화된 영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롯데리아의 

경우 61.2%의 입점률을 보이며 맥도날드는 59.5%, 

KFC 는 무려 93.8%의 도입율을 보인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를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관찰과  

문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인체치수 분석, 논문 

리뷰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뒤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검증 및 완성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 분석, 패스트푸드점 이외의 다른 업종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모든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가이드라인은 문제점 분석, 인체 치수 분석, 논문 

리뷰의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하였다.  

2.1 문제점 분석(관찰 및 문헌조사) 

실제 키오스크 사용자들을 관찰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어려워하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논문을 참고하여 패스트푸드점 대표 3 사(B 사, 

M 사, L 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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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제점 분석 예시 

문제점 가이드 라인 

B 사의 '올데이킹' 이란 

카테고리는 무슨 

메뉴가 속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B 사)  

-카테고리 분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이 많은데 비해 

메뉴 카테고리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원하는 메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찾기 어렵다. 

특히 디저트의 종류가 

많은데, 치킨과 함께 

카테고리가 묶여 

있어서 원하는 

디저트를 찾기 어렵다. 

(L 사)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같은 속성의 내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다. 

4*4 배열로 확장되어 

화면에 보여지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지 못했다. (L 사) 

-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열은 3 줄 이내, 

행은 3 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2.2 인체 치수 분석 

 

그림 1. 인체치수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휠체어 장애인은 키오스크 상단에 손이 닿지 않아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에 인체 

치수를 통한 인체공학적 분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키오스크의 형태 

휠체어 장애인은 키오스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키오스크 몸체의 아랫부분을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패여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19 세에서 

59 세의 휠체어 장애인의 (99 분위 기준-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앉은 무릎높이는 526 mm 이고 앉은 

엉덩이 무릎 수평길이는 605 mm 이다. 사용자와 

키오스크 간의 거리가 300 mm 일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키오스크 몸체 아래 부분이 약 너비 300 mm, 

높이 550 mm 를 안쪽으로 파여지게 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더 가까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 화면의 영역 

신체 치수 데이터를 통해 키오스크 휠체어 장애인도 

사용하기 편한 화면의 높이를 계산하였다. 키오스크 

화면의 최상단의 높이는 사용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높이어야 한다. 

19~59 세의 휠체어 장애인의 키오스크와 휠체어 

장애인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고 

도달 높이는 1450.65mm 이고 최저 도달 높이는 

250.25mm 이다. 

16~69 세의 일반인의 어깨 높이는 1337.5mm 이고 

팔길이는 567mm 이며, 손직선길이 175mm 이다. 

사용자와 키오스크 간의 거리가 300 mm 일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범위는 최상단의 높이는 2035 mm 이고 최하단의 

높이는 639.5 mm 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서로 공유하는 범위는 639.5 mm 

~ 1450.65 mm 로 나타낼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최고도달높이, 최저도달높이를 

제공하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 

다른 인체치수를 분석하여 도출) 

 

3.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 

3.1 실험 대상 

대학생 20 명 (의자에 앉는 사람 7 명/ 키가 작은 

사람 4 명/ 키가 보통인 사람 3 명 /키가 큰 사람 

6 명), 노년층 4 명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인체크기 및 사용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의자에 앉는 

사람은 휠체어 장애인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의자의 높이는 휠체어의 평균 높이에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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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토타입 제작 

기존 패스트푸드점 B 사의 키오스크의 디자인과 

이를 개선한 신규 디자인을 프로토타입 제작 (신규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니버설 키오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그림 2. 좌-기존디자인/우-신규디자인 

 

3.3 TASK 내용 및 분석 방법 

실험 대상자에게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5 가지(세트 담기, 사이드 담기, 버거 담기, 

버거 삭제하기, 결제하기) task 를 주었다. 

분석항목은 efficiency(탭의 횟수), error(에러 

횟수), task success(성공률, 0~100%), time-on-

task(수행 시간)라는 4 가지의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 만족도 설문(7 점 척도)인 주관적인 지표로 

분석하였다. 

 

3.4 평가 방법 

•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패널을 이용하여 평가  

•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시선 분석(2명) 

 

그림 3. 평가 실험 사진 

 

4.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 결과 

4.1 객관적 지표 평가 결과  

 

그림 4. error(에러 횟수), success(성공률), 

efficiency(탭의 횟수), time(수행시간) 비교 

 

표 2. error(에러 횟수), success(성공률), 

efficiency(탭의 횟수), time(수행시간) 비교 

분류  노년층 젊은층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efficien

cy 

35.25 13.25 26.25 12.1 

error 13.25 2.25 4.25 1.1 

succes

s 

31 69 88 93 

time 276.5 100.5 88.15 38.05 

 

error(에러 횟수), success(성공률), 

efficiency(tab 의 횟수), time(수행시간) 총 4 가지 

객관적 지표에서 신규 디자인이 평균 약 2~6 배 더 

좋은 결과를 냈다. 

특히 신규 디자인에서 노년층의 사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의 사용성 

격차가 해소되었다.  

 

• 통계적 검정 

패스트푸드점 유저테스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적 검정 과정을 

거쳤다. 노년층과 젊은층을 나눠서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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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의미성이 큰 time 과 error 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T1: 기존디자인, T2: 신규디자인) 

 

 

그림 5. 젊은층 객관적 지표(time, error) 정규성 검정 

 

젊은층의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20명이라서 정규성 

검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time 에서 

기존디자인은 정규성이 인정되고, 

신규디자인에서는 정규성이 부정되었다. 

error 에서는 기존디자인, 신규디자인 모두에서 

정규성이 부정되었다. 그래서 비모수검정 방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단측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젊은층 검정 결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4 명이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 방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역시 단측 검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노년층 검정 결과 

 

4.2 객관적 지표 평가 세부 예시(에러) 

•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에러 

에러 중에서 ‘장바구니 텍스트를 누르면, 장바구니 

페이지가 열린다고 생각하여 장바구니라는 

텍스트를 누르는 에러’는 신규디자인과 기존디자인 

모두에서 노년층에게만 나타난 에러이다. 젊은층은 

한 명도 이러한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은데 비해서 

노년층만 이런 에러를 발생시킨 것을 보면, 

노년층에게는 한 페이지 안에 장바구니 창이 

분할되어 함께 보이는 레이아웃이 익숙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는 노년층의 기기친밀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번 학습을 

한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습성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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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에러 사진 

 

• 카테고리 선택 오류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서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카테고리 선택 부분이었다. 

 

그림 9. 카테고리 선택 수행시간 비교 그래프 

 

표 3. 카테고리 선택 수행시간 수치 

분류 기존디자인 신규디자인 

수행시간 25.79 9.75 

 

이 그래프는 각 디자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가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기존 디자인보다 

신규디자인에서 카테고리 선택 시간이 약 1/2 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카테고리 선택 오류 횟수 비교 

 

표 4. 카테고리 선택 오류 횟수 수치 

분류 기존디자인 신규디자인 

오류 횟수 2.125 0.167 

 

위 그래프는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몇번의 오류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기존 디자인에 비해 

신규디자인에서 오류 발생 횟수가 약 1/12 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다. 기존디자인에서 7 개였던 

카테고리의 개수를 4 개로 줄이고, ‘올데이킹’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기존디자인에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디자인을 제작한 결과, 사용자의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카테고리 부분에 대한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일부이다.  

 

표 5.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카테고리 영역 일부) 

카테고리 버튼이라고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카테고리 버튼은 시선의 흐름에 따라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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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를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카테고리의 내용은 한눈에 이해가 가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B 사의 '올데이킹' 이란 버튼은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개수는 4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4.3 주관적 지표 평가(만족도) 

 

그림 11. 연령층별 주관적 만족도 비교 

 

표 6. 연령층별 주관적 만족도 수치 

분류 노년층 젊은층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Q1. 2.75 5.5 3.65 6.05 

Q2. 3.25 6 3.25 5.5 

Q3 2.25 5.75 3.2 5.2 

Q4 3.25 6.25 3.85 6 

Q5 2.75 6.25 3.15 5.65 

 

만족도 질문은 아래와 같다.  

------------------------------------ 

Q1: “task 를 완료하기까지의 난이도가 

어떠했나요?” 

Q2: “task 를 완료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떠했나요?” 

Q3: “task 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떠했나요?” 

Q4: “task 가 사용법을 알고 기억하는데 

어떠셨나요?” 

Q5: “이 키오스크의 사용이 만족스러우셨나요?” 

------------------------------------ 

주관적 만족도 역시 기존디자인에 비해서 신규 

디자인에서 평균 약 2 배 정도 더 좋은 결과를 냈다. 

 

4.4 주관적 지표 평가 세부 예시(화면 높이) 

아래 그래프는 신규 디자인의 화면 높이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의 만족도 비교 결과이다.  

 

 

그림 12. 화면 높이 만족도 

 

표 7. 화면 높이 만족도 수치 

분류 휠체어 장애인 일반인 

만족도 5.8 6 

 

기존 디자인과 신규디자인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화면 영역의 차이이다. 기존 모드의 

경우는 세로로 긴 형태의 화면이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단에 손이 닿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규디자인의 경우는 인체치수 

분석을 통해 만든 “화면의 위치는 약 640 mm ~ 

1451 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약 10cm 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기존 

디자인보다 세로길이가 더 짧은 가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이에 대해 위 그래프를 보면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7 점 만점에 6 점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통해서 신규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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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영역이 두 그룹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5 버튼 요소 평가 세부 예시 

• 버튼 크기 

 

그림 13. 텍스트 버튼 크기 그래프 

 

표 8. 텍스트 버튼 크기 응답 

분류 a(가로 

3.5cm X 

세로 2cm) 

b(가로 

4.5cm X 

세로 2.4c

m) 

c(가로 

5.5cm X 

세로 3cm) 

응답 명수 3 14 13 

 

다음은 텍스트 버튼 크기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조 사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b(가로 4.5cmX 세로 2.4cm)인 버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c(가로 5.5X 세로 

3cm)인 버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버튼의 크기를 가로 4.5cm 이상, 세로 

2.4cm 이상으로 하도록 하면 사용자 약 90%의 

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가로 4.5cm 

X 세로 2.4cm 로 변경하면 버튼 크기가 

a(3.5cmX2cm)보다 크기 때문에 a(3.5cmX2cm)를 

선택한 사람들의 사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버튼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 9.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버튼 영역 일부) 

버튼의 가로 길이는 45mm 이상으로 권장한다. 

버튼의 세로 길이는 사용자의 버튼을 누르는 

정밀성을 낮추기 위하여 24mm 이상으로 

권장한다.  

 

• 버튼 그래픽 요소 

 

그림 14. 버튼 그래픽 요소 그래프 

 

표 10. 버튼 그래픽 요소 수치(A~C) 

분류 A.라인 

없는 형태 

B. 외곽 

라인 있는 

형태  

C.그라데

이션 

응답 명수 0 8 1 

표 11. 버튼 그래픽 요소 수치(D~E) 

분류 D.명도차

이 

E. 그림자 F. 볼륨 

응답 명수 0 17 4 

 

이 그래프를 보면 약 70%의 참가자들이 e.그림자 

요소와 f.볼륨 요소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입체적인(돌출 효과) 그래픽 

요소를 넣은 버튼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도록(예: 

emboss 효과, 그림자 등) 설계하면 기타 그래픽적 

요소와 차별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의 

논리성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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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이트래킹 결과 

 

그림 15. 시선의 흐름 비교(좌-기존디자인/우-

신규디자인) 

기존 디자인: 가장 먼저 하단을 보고 상단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하단으로 흘러온다. (하단 -> 상단 

-> 하단) 

신규 디자인: 좌에서 우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좌 -> 우) 

기존 디자인은 신규 디자인에 비해 시선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시선의 이동도 복잡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사용 절차 

일부 내용(사용 절차의 흐름은 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의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한다.)을 검증하였다.  

 

그림 16. 시선의 이동 영역 비교(좌-기존디자인/우-

신규디자인) 

기존 디자인의 경우 상하 시선의 이동 영역이 매우 

크지만, 기존 디자인에 비해 신규 디자인의 상하 

시선의 이동 영역은 크지 않다. 시선의 이동이 

상하로 넓으면 사용자는 위아래로 고개를 

움직이면서 시선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 즉, 시선의 이동 영역이 좁은 신규디자인이 

사용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5. 가이드라인 완성  

5.1 가이드라인 구성 

최종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크게 8 개의 카테고리 

대분류(주변환경, 물리적부분, 화면 인터페이스, 

정보, 사용, 피드백, 청각적 요소, 결제 AREA)가 

있고,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마다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가장 세부적인 카테고리 

요소별로 대응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림 17. 최종 가이드라인 구성 설명 

 

5.2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아래의 표는 가이드라인의 카테고리 항목을 나타낸 

표이다. 총 8 가지의 대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 최종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대분류 소분류 

주변환경 바닥  

주변공간  

통로  

물리적 부분 몸체 깊이 

너비 

높이 

화면 형태 

가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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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길이 

위치 

화면 

인터페이스 

버튼 사진/메뉴 버튼 

(화면에 크게 

나열되어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버튼) 

탭 버튼(탭하면 

항목이 

나열되는 버튼) 

텍스트& 

아이콘 버튼 

텍스트 글씨두께 

글씨체 

내용 

색상 

크기 

애니메이션 이동하는 

애니메이션(EX.

장바구니로 

담기는 모션 

창띄우기 

터치 

화면전환 

네비게이션 형태 

색상 

위치 

작은 창 나눠진 창 

키패드 

키패드 입력에 

따른 입력창 

팝업 창 

정보   

사용 사용 방식  

사용 절차 개수 

흐름(순서) 

사용 종료  

피드백 오류에 대한  

컨트롤 조작에 

대한 

 

청각적 요소   

결제 AREA 바코드 인식기  

출입 영수증  

대기표 

카드 투입구 카드 투입기 

삼성페이 

 

5.3 가이드라인 세부 예시 

완성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내용의 가이드가 아닌 일부만 가져온 예시이다.  

• 예시1 – 화면 인터페이스 >버튼 

A. 버튼>텍스트&아이콘 버튼  

a. 시작버튼 

- 터치안내문구를 사용자의 

시선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한다.  

- 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콘 혹은 

이미지를 추가하면 좋다.  

b. 전체삭제 버튼  

- 초기화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도록 버튼을 강조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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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한색상이나 명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색으로 경계선을 

두름) 

c. 돋보기 버튼 

-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d. 확인버튼 (완료버튼) 

- 시선의 흐름의 가장 마지막단계인 

하단에 위치해야 한다. (시선의 흐름은 

좌상단-> 우하단) 

- ‘확인’과 같은 긍정적인 버튼은 진행 

개념으로 우측에 배치한다. 

- 다른 버튼들보다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으로 강조해주면 사용자가 찾기 

좋다. 

e. 사용종료 버튼 

- 실수로 누르지 않도록 버튼을 강조 

해주어야 한다. (예: 강한색상이나 

명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색으로 

경계선을 두름) 

-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창을 

만들어주면 좋다. (예: 정말 

종료하시겠습니까?) 

f. 취소버튼 

- 부정적인 버튼(취소)는 항상 

긍정적인 버튼의 바로 왼쪽에 

배치한다. 

g. 옵션변경버튼 

-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면 

좋다. 

h. 카테고리 선택 버튼 

- 카테고리 버튼이라고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카테고리 버튼은 시선의 흐름에 

따라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 카테고리의 내용은 한눈에 이해가 

가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패스트푸드점 B사의 '올데이킹' 

이란 버튼은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속성의 내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다. 

- 개수는 4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내용을 설명하는 아이콘이나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i. 입력란 버튼(검색란, 댓글입력란) 

- 텍스트를 입력해야 하는 곳이라고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라는 텍스트로 

안내해주는 방법이 있다.) 

j. 언어선택 버튼 (모드 변경 버튼) 

- 버튼은 어느 나라의 언어를 나타내는 

것인지 바로 이해되기 쉬운 모양이여야 

한다. (국기를 활용하면 좋다.) 

k. 창닫기 버튼(나가기 버튼) 

- 맨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확인창을 만들어주면 사용자의 

실수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예: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l. 삭제 버튼 

- 확인창을 만들어주면 사용자의 

실수로 삭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예: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m. 홈 버튼 

- 가장 상단이나 하단에 두어서 

사용자가 실수로 누르는 오류를 

방지한다. 

- 기본 홈화면으로 갈 수 있는 

홈버튼은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한다. 

n. 뒤로 가기 버튼 

- 뒤로 가기는 한페이지만 전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o. 선택버튼(여러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 

-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와 안되어 

있는 상태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명도 차를 이용하면 좋다.) 

-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옵션을 

알려주어야 한다. 

-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한 뒤 

확인을 눌러야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안내해주면 좋다. (예: 

하나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눌러 

주세요) 

p. 이전/다음 화살표 버튼 

- 가시성을 높여서 다음페이지의 

유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 현재 어느 페이지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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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움 버튼 

-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예: 호출 버튼, 설명 모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사용법(매뉴얼)을 

제공해야한다. 

r. 수 변경 버튼 

- 큰 숫자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준다. (예:직접입력, 5단위씩 

변경할 수 있는 SHORT CUT마련) 

- 추가/감소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 아이콘을 활용하면 좋다. 

- 숫자를 줄이는 버튼(-, 아래 

화살표)는 왼쪽편에 위치해야 한다. 

s. 체크버튼(여러 옵션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체크하는 것) 

- 체크 상자의 레이블은 체크상자의 

뒤에 배치해야 한다. 

- 체크 상자는 그룹으로 묶이더라도 

개별적인 CHECK/UNCHECK가 가능해야 

한다. 

t. 비활성화버튼(예: 준비중) 

- 비활성화 버튼은 누를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 보여야 한다. (예: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튀지 않는 컬러, 

경계선이 없도록) 

 

B. 버튼>사진/메뉴 버튼  

- 사진 버튼의 크기는 가로세로 최소 

130MM 이상이어야 한다.  

- 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열은 3줄 이내, 

행은 3줄 이내여야 한다. 

- 사진과 텍스트 결합버튼의 경우 세로 

병합 형태가 좋다. 

-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주면 좋다. (예: 음식 이름이 음식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음식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주어야 

한다.) 

- 각 사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주어야 

한다. 

- 각 키오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진/메뉴 버튼의 정렬순서를 

디폴트모드로 선정해야 한다. (예: 식당은 

인기순/ 도서관은 가나다순 등) 

C. 버튼 > 탭 버튼(탭하면 항목이 나열되어 

선택하는 버튼) 

-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탭버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선택된 내용이 잘 보여야 한다. 

• 예시2 –화면 인터페이스 > 버튼 공통가이드라인 

A. 간격 

- 버튼 간의 간격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B. 형태 

-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도록(예: 

EMBOSS 효과, 그림자 등) 설계하면 기타 

그래픽적 요소와 차별될 수 있다. 

- 버튼은 누를 수 있는 요소라는 

AFFORDANCE(행동유도성)를 줄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비활성화버튼 제외)  

- 선택된 버튼은 직관적으로 선택된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예: 

체크표시, 음영 효과, 눌려진 효과 등의 

피드백을 주기) 

- 버튼 형태는 둥근 사각형 모양이 

권장된다 

-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의 형태는 

동일한 형태로 사용한다. 

C. 크기 

- 버튼의 가로 길이는 45MM 이상으로 

한다. 

- 버튼의 세로길이는 사용자의 버튼을 

누르는 정밀성을 낮추기 위하여 

24MM이상으로 한다. 

D. 색상 

- 배경색과 문자 그리고 콘텐츠의 명도 

차는 최고로 한다. 

- 배경색과 콘텐츠의 색상이 유사할 경우 

명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웃라인을 

형성시킨다. 

- 파스텔톤 보다는 원색 쪽의 컬러를 

사용한다 

-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의 색상은 

동일하게 사용한다. 

E.  아이콘 

- 아이콘 아래에 텍스트 레이블을 

적어주어 어떤 기능을 하는 아이콘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 동일한 기능을 실행하는 아이콘의 

이미지는 항상 같아야 하고 레이블과 

명칭도 같게 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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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의 형태는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F. 텍스트 

- 버튼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경우도 

텍스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예시3 – 화면 인터페이스 > 텍스트 

A. 글씨두께 

- 중요도에 따라 폰트의 두께를 달리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B. 글씨체 

- 산세리프체 글씨체를 사용한다.  글씨의 

두께가 일정한 서체를 사용한다.  

C. 내용 

- 사용을 도와주는 안내문구를 넣으면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고령자를 위해서 외래어가 쉬운 말로 

바뀌어야 한다. 

- 관용구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문장은 간결하고 단순해야 한다. 

- 텍스트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혹은 

아이콘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 

D. 색상 

- 텍스트와 배경 간의 최소 명도 대비를 

3:1 이상으로 한다.  

- 삭제된 항목 같이 비활성화 해야 하는 

텍스트는 색상에 차이를 준다. (예: 

무채색이나 명도가 낮은 색) 

E. 크기 

- 텍스트의 높이를 최소 4 MM 이상으로 한다.  

 

6. 다른 업종 적용 및 평가 

6.1  다른 업종 선정 및 적용 

패스트푸드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른 업종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른 업종 중에서 식당 식권 발행 

키오스크를 선정하여, 우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고 기존디자인과 비교하여 

사용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림 18. 좌-기존디자인/우-신규디자인 

 

6.2 실험 대상 

실험 참가자는 총 22명으로 20 대인 젊은층 20명과 

60 대이상인 노년층 2 명으로 구성하였다. 젊은층 

20 명은 두 그룹 (a. 서있는 사람 10 명/  b.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10 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6.3 TASK 내용 및 분석 방법 

실험 대상자에게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8 가지(메뉴 고르기, 수량 변경, 이전 항목 

수량 변경, 수정&지우기, 삭제, 페이지 나가기, 결제, 

영수증 출력) task 를 주었다. 분석항목은 time-on-

task(수행 시간), efficiency(탭의 횟수), 

error(에러 횟수)라는 3 가지의 객관적인 지표 분석, 

만족도 설문(7 점 척도)인 주관적 지표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6.4 평가방법 

패스트푸드점 사용성 평가와 동일하게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패널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휠체어에 

앉는 대상은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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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다른 업종 유저 테스트 진행 사진 

 

 

7. 다른 업종 적용 및 평가 결과 

7.1 젊은층, 노년층 주관적 지표 분석- 만족도   

 

 

그림 20. 젊은층 주관적 만족도 비교 

 

표 13. 젊은층 주관적 만족도 비교(Q1~5) 

분

류 

Q1 Q2 Q3 Q4 Q5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가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만

족

도 

3.

7 

6.

1 

3.

7 

6.

3 

3.

4 

6.

1 

4.

2 

6.

5 

4.

2 

6.

3 

 

표 14. 젊은층 주관적 만족도(Q6~10) 

분

류 

Q6 Q7 Q8 Q9 Q10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만

족

도 

3.

7 

6.

2 

4.

1 

6.

6 

4.

6 

6.

3 

3.

6 

5 3.

2 

6.

2 

 

 

 

그림 21. 노년층 주관적 만족도 비교 

 

표 15. 노년층 주관적 만족도(Q1~5) 

분

류 

Q1 Q2 Q3 Q4 Q5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만

족

도 

4.

5 

4.

5 

3.

5 

5.

5 

3.

5 

5 5.

5 

5 4.

5 

6 

표 16. 노년층 주관적 만족도(Q6~10) 

분

류 

Q6 Q7 Q8 Q9 Q10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만

족

도 

4.

5 

5.

5 

4 6 3.

5 

6 6 6 5.

5 

6.

5 

 

Proceedings of HCIK 2021

- 161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각 디자인별 만족도 평가는 총 10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젊은층과 노년층 둘 다, 모든 경우에서 

기존디자인에 비해 신규디자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서 모든 연령층에게 기존 

디자인보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새로 

제작한 신규 디자인의 사용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7.2 젊은층 만족도 결과 - 휠체어 사용별 분석 

 

 

그림 22. 휠체어 사용 유무에 따른 화면 높이 만족도 비교 

 

표 17. 휠체어 사용유무에 따른 화면 높이 만족도 수치 

분류 일반인 휠체어 장애인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기존디

자인 

신규디

자인 

만족도 5.6 4.9 1.6 5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사람의 화면 높이 만족도에 

대한 평가 비교이다. 휠체어장애인의 경우는 

화면높이 만족도가 기존디자인에 비해 

신규디자인에서 약 3 배가량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신규디자인의 만족도가 

기존디자인에 비해서 더 낮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키오스크들은 일반인의 인체치수에 맞춘 

높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인과 휠체어 사용자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영역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기존에 화면 높이 때문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화면의 높이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7.3 젊은층, 노년층 객관적 지표 분석 - time-

on-task(수행 시간) 

 

그림 23. 젊은층 time-on-task(수행시간) 비교 

 

표 18. 젊은층 수행시간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3.6 1.7 17.

9 

9.2 9.4 4.3 3.9 3.2 

표 19. 젊은층 수행시간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22 1.4 4 3.8 5.5 4.2 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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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노년층 time-on-task(수행시간) 비교 

 

표 20. 노년층 수행시간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2 2 11

6 

44 67.

5 

15.

5 

7.5 14.

5 

표 21. 노년층 수행시간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38.

5 

26.

5 

17 6 13 9.5 2.5 2 

 

3 가지의 객관적 지표 중  time-on-task(수행 

시간)의 결과이다.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진행할 때 각 태스크별로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노년층과 

젊은층 둘 다 거의 모든 태스크가 신규 디자인에서 

수행 시간이 더 적게 걸림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태스크 2,3,5 에서 매우 큰 폭으로 수행시간을 

감소시켰다. 즉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기존디자인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기능을 더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7.4 젊은층, 노년층 객관적 지표 분석 - 

efficiency(탭의 횟수) 

 

그림 25. 젊은층 efficiency(탭의 횟수) 비교 

 

표 22. 젊은층 efficiency(탭의 횟수)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1 1 6.3 5.6 3.9 3.1 2.1 3.1 

표 23. 젊은층 efficiency(탭의 횟수)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6.1 1 1 2 2.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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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노년층 efficiency(탭의 횟수) 비교 

 

표 24. 노년층 탭의 횟수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1 1 19 8.5 12 3 3 3 

 

표 25. 노년층 탭의 횟수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8 4 2.5 2 2.5 2 1 1 

 

3 가지의 객관적 지표 중  efficiency(탭의 횟수)의 

결과이다.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진행할 때 각 태스크별로 화면을 탭한 

횟수를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태스크 6 을 

제외한 모든 태스크에서 기존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 디자인의 탭의 횟수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신규디자인에서 더 적은 수의 물리적 

노력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태스크 6 은 

‘페이지를 나가보세요’ 라는 태스크이다. 기존 

디자인에서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종료되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하지만 신규 

디자인에서는 우리의 가이드를 따라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한번 떠서 한번의 탭을 더 수행하게 

디자인 되어있다. 그래서 신규 디자인의 탭의 

횟수가 더 많게 측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창을 만듦으로써, 사용자가 기존 디자인에서 

실수로 화면 페이지를 나가게 되는 에러의 수를 

신규디자인에서 0 으로 없앨 수 있었다. 

즉, 기존 디자인에서 페이지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확인창이 없는 것은 탭의 횟수를 줄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실수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페이지를 나가거나 취소를 하는 등의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서는 막아줄 수 있는 확인창과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5 젊은층, 노년층 객관적 지표 분석 - 

error(에러 횟수) 

 

그림 27. 젊은층 에러 횟수 비교 

 

표 26. 젊은층 에러 횟수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0 0 2.4 0.5 0.7 0.1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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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젊은층 에러 횟수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2.1 0 0 0 0 0 0 0 

 

 

그림 28. 노년층 에러 횟수 비교 

 

표 28. 노년층 에러 횟수 비교(task1~4) 

분

류 

task1 task2 task3 task4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0 0 17.

5 

3.5 10 0 1 0 

 

표 29. 노년층 에러 횟수 비교(task5~8) 

분

류 

task5 task6 task7 task8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수

행 

시

간 

5 3 1.5 0 0.5 0 0 0 

 

3 가지의 객관적 지표 중  error(에러 횟수)의 

결과이다. 기존 디자인과 신규 디자인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진행할 때 각 태스크별로 사용자가 발생한 

에러 횟수를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기존 디자인에서 많이 발생되었던 

에러들이 신규디자인에서는 크게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실수로 '나가기'버튼을 

누르는 에러 횟수 비교 그래프 

      

표 30.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실수로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에러 횟수 수치 

분류 기존디자인 신규디자인 

오류 발생 횟수  11 0 

 

사용자들은 ‘나가기’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에러를 

많이 발생시켰다. 기존 디자인의 나가기 버튼은 

단어가 ‘취소’ 라고 되어있고,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식권을 삭제할 때 이 ‘취소’ 

버튼을 ‘삭제’ 버튼으로 잘못인식하고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신규디자인은 우리의 가이드라인 중 

‘나가기버튼은 우측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와’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은 확인창을 마련해준다’등의 

가이드를 따라서 나가기 버튼을 우측상단에 

위치시키고, 확인창도 만들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를 준수하여 만든 

신규디자인에서는 실수로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의 에러가 0 으로 아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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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업종 분석 

8.1 다른 업종 분석 내용 

키오스크가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업종 5 가지를 

선정하여서 우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모든 

키오스크 업종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선정한 업종 5 곳은 다음과 같다.  

1) 기차역 고속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2) 주유소, 

주차장 3) 영화관 4)금융기관 5)대형마트 편의점 

 

8.2 다른 업종 분석 방법 

패스트푸드점 외의 다른 키오스크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만 다를 뿐 사용하는 요소들은 공통된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 M 사 키오스크의 ‘인원 선택 버튼’, 

기차역 키오스크의 ‘날짜 선택 버튼’, 버스 터미널 

키오스크의 ‘좌석 선택 버튼’들은 모두 여러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버튼으로 우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선택버튼’에 해당한다. 즉 텍스트의 

내용과 버튼의 디자인만 다를 뿐 모두 여러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선택버튼’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여러 업종의 

키오스크의 각 화면 요소들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우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보았다.  

 

그림 30. 키오스크 업종 분석 방법 예시 - 영화관 C 사 

위 사진은 영화관 C 사의 키오스크 업종분석 예시 

사진이다. 모든 페이지에서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8.3 다른 업종 분석 결과 예시 

선정한 5 곳의 업종의 각 키오스크별로 키오스크의 

요소들이 우리의 가이드에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았다.  

 

그림 31. 키오스크 업종 분석 결과 예시 - 영화관 C 사 

 

표 31. 키오스크 업종 분석 결과 예시 - 영화관 C 사 

항목 
개수 항목 개수 

확인버튼 
3 

비활성 버튼 
1 

옵션 변경 버튼 
1 

사진/메뉴 버튼 
3 

카테고리 선택 

버튼 

3 
시작버튼 

1 

창닫기 버튼 
1 

텍스트 
4 

선택 버튼 
4 

네비게이션 
1 

이전/다음 버튼 
2 

팝업창 
2 

홈 버튼 
1 

버튼 공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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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영화관 C 사의 키오스크 분석 결과를 

보자면 위 표와 같다. 모든 키오스크의 요소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 항목에 해당한다. 

선정한 업종 5 곳의 키오스크 모두 분석한 결과, 

모든 업종의 키오스크 화면 요소들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항목에 

해당하였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업종 

키오스크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9. 토의 및 결론 

9.1 의의점 

유니버설에 목표를 두고 노인,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인체 치수, 기존 가이드라인, 논문, 문제점 

분석, UT 등 종합적,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9.2 한계 및 추후연구 

본 연구는 휠체어장애인과 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지만 유니버설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나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9.3 결론 

키오스크 도입률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기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노인', '화면 상단에 손이 닿지 

않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약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패스트푸드점 유니버설 키오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인과 휠체어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보았을 

때, 기존디자인에서는 에러 발생 횟수와 소요 

시간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태스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신규디자인에서는 

노년층의 사용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관적 만족도 또한 높았다. 젊은층은 

기존디자인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긴 했지만 

신규디자인에서 에러 발생횟수가 줄고 사용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용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규디자인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의  

화면 높이 만족도가 기존디자인에 비해서 확연히 

높았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노인과 휠체어 장애인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용성도 

높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키오스크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업체에서 인간공학적 키오스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휠체어 장애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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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자동차의 플랫폼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디자이

너가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을 한다. 

자율주행 Lv.4 단계에 준하는 자율주행차량의 실내 

구성 배치를 사용자의 차량 실내 행위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실내 공간 패키지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고찰

을 논한다.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화 시, 운전자의 역

할 변화로 인해 구성될 수 있는 실내 구성을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분석, 자율주행차량 실내에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차량에서 실시하는 행위 분석, 기존 비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 도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율주행차량 내

에서 부가적인 생활을 외부로부터 이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패키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에 대한 고찰을 한다. 

주제어 

자율 주행,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 전동화 기술과 자율주행시스

템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에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도로교통국(NHTSA)는 2030

년에는 자율주행 척도에 따라 Lv.0 ~ Lv.4 중에서 

Lv.3 (passive monitoring with adequate transition 

time)로 발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2016)에 따르면 교통계획의 측면에

서 볼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영향과 예상시기를 보면, 

2020~2030 년 사이에는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

용도로에서의 성능평가와 신뢰성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40 년이 되면 자율주행 전용

도로의 지정 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신설되거나 

보수되는 도로들은 모두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로 건

설될 것으로 보인다. 2060 년에는 거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어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위험요소가 

부각되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차량의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가상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사용자는 차량의 실내 공간에

서 차량 조작의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다른 부가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비 자율주행차량과 비교하였

을 때 사용자의 활동영역에 따라 기존의 패키지 레이

아웃과 다른 방법으로 설계가 되며, 사용자가 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간의 가변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 패

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

행차량의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 패

키지 레이아웃을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요소의 고찰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자

율주행차량 내부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 의사소

통 및 상호작용을 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패키

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는 미래 사용

자들이 기존에 내연 기관 차량에서, 사용자에게 제한

적 이였던 행위나 운전자와 탑승자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 관점에서 제한적 이였던 행위를 기준으로 시나

리오를 분류한다. 

[그림 1.]은 사례를 수집하고 목적성의 자율주행차

량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도출의 방법을 도표화한 

그림이다. 

[그림 1.]사례 조사 및 가이드라인 고찰 방법   

 

Proceedings of HCIK 2021

- 16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표 1]에서는 NHTSA 에서 자율주행의 척도를 단

계별로 나눈 기준표의 내용중 Lv3 과 Lv.4 에 대한 내

용이다.  

[표 1] NHTSA, 자율주행 Level 3,4 단계 

수준 정의 개요 

Lv.3 

제한된 자율주행 

(Limited Self-

Driving 

Automation)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

되 운전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경

보신호 제공 

-운전자는 간헐적으로 제어 

-제한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Lv.4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

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표 1]을 참고하였을 때 Level 3,4 의 자율주행단계

에서 운전자의 간헐적 운행제어의 특성과 차량이 모

든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1) Lv.3 단계 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실내 배치 

표에서 제시된 자율주행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Lv3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에게 운전 중 상황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맡게 하되, 운전자가 간

헐적으로 차량의 운행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적인 조

작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내 공간의 요소로는 앞좌석을 위주로 한 개

의 영역에서는 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을 할 수 있

는 가변적 공간을 구성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찰을 진행한다.  

(2) Lv.4 단계 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실내 배치 

Lv.4 단계에서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기능과 안전기

능을 제어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권한을 운전자가 아

닌 차량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고 제어가 되기 때문

에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운전에 대한 조작을 하지 않

는다. 이 단계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실내 배치는 운

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운전 이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수 있게 됨으로 주어진 시나리오의 목

적에 따라 자유로운 실내 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실내 공간에서의 앞 좌석, 뒷좌석 모두 사용자의 

최종 이용 목적 시나리오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방

향으로 가이드라인 고찰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차량 실내에서 운전 외 다른 부

가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의 행위에 대한 제

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때 최종적인 자율주행 시나리오 

기반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고찰

은 Lv.4 단계의 가이드라인 고찰을 목표로 하여 연구 

진행을 한다. 

2. 자율주행차량의 활용 목적에 따른 차량 

인테리어 디자인 레이아웃 

2.1 차량 기술 변화에 따른 조작 행위 변화 

 이정교(2017)는 자율주행차량의 인테리어 공간은 

운전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전 경험에 대한 상황을 인

식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그에 상응하는 서

비스 디자인 공간으로 단계별로 혁신적인 변화가 도

래 될 것이며, 운전자가 차량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상호 관계되는 사용 행태에 따라 상호성, 

확장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된 커넥티드 환

경이 적용된 인테리어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

였다. 즉, 사용자가 자율주행 차량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 비 자율주행차량에서 운전을 할 때 사용하던 

엑셀과 핸들의 요소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단

계에 이르렀을 때 사용자는 자율주행차량의 공간 내

에서 목적성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지훈(2018)은 미래 차량 사용자 생활양식의 시나

리오를 예상하였을 때, 내부 공간이 주행에서 다른 온

-보드 기능(On-board Function)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자율주행의 기능이 탑재된 차량

을 이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사용자로 하여

금 더 이상 그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활하

는데 있어 수행하였었던 다른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 [표 2] 에서는 비 자율주행차량과 자율주

행 차량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차량 조작 행위에 대한 

전 후 비교를 한 표이다. 

 
Lv.0-2  

(변화 전) 

Lv.3-4  

(변화 후) 

Feet 엑셀 조작 불 필요 

Hands 
핸들 조작, 콘솔 조작, 

차량 상호작용, 상대 차

량 신호 

차량 내부 컨트롤 패널 

조작 

Eyes 전방 주시, 상황 인지 상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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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주행 중 환경에 대한 전

반적인 상황 판단 

상황 인지 

컨트롤러 조작, 

[표 2] 차량 기술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차량 조작 행

위 전 후 비교 

2.2 미래의 자율주행차량 사용 시나리오 분류 기준 

권주영, 주다영(2018)의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의 시나리오를 탑승자 간 커뮤니케이션, 숙면, 업무수

행, 식사, 쇼핑, 독서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

향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적합한 분류로 탐색하

였다고 언급되었다. 이 중에서 미래의 차량 사용자의 

자율주행차량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예상하였을 때, 

선행연구의 관점을 기반으로 도출한 6 가지의 관점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분류해야 한다. 

1. 자율주행차량의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이 

HMI(human machine interface) 관점에 있어 사용자

에게 커넥티드 환경을 제공 

2. 탑승자 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 

3. 사용자가 생활하는 주된 공간을 연결 및 보조해주

는 공간 제공 

4. 사용자에게 단순 차량을 조작하는 내부 공간이 아

닌 사용자의 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으로서 공간 

제공  

5.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제공 

6. 사용자의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3 미래의 자율주행차량 사용 목적 별 사용 

시나리오 

 [표 3.]에서 제시될 조사 사례는 근 미래의 사용자

들이 평소 차량 실내에서 할 수 없거나 운전을 하는 

행위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되는 행위가 자율주행차

량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기

준으로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다음 [표 3]에서는 미래 사용자의 자율주행차량 이

용 목적 별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도출된 컨셉의 사례

를 나열하였다. 앞서 나열한 6 가지의 분류 중 “탑승

자 간 커뮤니케이션, 업무 수행, 숙면,”의 범주를 기준

으로 박계명(2018), 최익환(2020), NEVS(2020) 

MUJI(2018), Donald Axhami (2018), 

Toyota(2018)의 자율주행차량 시나리오 컨셉 내용 

중, 패키지 레이아웃 부분을 추출하여 나열하였다. 표

의 내용에는 시나리오의 주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패키지 레이아웃의 특징과 목

적에 따라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3] 자율주행 시나리오 별 패키지 레이아웃 

 

 

시니어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 

캠핑 카 디자인, 2018 

시나리오 키워드: 여행, 

휴식, 시니어 

- 여행/캠핑의 컨셉에 맞

게 가변이 되는 시트를 

적용 

- 시니어 층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차량내에서 활동공간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전고가 높은 레이아웃 

선택 

 

자율주행기반 모바일 캡슐호텔 

디자인 연구; 1 인 출장자를 중심으로, 

2020 

시나리오 키워드: 숙면, 

업무, 직장인 

- 1 인 출장자가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

는 공간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제시 

- 침대의 하단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여행용 

캐리어(28inch) 두 개의 

수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고, 측면에는 슬림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차량 내외부의 

정보를 확인하고 컨트롤 

가능 

 

NEVS 사 Sango 의 카 쉐어링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가변형 

인테리어 공간 레이아웃, 2020  

시나리오 키워드: 카 

쉐어링, 가변형 공간 

- 카 쉐어링 하는 사용자

들의 구성원의 성격에 따

라 가변형 공간 구성 가

능하며 Private Mode, 

Social Mode, Family 

Mode 로 공간 구성 가능 

 

MUJI 사의 Gacha 멀티플랙스 가변형 

자율주행버스 공간, 2018 

시나리오 키워드: 쇼핑, 

독서, 가변형 공간 

-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변형 공간의 

자율주행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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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Axhami 의 Honda, Den, 

Multi - Household interior space, 

2018 

시나리오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가족, 

가변형 공간 

- 3 대의 대가족 

구성원에 따라 사용하는 

구성원의 생활양식에 

맞는 공간 제공 

 

Toyota 사 e-palette 멀티플랙스 

가변형 자율주행차량 공간, 2018 

시나리오 키워드: 식사, 

휴식, 가변형 공간 

-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변형 공간의 

자율주행차량 

2.4 소결 

위의 표에서의 사례를 보았을 때 자율주행을 사용

하는 미래의 사용자들은 비 자율주행차량에서 하지 

않았던 행위를 자율주행차량 내부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선 사례의 시나리오 키워드를 추출

한 결과 "탑승자 간 커뮤니케이션, 업무 수행, 쇼핑, 독

서, 숙면, 식사”등으로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된 

시나리오에서의 실내 공간의 특성을 보았을 때, 6 개

의 시나리오가 가변형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시로 주어진 시나리오의 레이아웃 별 가변형 공간은 

차량이라는 작은 실내공간을 고려하였을 때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창줄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다. 

3. 자율주행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3.1 차량 실내 행위 별 자율주행차량 패키지 레이

아웃의 배치 

권주영, 주다영(2018)은 자율주행차량의 실내공간 

배치유형을 ‘앞 좌석 중심 배치’, ‘뒷좌석 중심 배치’, 

가변형 및 고정형의 ‘중앙 중심 배치’, ‘세로형 배치’, 

‘가로형 배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내 공간 배치 유형에 따른 실내행위 분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다음 [표 4] 에서는 사용자의 실내 

행위에 따라 분류된 차량의 좌석 배치의 위치를 

나열한 표이다. 

[표 4] 실내 공간 배치 별 실내행위 

구분 주요 실내 행위 

앞 좌석 중심 배치 
업무, 휴식, 

음악/오디오 듣기, 

디스플레이 사용 등 

뒷좌석 중심 배치 
휴식, 가족활동, 

디스플레이 사용 등 

중앙 중심 배치 

가족활동(교제), 

디스플레이 사용, 

공동 활동 등 

세로형 배치 
휴식, 업무, 

디스플레이 사용 등 

가로형 배치 업무, 수납활동 등 

차량의 공간은 사용자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 보다

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차량의 공

간을 위의 표를 참고하여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공간

을 사용하는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3.2 주행 단계 변화로 인한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

인 도출 가이드라인 요소의 변화 분석 

기존의 비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 

도출과정을 보았을 때 운전자와 보조 운전자 그리고 

탑승객의 관점에서 나누어서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으며 차량의 자율주행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차량 내부에서 행하는 

행위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설계 기준의 관점이 달라진다.  

(1) Lv.0-2 단계의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Stuart Macey, Geoff Wardle(2009)은 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의 구성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패키지 디자인 아이디에이션 

2. 사용자의 차량사용 높이와 자세 선정 

3. 파워트레인 선택 및 선정 

4. 탑승자의 측면 위치 설정 

5. 화물을 위한 공간 구성 

6. 주 구동 축 바퀴의 크기와 위치 선정 

7. 휠 베이스 선정 

8. 윤거 선정 

9. 차체의 외관과 인테리어 트림 선정 

 [그림 2.]에서는 위의 9 가지의 패키지 레이아웃의 

구성단계로 Concept Package Logic Drawing 을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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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point, Concept Package Logic 

Drawing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율 주행 차량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 번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관점은 사용자가 목적을 실행하는데 

있어 차량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어떤 공간적 

특징으로 인해 목적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를 주된 

관점으로 두어야 한다.  

(2) Lv.3-4 단계의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사용자가 목적성을 두고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량의 

실내 패키지 디자인을 구성 가이드라인에서 초점을 

두어야할 관점은 공간 및 사용자 경험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기본으로 사용자들의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에 의거하여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3.2 의 (1)에서 나열한 단계에서 

플랫폼의 변화와 사용자의 생활양식이 주 공간에서의 

연결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 관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위의 단계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제외될 단계가 있다. 

2 번의 경우, 운전자 위치 선정에 대한 항목이 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주행의 

행위를 하는 콕핏(Cockpit)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다는 일반 탑승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3 번과 6 번의 단계가 그 항목이다. 

3 번은 자율주행차량에는 구동 축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동력의 근원인 배터리 판이 프레임 아래에 넓게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계이며, 6 번의 

경우, 7 번의 단계인 휠 베이스의 선정 때 바퀴의 크기 

선정을 추가하여 휠 베이스를 선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계다.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 추가 되어야할 단계가 있다. 각 항목은 

4 번과 5 번의 단계 사이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 필요 구성요소 정의하기 

자율주행차량에서는 목적에 따라 필요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실내 구성요소 및 컴포넌트의 

정의가 필요하다. 차량 내부의 필요 구성 요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적용되어야 할 관점은 사용자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구성 요소를 사용, 사용자가 차량 조작 

범위 내에서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만족감, 

편안함,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표 

5]에서는 일반 양산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그림을 나열한 표이다. 

[표 5] 비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차량 컴포넌트 

구성 예시 

Lv.0-2 자율주행차량 

컴포넌트 구성 

Lv.3-4 자율주행차량 

컴포넌트 구성 

 
 

- 시트 포지션 및 시트의 가변 범위 

 자율주행차량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시트가 고정식일 경우가 있고 가변식일 수 있다. 

이때 가변식일 경우 시트의 이동 범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6]에서는 일반 양산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시트 포지셔닝의 구성에 대한 그림을 

나열한 표이다. 

[표 6] 비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차량 시트 

포지셔닝 구성 예시 

Lv.0-2 자율주행차량 

시트 포지셔닝 구성 

Lv.3-4 자율주행차량 

시트 포지셔닝 구성 

  

4. 결론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 공간의 가이드라인 요소는, 차량 내부에서 

사용자가 특정 시나리오의 행위를 이행하는데 있어 

차량의 실내 구성 요소를 사용 시 사용자의 행동 

반경에 제약이 되지 않는 안정적인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위주로 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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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 행위 별 자율주행차량 패키지 

레이아웃의 배치 

 차량 사용 공간은 사용자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차량의 최종 이용 목적에 따라서 

차량 실내의 행동영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 Lv.0-2 단계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중 Lv.3-4 단계자율주행 패키지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 중요시될 관점 

Stuart Macey, Geoff Wardle(2009)가 제안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단계를 보았을 때,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맞지 

않으나 공간 구성 계획의 초기 단계에는 Lv.3-4 

단계의 자율주행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 1 번 단계의 

경우, 사용자가 목적을 실행하는데 있어 차량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어떠한 공간적 특징으로 인해 목적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를 주된 관점으로 둔 후, 특정 

공간에서의 행위들을 추출하여 Lv.3-4 단계의 

패키지 레이아웃 구성 시 주된 생활영역을 어느 

위치로 주 배치공간을 선정할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다. 

- Lv.3-4 단계의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 

사용자가 목적성을 두고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량의 

실내 패키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초점을 두어야할 관점은 공간 및 사용자 경험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기본으로 사용자들의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에 의거하여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목적을 

실행하는데 있어 차량을 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필요 구성요소 정의 단계, 시트 

포지션 및 시트의 가변 범위 선정 단계는 사용자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치된 공간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근 미래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차량 실내에서 행해지는 목적에 

따른 행위를 구분 하여 차량 내부 공간의 사용범위를 

분석하고 차량 인테리어 디자이너 스스로가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구성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하여 

사용자의 차량 이용 목적, 차량 이용 시 사용자의 

행동 범위에 따라 도출 되어지는 패키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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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effort to resist the COVID-19 pandemic, 

various public health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worldwide. Schools and Kindergartens 

closed down in most countries and visiting 

playgrounds, and other public spaces were banned, 

and social distancing was enforced. These measures 

followed in severe changes in children's day-to-day 

lives in age groups 5 to 10, with social-emotional 

interactions being limited almost solely to the direct 

family. 

This study has two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emotional 

learning in children and in a robot. The second part 

explores the idea of a design solution for education 

and play.   

We present an idea of the prototype called 'RoboCo' 

to explore the potential role of robot technology in 

helping social-emotional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Keyword 

Children-Robot Interaction, COVID-19 Pandemic, 

Social-Emotional Learning 

 

1. Introduction 

Children education is an important field that is being 

asked for new changes as it is hit hardest by Covid-

19. As schooling classes were reduced or bann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online non-face-

to-face classes became commonplace, the 

establishment of a major infrastructure of digital 

education such as network services, smart devices, 

and platform construction for an AI robot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In the early years of life, children play in elaborate 

ways with objects such as toys: examining them and 

manipulating them directly [6].  

How researchers have approached designing social 

robots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 interaction 

design field for future design? The emerging field of 

Social Robotic technolog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nteraction design methodologies used in the 

design process [7]. It would be an amusing pleasure 

for a robot interaction designer to experiment with 

new technologies possibilities and design methods in 

the diachronic and contextual user study process. 

This study has two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emotional 

learning in children and in robot. The second part 

explores the idea of design solution for education 

and play. Our idea of prototype, 'RoboCo' is 

parenting, caring and educating AI robot for children, 

and it aims to social-emotional learning beyond 

COVID-19 pandemic and to find new opportunities 

in our economy into the future. 

 

2.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ducation is the field hit hardest by COVID-19 and 

needs new changes. As school classes are reduced or 

banned due to the epidemic caused by Corona 19, 

and online non-face-to-face classes become more 

common, network services, smart devices, and 

building a major infrastructure for digital education 

have emerged as important challenges. 

This part has thre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first challenge explores user's need. The second 

challenge discusses design solution. The third 

challenge suggests evaluation methods. As a result, 

our prototype, RoboCo is intended f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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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but will be of value in social-emotional 

learning to overcome COVID-19 pandemic. 

2.1 User Research Challenge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temporarily 

closed schools in an endeavour to restrain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COVID-19 

is negatively impacting HRI researchers’ ability to 

lead study using traditional methodologies, it is also 

showing promising new areas of inquiry. The 

broader robotics have hypothesized that one 

consequence of the pandemic will be to alter the 

conversation around robots by highlighting that 

while robotics and automation may be eliminating 

jobs and exacerbating income inequality, they are 

also critical for enabling a global economy that is 

robust to pandemics, by enabling work to continue 

while limiting human-to-human contact and 

potential spread of the disease [9]. Jeong et al. (2015) 

addressed how interactive products play an active 

role in constructing users' identity and exploring how 

to design such products so that the process becomes 

more apparent to users [13]. 

Can children be friends with robots? Can AI robots 

become children’s companions? We will need to go 

beyond the technical solution and share a more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tory about robots 

with children. This is because robots are related to 

the history of human desires to create human-like 

creatures that humanity has steadily imagined and 

painted since long ago. 

2.2 Design Challenges   

Post pandemic; we expect that children will live a 

life of communicating with robots, collaborating and 

sharing emotional connections. 

Social robots specifically have a clear role in a 

society trying to fulfil critical services while 

decreasing human-to-human contact, seeking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isolat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Although social robots cannot completely replace 

humans and the feeling of being close to another 

human being, they can support people in their efforts 

of increasing physical distance from others, reducing 

direct interactions when they are unnecessary (e.g., 

by supporting distant communication and 

telemedicine, providing telepresence facilities [10]), 

support e orts in distance learning [11] (e.g., 

especially for children through age-appropriate 

robot interactions), and provid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and companionship to vulnerable people 

who would otherwise be alone [12]. Research that 

makes these social robots feasible is, therefore, 

crucial at this time [8]. 

Our design approach is for a practical prototype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participation design. 

The purpose of the observation in the field is to 

understand children experience and describe a design 

solution for a social-emotional learning robot. 

Children can ask the robot questions and interactive 

study and play between them. 

2.3 Evaluation Challenges   

The evaluations are paramount in the children 

research to understand their needs, developing a 

robot. How can we evaluate thes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to develop a social-emotional 

learning interactive robot? While an interactive robot 

provides some flexibility to what purpose kids could 

use it for, the robot design imposes a limitation on 

the imagination, comparing to a toy.   We expect to 

have an analysis done by our on-going prototype 

before a usability test. In the experiment, we plan to 

present the concept of the robot, the design as well 

as the results from the first user study. The children-

robot interaction can also change their education 

quality to better learning and playing practices. 

With in-laboratory activities reduced or suspended 

all together, students should be mentored in the 

multiple ways that a research question can be 

examined by experimental practices, both in person 

and using alternative means. With the cancellation of 

in-person conferences and travel in general, we must 

take care to find ways for students to expand their 

professional networks beyond their own laboratories 

and universities. In some ways, when in-laboratory 

activities are suspended, it might become as natural 

to collaborate with someone from another institution 

as with one at your ow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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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type  

We create a prototype of the robot for social-

emotional learning within imagination and 

technology. Beyond COVID-19 Pandemic, Future 

children will live a life of communicating with robots, 

collaborating, and even sharing their emotional 

connections.  

The design inspiration of the robot, RoboCo, is for 

children experiences for social-emotional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robot is based 

on the children experience-driven design method 

and we will discuss possible applications and 

domains to install. 

3.1 Design Concept 

The design concept of the prototype is for an 

augmented reality play area, a children's experience 

with social interactive robots that project educational 

materials onto the floor or wall (Figure 1, 2). 

  

Figure 1 An Idea Sketch for an AR-PlaceSpace and an 

early car prototype. 

Many AR examples focus on visual layers. However, 

AR is really about all of the senses, and augmenting 

what you can see, feel, smell, and hear [5]. 

  

Figure 2 Prototyping with Raspberry Pi integration with a 

projector. Interactive content would be (Unity, or 

Processing). 

As the car pushed along the ground, sensors in the 

wheels detect motion and project a play-space in 

front of the car with roads to follow and interesting 

scenery surrounding it. Differential detection of left 

and right movement would allow for curves to be 

predicted and projected [1].  

3.2 Design for interaction 

How can we better understand children’s 

motivations and needs for fun and social-emotional 

learning? A vibration motor within the car (similar 

to those in phones) could provide additional haptic 

feedback to a simulated road surface. A loudspeaker 

within the car could provide contextual audio for the 

simulated area. This ideal prototype changes the 

proposal from a simple amalgamation of unrelated 

devices to an integrated object where the vehicle and 

the projector together form a new toy (Figure 1, 2).  

In the previous study, an [1] Integrating a short-

throw projector into the car’s body, along with a 

battery and control circuitry, would allow the car to 

simply project the image of the play-space onto the 

ground in front of the car [Figure 3]. The rationale 

behind the concept is that the intersection between 

two orthogonal dimensions may provide a richer 

design space for children to repurpose the new 

artefact than the design space of each dimension 

alone [4].  

  

Figure 3 Concept Images by Photoshop: Children-Robot 

Interaction: Social-emotional learning. 

 

4. Conclusion 

A new way of caring, and educating children that 

goes beyond the COVID-19 pandemic is a 

philosophy that embodies a perspective on safe 

social-emotional learning that is not limited to the 

present meaning of education in school. And it 

should begin with knowledge and reflection on 

robo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ities, 

rather than vague imagination or fear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suggest an interactive robot for 

safely social-emotional learning within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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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Beyond COVID-19 Pandemic, 

Future children will live a life of communicating with 

robots, collaborating, and even sharing their 

emotion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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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율 주행 자동차는 전자화되어 진화되고 있으며 

이는 차량 조작 방식에도 적용된다. 비 자율 주행 

자동차는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표출하는 행동을 

운전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판단하여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자율 주행 

시스템의 판단으로 운전자의 승인 하에 차량이 

제어된다. 지역, 연령, 교통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특성을 표출하는 보행자의 행동이 주행 중인 자율 

주행 자동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량 제어 주체가 될 수 있는 외부 

주행 영향 요소 의한 자율 주행 시스템의 차량 제어를 

운전자의 인지 및 승인 역할에 최적화된 조작부가 

요구된다. 또한, 자율 주행 Level4 단계의 차량 제어 

주체인 자율 주행 시스템과 운전자의 차량 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전자화된 차량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조작 경험디자인으로 구현 될 수 있다.  

주제어 

자율 주행, 보행자 행동, 보행자- 운전자 상호 작용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율 주행 자동차의 단계적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차량 실내에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1] 자율 주행 자동차의 

확장된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기능과 같이 

주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부터 

운전자에게 차량 제어가 필요한 시점을 효과적으로 

인지시켜 주행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운전자 간의 상호 작용 반응을 효과적으로 

활용[2]하는 주행에 직결되는 영역까지 변화의 폭은 

넓다.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한 변화는 외부환경 

요소와의 관계에 의한 영역까지 이어진다. 외부 

환경과 연관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도시에서의 

운전이며 이를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의사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3] 또한 자율 주행의 핵심 

기능인 주행 중 외부 상황 및 차량 상태를 파악하고,  

주행 가능 여부를 시스템이 판단 후 운전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적절성을 파악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특성[4]은 운전자가 차량 제어를 위해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판단한 

제어 방향을 외부에 있는 보행자에게 전달하고 

보행자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제어 방향을 인지 및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5] 자율 주행 시스템의 제어 

현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역할로서의 운전자와,  

이를 통제하는 운전자 역할이 동시에 나타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된다. 상황에 대해 항상 

직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보행자[3]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제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새로운 상호작용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법 

연구와, 이에 대응하는 조작 경험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율 주행 Leve4 단계에 부합하는 한국의 

연령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조작 경험 디자인의 방향 

설정을 목표로 한다. 독일과 북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자율 주행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작용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이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문화적으로 특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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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보행자의 행동 패턴, 교통의 흐름, 운전자가 

예상 가능한 상황을 자율 주행 자동차와 운전자가 

상호작용 함에 있어 반영해야 한다.[6] 한국의 보행자 

특성 파악과 자율 주행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 작용 

방식 특성이 자율 주행 시스템 및 운전자의 조작 시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화된 자율 주행 자동차의 특징이 조작부의 

진화를 가져오는 요소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역, 연령, 

교통교육 수준을 고려한 운전자와 보행자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 Level4 자율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조작 경험디자인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율주행 단계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에서 

규정한 Level4 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율주행 

Level4 는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완전 자율 주행이 

이루어지며 운전자에 의해 조작되어야 하는 구간이 

구분 되어 있으며 [표 1] 에서 정리하였다.  

단계 자율 주행 방식 운전자 역할 

Level 

5 
Full Automation 운전자 개입 없음 

Level 

4 
High Automation 

일정 구간 운전자 

개입 없음,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상황 주시 및 

운전 대응 준비 

표 1. 자율 주행 단계 별 운전자 역할 

이와 함께 주행 중 특정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 의해 

차량이 조작되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고도화된 조작부 디자인이 

필요하다.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요소는 도로 위의 타 차량, 자전거, 모터사이클, 

표지판과 같은 물적 요소와 보행자, 도로 공사를 위한 

작업자와 같은 인적 요소, 그리고 기후, 온도, 습도와 

같은 자연적 발생 요소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양하게 발생된다. 이와 같은 요소는 지역과 시대에 

따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며, 표출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예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자는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시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선진 교통 문화를 실천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보행자와 이륜차, 자동차가 혼재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주행 시 고려되는 요소는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에 있어 운전자의 인지 및 판단, 과거의 

경험에 의한 추측 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환경 요소로서 주행 시 운전자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율 주행 차량도 동일한 외부 환경 

요인이 존재한다. 외부 환경 요소 중 타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표출하는 행동에 의해 자율 주행 차량이 

제어되므로 외부 환경 요소들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 상환 판단 요인 

물적 

요소  

타 차량,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도로 주행 가능 대상 인식, 

차간 거리에 대한 인식 등 

인적 

요소 

보행자, 스쿨 존 

공사 작업자 등 

통행 우선권 준수 개념, 

안전에 대한 의식 차이 

자연 

요소 
기후, 온도, 습도 등 

주행 환경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요인  

표 2. 자율 주행 자동차를 제어하는 대상의 판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차량 주행 제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요소 중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높고 안전과 직결되는 인적 

요소, 그 중 연령대별 도로 보행 문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자율 주행 Level 2 단계가 상용화 

되어있는 현 시점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혼재되어 반 자율 주행 기능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정부 정책 및 

자동차 제조사의 장기 전략에 근거하여 분석 했을 시, 

자동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가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는 

시장 확대에 따라 보급 대수가 늘어나며 판매 가격은 

현재에 비해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7] 이에 따라 전기 동력 기반의 자율 주행을 

구현하는 자동차를 본 연구의 범위에 한정한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 된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인해 

변화된 조작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역, 연령, 교통교육 수준의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된 

Level4 자율 주행에 부합하는 조작 경험 디자인 

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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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경험디자인의 핵심 기능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호 

작용에 따른 조작 경험디자인의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제어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율 주행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조작 방식의 변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전자화에 의한 조작 방식의 변화, 그리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제어 주체에 의한 변화이다. 이 세가지 주요 

요소에 의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변화된 조작 방식에 

부합하는 보행자와 상호 작용을 위한 조작 

경험디자인을 논한다. 

2.1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과 운전자 역할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자 역할은 차량의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고 보행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내/외부 상태 및 주행 중 타 차량의 움직임, 

보행자가 표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는 보행자 

머리의 움직임, 손짓, 눈 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단어를 인지하여 자율 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역할[8]을 수행하는데 이 같은 역할을 

운전자가 직접 주행 중 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도로 교통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운전자가 

파악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운전 기능으로 

수행하기에 운전자의 판단 역량은 안정적 주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 기능 수행 

수준이 자동차 조작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자동차의 

주행 시간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도 차이로 인해 주행 

안전도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9]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 중 보행자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갖는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카메라,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를 활용하여 보행자를 

인지하고 자동차를 운전자보다 우선적으로 제어한다. 

이때 운전자는 교통 및 도로 상황에 대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10] 자율 주행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주행 측면에서 조향, 제동, 가속 및 차량과 도로의 

감시, 상황 판단 측면에서 주행 중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반응, 차선 변경시기의 결정, 회전, 신호의 사용 

및 기타 관련 행동, 전략적 측면에서 목표지점의 

설정을 의미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는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뉘며 국가별로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11]  

운전자의 역할은 과거, 차량 제어 중심에서 주행 

환경 조건과 보행자의 의도를 반영한 자율 주행 

상태를 인지, 승인, 제어하는 영역으로 변화된다.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피드백 받는 방식에 있어 과거 대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2021 년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4 단계 

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운전자-차량-보행자 간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조작 경험디자인이 최적화 

되어 있어야 한다. 

2.2 조작부와 제어 요소 정의  

운전자에 의한 제어가 전제되는 비 자율 주행 

자동차는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는 내연 기관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자동차 제어에 주요한 조작부가 

위치한 대시보드(Dashboard)는 차량 상태를 

표시하는 계기판, 조향을 위한 스티어링휠(Steering-

Wheel), 오디오, 에어컨 조작을 위한 컨트롤 패널과 

에어벤트, 컵홀더와 같은 편의 기능부로 

구분되며[12] 운전자의 차량 제어를 위한 조작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다. 2000 년 이후 자동차는 조작부의 

디지털화로 대형 디스플레이 및 터치 방식 

인터페이스 탑재로 접근성과 사용성이 향상되어 

대시보드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의 진화를 확인[13]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기계적 동력장치 

조작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적 동력 장치의 특징은 

기능 판단과 수행에 있어 운전자의 제어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는 운전자의 단 방향 기능 명령을 

중심으로 조작이 이루어져 운전자 중심의 조작부가 

구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변화 과정를 [그림 1]에서 

나타낸다.    

그림 1. 차량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 출처. 자동차 

대시보드 UX 디자인 트랜드 연구, (2018) 

자율 주행 차는 동력계를 포함한 주요 제어 장치가 

전자화된다. 차량의 전자화로 운전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14]  운전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적인 차량 제어 권한을 자율 

주행 시스템과 양분하게 되며, 주행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대응을 필요로 하므로 조작 주체의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를 조작하는 주체는 

운전자,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양분화되어 상시 

변환된다.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파악하여 차를 직접 제어하는 역할을 했으나, 

자율 주행 차는 주행 조건을 자율 주행 시스템이 판단 

후, 운전자에게 인지시키고 운전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는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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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주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정 상황 

및 비 자율 주행 구간에서 제어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운전자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기존의 

조작부 디자인에 기반하여 단계적인 변화를 거쳐 

Level4 단계의 자율 주행 자동차 구조에 최적화된 

조작부로 진화해야 한다. 급진적인 조작부의 변화는 

사용자에게 조작 시 혼선을 유발하기 때문이다.[15] 

자동차를 제어하는 역할은 기존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독자적 권한이었다. 반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와 자율 주행 시스템 외에 

보행자와 같은 외부 환경 요소가 차량의 제어 주체 

요소에 포함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행 중 외부 

요소에 의해 차량이 제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특정 행동이 차량을 향해 표출되면, 이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보내는 특정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 표출되는 보행자의 행동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 도로 보행 문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원활히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조작 경험디자인이 필요하다.  

2.3 보행자-운전자 상호작용 분석 

자율 주행 자동차는 기능적, 구조적 특성에 의해 

전자화가 기반이 된 조작 방식을 구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최적화된 조작 경험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행자는 운전자를 향해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 행동 유형을 표출한다. 일반적인 한국 성인 

보행자의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시 

대기선에 서서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파악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찾을 때 운전자와의 

상호 작용을 시작한다. 보행자는 횡단 가능한 시점을 

횡단 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 변화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완전히 멈추면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통과를 수락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비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호 

작용 과정을 [그림 2] 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2.   비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작용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승인 요청 없이 횡단 보도에 

진입 시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기에 [그림 3]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그림 3. 횡단 승인 요청 없는 보행자와 운전자 간 상호작용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며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육이 이뤄진다. 그 결과 [그림 4] 과 같이 

어린이 보행자가 횡단 보도 진입을 위해 운전자를 

향한 적극적 상호작용 시도는 성인 보행자 대비 다수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어린이 보행자의 운전자 대상 상호작용 시도 예시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완전히 차량이 정지해야 횡단 

보도에 진입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을 시 차량을 횡단 

보도 앞에 완전 정지시켜 어린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을 시작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에게 횡단 보도 진입을 수락하고자 

감속 후 횡단보도까지의 남은 거리를 계산하여 

저속으로 차량을 전진 시키는 행위는 어린이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횡단보도 통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보행자에게 인식된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횡단 보도는 신호등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보행자는 자동차 

운전자와의 상호 작용 없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하면 자동차의 

감속을 시작한다. 차량의 선제적 감속 여부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접근 시 차량의 정지를 문화적 

특성에 의해 기정 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예시는 보행자-운전자-자동차 간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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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기반한 주행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학습된 행동이 일치했을 시 원활한 주행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조작 

경험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을 시 운전자에게 

상황의 인지 및 승인 기능이 원활히 진행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원활한 상호 과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그림 5] 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작용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드는 행동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횡단 보도 보행을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차량은 자율 주행 

시스템에 의해 횡단보도 앞에 멈추게 된다. 그러나 

보행자가 손을 드는 행동의 의도는 지역과 보행자 

연령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행자의 특정 행동에 반응해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제어는 교통 흐름에 있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 주행 시스템과 함께 

운전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을 자율 주행 자동차가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인지시켜 운전자의 

판단 하에 차량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조작 

경험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  

3. 운전자-보행자 기반, 조작 경험디자인 방향 

자율 주행 Level4 특성에 부합하며 보행자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조작 경험디자인 

특징 및 개발 방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자율 주행 Level4 단계는 원칙적으로 자율 

주행 구간과 비 자율 주행 구간이 명확히 나누어지며 

2 장에서 분석한 자율 주행 시스템 활용에 따라 

일반적인 자율 주행 환경 안에서 운전자의 인지, 

승인의 역할에 부합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반면, 자율 주행 시스템의 판단에 있어 운전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인지시켜 

차량 조작 권한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속성에 따른 

제한된 운전석 공간, 운전자의 시선 및 조작 가능 

반경 내에서 조작 경험디자인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내재하고 있는 전자화된 

차량의 구조적 특성은 운전자 조작에 있어 자율 주행 

시스템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운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계적 

속성으로 인해 자동차를 단 방향으로 제어했다. 

하지만, 전자화된 구동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행 상황의 판단, 결정 및 

조작에 있어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이양되는 권한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자동차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방향 제어 방식에 

최적화된 조작부 디자인을 구현했을 때, 전자화된 

조작부의 적용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행동 변화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의 

반응이 변화되며 그 변수는 무한하기에 자동차의 

제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가변성을 전자화된 

조작부 디자인 방식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반면, 전자화된 자율 주행 자동차에 특화된 조작부 

디자인 방향으로의 급진적인 변화는 운전자의 조작 

안정성을 감소시키므로 단계적 변화를 거쳐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 주행 기능의 활용으로 운전자의 자동차 

주행을 위한 직접적 자동차 제어 역할은 감소하였다. 

반면 보행자와 같이 주행 제어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소가 자율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제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자동차가 제어될 시 안정적 차량 

제어를 위해 운전자가 개입하는 역할이 발생될 수 

있다. 자율 주행으로 발생되는 주행 중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주행 상황에 따른 자동차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상황을 명확히 인지 

가능하게 하고 필요 시 직접 제어 가능한 조작 

경험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넷째, 보행자의 행동은 지역과 연령,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자율 주행 자동차와 보행자가 통행을 위해 상호 

작용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의 

상호작용 특성이 다르게 표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특성에 부합하는 상호작용 방식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작 경험 방식의 도출이 있어야 한다.  

4. 결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조작 경험디자인은 자율 주행 기능의 

활용에 따른 조작 방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주요 

동력계와 조작부가 전자화되고 있는 자율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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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전자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대한 효과적 상호작용이 

구현되는 조작 경험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차량 

제어 주체의 관점에서 보행자 의사 표시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제어 주체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자율 주행 시스템이 1 차적으로 

보행자의 의도를 판단하고 차량의 제어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자율 주행 시스템에 의해 판단 되기 

어려운 신호를 표출하는 보행자에 의한 차량 제어 시 

운전자는 제어자 역할로 신속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 연령, 교통교육 수준에 따라 특성을 

표출하는 보행자와 같은 외부 환경 변수가 차량 제어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차량 제어를 위해 조작 방법을 전자화된 차량 구조 및 

제어부의 특징에 부합하게 조작 경험디자인으로 

구현해야 한다. 반면 자율 주행 자동차 조작 시 기존 

방식과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적 

변화 계획이 반영된 조작 경험디자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 조작 영역에 있어 주요 

요인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조작 기능에 기반하여 그 

변화 요소에 대해 고찰한 점,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필드 테스트 기반의 연구 

데이터가 미비한 점,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법규의 

제정은 초기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발표 된 한국과 

북미 지역의 공개된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법규 

자료에 한정하여 반영한 제한 점이 있다.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동차를 

제어하는 외부 요소인 보행자가 지역, 연령 및 

교통교육 수준에 따라 표출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이에 따른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운전자의 인지 및 조작 방식에 

대한 실험이 요구된다. 이를 디지털화된 자동차에 

부합하는 조작부 디자인으로 구현하고, 변화된 조작 

환경에 운전자의 안정적 차량 제어 가능 여부를 

검증하여 자율주행 Level4 특성에 부합하는 조작 

경험디자인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아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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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전시 공간에서 챗봇 기술을 적용한 
도슨트 서비스를 제안한다. 코로나 19 로 비대면 
사용자 경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전시 

분야에서도 비대면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 
도슨트 챗봇은 개인의 기기로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의 관람 방식에 맞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전시회에서의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실제 전시회에 챗봇으로 
구현한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활용도와 사용 경험을 관찰하였다. 실제 사용자들은 
독립적으로 도슨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관람 경험을 
개선하는 비대면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비대면 전시, 챗봇, 관람 경험, 도슨트 챗봇, 전시 경험 

디자인 

 

1. 서 론 

전시 공간은 작가와 관람객을 전시라는 서비스 
경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다. 

관람객과 작가가 소통하는 공간에서 도슨트(Docent, 
전문 안내원)는 관람객이 전시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시 공간에서 ‘전시물 중심’에서 

‘관람객 중심으로’ 핵심 가치가 이동하며, 관람객의 
능동적 관람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적용되고 있다.[1] 
로봇, A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회 안내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 공간에서 챗봇 기술을 적용한 
도슨트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19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험으로의 전환이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 관람도 그 변화 속에 

있다. 코로나 19 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비대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2] 

사용자가 스스로 질문을 통해 작품의 설명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구조의 챗봇은 사용자 중심의 전시 

형태에 적합하며, 오프라인 전시만이 아닌 온라인 
전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시장에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를 운용해 관람객의 도슨트 챗봇 활용 

방식과 효용을 관찰하였다. 

 

2. 도슨트 챗봇의 연구 

2.1 챗봇 정의 및 활용 사례 

챗봇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어로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며, 챗봇에 대한 관심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의 발전이 가속화로 인해 급증했다.[3] 챗봇은 

대화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만들고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며,[4] 사용자는 챗봇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없어도 

필요한 정보만 간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5] 

챗봇이 갖는 장점으로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이 

상용 서비스로 사용되고있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상담업무의 비용 절감 및 고객 편의 등의 장점을 가진 

챗봇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6] 뉴스와 같은 
미디어 분야에서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써 
사용되고,[7] 이외에 쇼핑, 공공행정 서비스 등 정보 

전달, 서비스 추천을 목적으로 도입이 진행 중이다.[8, 

9] 

상용 챗봇은 대부분 텍스트 형식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성상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스 메신저를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인스턴스 메신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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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장점으로 사용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필요가 줄어들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마케팅과 같은 신규 기능으로의 확장도 용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2 도슨트 기술 관련 사례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관람 경험을 
개선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모바일로 제공하는 도슨트 서비스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며, 멀티미디어 기능에 
의해 에듀테인먼트 효과를 강화시켜 ‘가르치다’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는 도슨트의 역할에 순기능으로 

작용된다.[10] 

이와 관련된 연구로 도슨트 콘텐츠를 혼합현실(Mixed 

Reality, MR)로 적용해 차별화를 시도하거나,[11] 
메신저가 아닌 독립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12] 챗봇을 활용한 과학관에서 

도슨트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도슨트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13] 

도슨트 서비스를 전시 공간에서 챗봇으로 상용한 

사례로 네덜란드의 ‘안네 프랑크의 집’이 있다. 
박물관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챗봇을 도입해 내부에 
별도의 안내 표지판 설치없이 관객들에게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한다.[14] 시카고 필드 박물관은 웹과 
SMS를 통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며, 챗봇의 응답에 
공룡 캐릭터의 성격을 추가해 박물관의 특징도 살리고 

오락적 요소 함께 추가하였다.[15] 

 

3. 전시 안내를 위한 스마트 도슨트 챗봇의 개발 

3.1 챗봇 제공 정보의 정의 

스마트 도슨트 챗봇의 개발을 위해 응답 정보의 범위, 

그리고 응답 스크립트를 정의하였다. 챗봇의 제공 
정보는 사례 연구에서 도출한 공통적으로 제공한 전시 
개요와 전시물 설명을 포함한 전시 관람 정보로 

선정했다. 응답 스크립트 정의를 위해 전시 참여 작가의 
작품 의도에 대한 설명과 기획자의 전시 준비 과정 
자료를 통해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된 

프로토타입 챗봇을 기반으로 작가들과 전시 

기획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표 1. 선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챗봇 응답 스크립트 
예시 

정보 분류 스크립트 

전시 개요 전시 정보 “…창작과정에서의 AI 의 
역할을 어떻게 볼지 올해 

봄부터…” 

작가 소개 전시 정보 “이번 2020 Limitless Desire 
전시의 작가는/ (작가명 1), 
(작가명 2), (작가명 3)...” 

작품 소개 상세 정보 “(작품명) 작품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Fallback 챗봇 기능 “다시 입력해 주시겠어요?” 

기능 안내 챗봇 기능 “제가 제공하는 기능은/ ‘전시 

소개’, ‘작가 소개’... 

 

3.2 챗봇 개발 

챗봇 개발을 위해 작성한 챗봇 응답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Google의 챗봇 플랫폼인 Dialogflow를 챗봇 
빌더(Builder)로 사용해 개발했다. 개발된 도슨트 

챗봇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전시 관람객은 
인스턴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도슨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표 2. 도슨트 챗봇이 분류하는 개체 예시 

Input Intent Entity/Training phrases 

“전시 정보” Intro 전시 + 소개/안내 

“작가 

안내해줘” 
Author 작가 + 소개 

“[작가명] 

소개” 
‘작가명’ ‘작가 이름’ 

“[작품명] 작품 

설명해줘” 

‘작품 

키워드’ 

‘작품명’ 

 

3.3 도슨트 챗봇의 적용과 접근성 고찰 

도슨트 챗봇은 QR코드를 통해 관람객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QR코드는 전시회 입장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포데스크에 부착하여 두었다. 
챗봇을 실행하면 사용자는 챗봇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사용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의 실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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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은 소지한 모바일 기기에서 텍스트 입력으로 

전시회의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림 1 도슨트 챗봇의 응답 예시 

 

표 3. 전시회 관람객의 챗봇 반응 

관람객 평가 후기 

27세/ 여 긍정 비대면으로 전시 도슨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부정 말투가 일관적이지 않다. 

챗봇에 접근하는 QR 코드를 

전시장에서 찾기 어려웠다. 

30세/ 남 긍정 혼자서 부담없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부정 작품 설명을 받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피드백이나 

단서가 없었다. 

24세/ 여 부정 챗봇이 설명하는 단어가 

어려운편이다 

챗봇이 이전 피드백을 기억하지 

못 해 다시 입력해야한다. 

25세/ 남 긍정 챗봇이 응답하는 버튼을 제공해 

편리하였다. 

부정 작품 설명이 끝나고 추가적인 
안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용된 도슨트 챗봇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관람객 

혼자 모바일 기기에서 작품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낯선 사람과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도슨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턴스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챗봇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점이었다. 다만, 챗봇의 응답이 매끄럽지 

못하며, 사용자가 다시 질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 향후 서비스를 위한 개선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2 인스턴스 메신저를 통한 챗봇의 퀵 리플라이 예시 

다만, 아쉬운 점은 전시 관람객이 QR 코드 접속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이 챗봇을 

사용한 전체 횟수는 많지 않았다. 

 

4. 결론 및 논의점 

전시 관람객의 관람 경험 변화로 전시 관람의 비대면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 서비스 챗봇을 
통해 비대면 전시회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실제 전시회 정보를 제공하는 도슨트 챗봇은 
관람객이 소지한 모바일 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작품과 
전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으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았으나, 부자연스러운 응답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QR코드를 통한 
접속이 익숙하지 않아 실제 전시회에서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슨트 챗봇의 고도화를 통해 오프라인 

전시만이 아닌 온라인 전시회에서의 활용으로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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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tflix is a OTT that has accumulated many users 

since 1997. Currently, Netflix's main users are in 

10’s to 30’s, but 50’s people in Netflix are also a 

majority of the users. Therefore, our goal is to 

investigate inconveniences or difficulties in Netflix 

in terms of user experience for 50’s. Prior to the 

main interview, the accuracy of the survey was put 

through the pilot test, and seven subjects in 50’s 

were recruited to conduct the interview. We 

interviewed and observed them for 5 days by using 

our own interview sheet. And they did collage 

making to express their hope. Through the survey 

results, we could know what 50’s really want, such 

as they want to reminisce past by watching 

contents of the time. And it was helpful to make 

UX concepts. 

Keyword 

UX design, Netflix 

 

1. Introduction 

1.1 Introduction 

What is the most popular movie streaming service 

recently? There are many famous streaming 

services, but Netflix will definitely come to mind 

first. Netflix is an OTT (Over the top) service that 

focuses on streaming, and it is a user-centered 

service that allows users to consume media content 

anytime, anywhere through the Internet. Netflix 

has a wide range of content, including dramas and 

movies, TV entertainment, and Netflix original. In 

addition, Netflix has more than 133 million paid 

subscribers worldwide by April 2020. Currently, 

Netflix's services are concentrated on the main user, 

the 10-30s. One example is that it is recommended 

that only with the latest content that 10s and 30s 

watch. However,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all 

ag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by COVID-19. 

Therefore, Netflix needs to satisfy the needs of 

users in 50s users, who are steadily increasing and 

redesign the platform accordingly. We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to draw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in their 50s and their 

potential wishes.  

 The main challenge we need to solve through 

research is "How can Netflix be a satisfying leisure 

for users, 50s in 2022?" We should explore ways to 

make Netflix a leisure life based on their 

expectations. In addition, we should identify the 

potential needs the 50s users have by user study, 

and further understand the design and functions 

they really want. Therefore, we decided to get it 

through interviews and collage making activities.  

In the end, we will try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those in their 50s. 

 

2. Contents 

2.1 Method 

The main challenge we need to solve through research 

is "How can Netflix be a satisfying leisure for users in 

their 50s in 2022?" We should explore ways to make 

Netflix a leisure life based on their expectations. In 

addition, we should identify the potential needs the 50s 

users have by user study, and further understand the 

design and functions they really want. Therefore, we 

decided to get it through interviews and collage making 

activities. 

 Participants 

Seven 50s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are 

office workers and self-employed. They never used 

Netflix before except two participants. 

 Materials 

Participants used Netflix with their own smartphone 

during the study. The study included interview, daily 

mission, diary, and collag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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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Interviews were conducted online or offline. 

Video call and voice call were used for online 

interview. 

pre-interview: Identifying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knowledge of leisure, Netflix 

and similar services. Questions differed 

depending on participants experience with 

Netflix. 

Intermediate interview: Confirming participants 

use of Netflix and diaries were doing well. 

Retrospective interview: Retrospective interview 

for diary and simple questions about impression 

using Netflix. 

Collage interview: Retrospective interview for 

collage with explanations of participants. 

Final interview: Total Interview on Netflix 

Experience. 

• Missions 

Missions were given to encourage and help 

using Netflix. Participants were given a brief 

mission on Netflix features every day while 

writing the diary. After that, they were asked to 

record their thoughts on the mission in the 

diary.  

mission day 1: 1. Search <Zion> and add it to 

the My list. 2. Find 3 contents you like and add 

them to the My list. 3. Download one of them 

for offline viewing.  

mission day 2: 1. Select one of the contents 

from the My list and read the detailed 

description. 2. Watch the contents. 3. After 

watching it, mark like/dislike. 

mission day 3: Watch one of the downloaded 

contents. If you don't have any, find the content 

you like, download it, and watch it. 

• Diary 

The diaries were written to find out participants' 

leisure time and the context of using Netflix. 

Participants received pre-prepared diary forms, 

filled it out daily for three days and delivered it 

to the person in charge. The diary asked about 

participants' leisure and Netflix use that day. 

• Collage making 

The collage session was held to find out the 

participants' inherent wishes. The collage topic 

was 'If you could travel time, how would you 

like to change Netflix in 2040?'. Collages were 

produced digitally or in analog. In case of 

digital production, PowerPoint was used.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about 70 

images and were able to find and use new 

images if they wanted. 

2.2 Interview and Diary Result 

After using Netflix 

The experimenters were divided into those who 

watched TV often and those who did not. 

Experiments who used to watch TV often reduced 

their daily TV viewing time by using  Netflix. 

After  using Netflix, they felt that it was useful 

compared to first impression that it was difficult 

further, so they  gave a positive evaluation. 

Experiments who did not watch TV often also used 

the netflix service to  watch videos longer and 

spend their free time watching replay. They became 

more interested in watching  dramas and 

movies that they had never seen before. 

Table 1. Interview and Diary Result 

Age Inconvenience Wish 

59 -It was frustrating to 

see on the phone that 

the screen was small. 

-It was hard to find 

the function on the 

home and video 

screens. 

-When lowering the 

screen, the letters 

disappear, and when 

pressing the screen, 

the function appears. 

- The ability to work 

for us to see them 

and watching TV. 

- Visible letters, 

easy-to-understand 

icons should be 

placed. 

-It should reduce the 

congestion and make 

it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57 -Location of the 

function button and 

good sign were not 

visible. 

-It's full of 

attractions, but it 

doesn't seem to 

include enough age-

specific culture. 

-Things that should 

stand out should be 

definite and unique 

designs. 

-Provide various 

cultural spaces and 

attempts, and make a 

lot of items with tha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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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their 50s 

don't use it because 

they don't know it 

well. 

 

-Advertisement or 

publicity targeting 

people in their 50s is 

needed. 

 

53 - When watching the 

video, the 'Back' 

button is not 

noticeable. 

-The arrangement 

and arrangement are 

complicated. 

-No" steaming" icon. 

-The font size feels 

too small. 

- It was difficult to 

adapt because the 

search function was 

placed below. 

 

-Need prominent 

icons and positions. 

-To see two to five 

on one screen. 

-Need a mole icon. 

- The letters of the 

required function 

should be written in 

large letters. 

-The search was 

placed upward, like 

Naver or YouTube. 

56 -There are many 

kinds of movies, but 

not many TV 

programs that I 

watch regularly. 

-It's hard to go back 

to recommended 

content on the main 

screen. 

-It was confusing to 

recommend other 

things when there 

was no search result. 

-A lot of contents for 

TV replay should be 

uploaded. 

-Button that went 

back to the 

beginning. 

-Inform that there is 

no search result, and 

a content 

recommendation 

similar to the scope 

of search results is 

needed. 

49 -It was difficult 

because the writing 

was below, and it 

was gray, so it wasn't 

noticeable. 

-It was hard to 

search when people 

didn't know the exact 

name of the drama. 

-There was not 

enough content for 

50 units. 

-The tool bar needs 

to be repositioned. 

-To add a search 

function by year. 

-It would be nice to 

have a function to 

select an age group 

and recommend it to 

users of an age 

group. 

 

53 -It was difficult to 

sign up on the app. 

-It should be 

changed to a simpler 

-Card is the only 

way to pay. 

-Netflix's content 

recommendation is 

not appropriate. 

-It's hard to search. 

 

procedure for easy 

registration. 

-More payment 

methods are added. 

-We need 

recommendations by 

age group. 

-Additional 

functions are needed 

to enter the genre 

and find content that 

is of interest. 

54 -Difficult to 

understand the 

keyword "stuffy 

content.“ 

-The icon is down 

there and small and 

cloudy. 

- The biggest 

advertisement content 

is uncomfortable. 

 

-It would be 

convenient to have 

steamed, evaluated, 

and saved contents 

gathered on My 

Home. 

-You need to get rid 

of the hidden image 

and design it 

noticeably. 

-The content people 

were watching will 

be shown on the first 

screen. 

2.3 Interview and Diary Resul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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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atching habits of user 

 

Figure 2  Experience about Netflix 

 

 

Figure 3  Quantitative analysis for diary 

 

Figure 4  Quantitative analysis, wish of participants 

 

2.4 Collage Result 

 

Figure 5  Collage interview result 

Keyword 

• Accessibility/Offline 

Netflixis expanding,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access to offline services like theater. 

• Creative activities/Relationships 

Relate to creative ideas or activities through Net

flix. 

• Convenience/Simple Function 

Easy and convenient icons and layouts should b

e used by people of all ages. 

• To disappear in the future/To be preserved in 

the future 

Preservation of what will disappear in the future

 and maintenance of what will continue in the f

uture should be considered. 

• Life/Memory Remembrance of the Future 

Elderly 

People have a chance to recall the meaning and 

memories of life through Netflix. 

• Hope/Freedom 

Give a positive message that could serve to peop

le with hope and freedom. 

• Heaven/Peace on earthly paradise 

People can feel happy when they enjoy their free

 time with netflix. 

 

The experimenters mainly looked at the image 

of Netflix in 2040. Expecting to enjoy a 

peaceful and shared life with neighbors, they 

evaluated that Netflix is likely to be included 

among the media that will lead the culture. 

They also expressed the development of a 

function that they hoped would be added by 

collag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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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for Collage 

making 

You can use various kind table form. We 

recommend Table 1.  

 

3. Discussion  

There were several features in the using Netflix for 

50’s. First, it shows a passive tendency to use a 

given function on Netflix. In other words, rather 

than finding and using the function themselves, 

they often get to know the function through the 

missions given by the team. While carrying out 

missions such as dibs, like, and saving, the response 

was that related icons were difficult to find and 

were not noticeable. They also asked for tutorials 

or guidelines to show the process of functions. This 

showed that they were willing to use the new 

technology, but wanted to tell them directly how. 

In a similar case, some say it is difficult to find a 

"backward" button during video playback. It 

seemed difficult to use button because it is in the 

corner. In particular, in this situation, people use 

the button which exists mobile phones for going 

back. Judging from these two examples, they are 

passive users of the new service. Next, Netflix's 

recommended content is not suitable for them. 

Netflix recommends most of the latest content, so 

it doesn't suit the tastes of 50s, and some said they 

want to watch their favorite old movies and 

dramas.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stimulate the emotions of 50’s. 

Finally, it is a 'search' feature that users frequently 

use. Many said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search 

icon because it was placed at the bottom of the 

screen and above all, it was written in small gray 

letters. This was not much of an inconvenience for 

users in their 20s and 30s, but it was raised as a 

problem as it moved to their 50s. In addition, some 

people were reluctant to let them know the results 

unconditionally even though they did not have the 

content they want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inconveniences, it would be better to make 

sure that important functions that are frequently 

used are clearly. Also, consider positioning search 

buttons or improving accuracy of searches. 

We conducted a ‘Collage making session’ to find 

out the latent wishes of the user, which cannot be 

recognized simply by interview questions. Through 

collage making, users drew on Netflix they wanted. 

The majority of collages imagined Netflix being 

more convenient and more feature-rich. They also 

looked at themselves positively enjoying it. At this 

time, Netflix was expressed as a service that 

everyone could enjoy without inconvenience 

beyond time and space. Instead of simply staying 

on Netflix in the current mobile phone, it also 

represented it as a service that could be shared with 

others. We could also see the results of the main 

keyword was a comfortable and peaceful 

atmosphere. This shows that what users want 

through Netflix is not just to improve their 

functions, but to feel comfortable and happy when 

using them. Also, they tended to recall memories of 

the past as well as the future. Looking back on the 

past, We found out that past memories are also 

precious memories and sometimes want to feel that 

way again. This led to the act of searching for 

content that had been aired in the past, and it is 

believed that the ability to identify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udience should be 

added.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in their 50’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their 10’s and 30’s. 

Although satisfied with the basic functional parts. 

But the visual design, icons, and detailed 

explanations that represent them felt difficult to 

recognize in their 50’s. In addition, people in their 

50’s knew nothing about Netflix, not that they 

didn't want to use it. Considering this, the UI/UX 

should be improved well, reflecting feedback from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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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In summary, we conducted user study to find out 

better Netflix for 50s. The conclusions and 

limitation are as follows: 

• 50s feel uncomfortable with existing Netflix 

design. They felt difficulties when they use key 

functions without help. Adding descriptions or 

redesign those UI will be the solution. Tutorial 

system for 50s can also be a good solution. 

• For 50s, it is hard to find contents they want on 

Netflix. They usually wanted to watch contents 

which are made in their generation. Since 

Netflix tend to focus on latest contents, their 

categorization is not suit for 50s. There should 

be more comfort searching and categorizing 

guide for 50s. 

• Netflix felt like a wall for 50s. They thought 

Netflix as a service for young people and did 

not thought about using it. However, after the 

user study, every participant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Netflix. This means that 50s can 

enjoy Netflix if Netflix improves their image 

among 50s. 

• Given the above, the goal should be to create a 

service with low entry barriers and convenient 

service that is easily accessible to 50s. 

•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many part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online. Computer 

programs such as PowerPoint and Zoom were 

used for online interview and collage session. It 

was stress on participants since they are 50s. If 

we interview and observe all the participants in 

person, we could get deeper insight.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improve 

Netflix's current problems and derive new 

solutions. This study contains the results of 

analyzing users in 50s who will be the new 

target of Netflix. If use this, you will be able to 

find the direction that Netflix should aim in the 

future 10 and 20 years from now. In addition, 

due to a realistic problem, we could not gather 

more participants, but if we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conduct a longer 

study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obtain 

more accurate results than now. 

There is no right answer in design, but there are 

designs that can satisfy more people. We hope 

tha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research team 

can contribute to su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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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oT 기술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개인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IoT 

기술의 제품 개발 및 사용자 경험 연구는 스스로 

부품을 설치하고 작동 규칙을 설정하는 DIY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술 친화적인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유용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IoT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아닌 제품 단위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장인터뷰를 통해 일반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IoT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용 IoT 제품의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제시하였다. 핵심 기능은 원격 조작, 자동화, 

개인화, 데이터 가시화, 데이터 수집 및 전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IoT 제품 및 

생태계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 문화적 프로브 (Cultural Probe)  

 

1.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은 

공공시설, 산업 환경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도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사용자 경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용(domestic) 

IoT 기술의 장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용자의 

환경과 니즈에 맞추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11].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IoT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 Do-it-yourself(DIY) 

방법과, DIY IoT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6]. 특히 트리거-

액션(trigger-action) 프로그래밍을 통해 IoT 

기기의 작동 규칙을 설정하는 시스템(e.g., 

IFTTT)은 현재 DIY IoT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배경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 대형 가전 

중심의 기성 제품들은 익숙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IoT 기술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다.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IoT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IoT 기능이 포함된 기성 제품의 체계적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존 환경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IoT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여덟 

가정을 모집하여 문화적 프로브(cultural probes)를 

활용한 현장인터뷰(in-field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프로브를 활용하여 

IoT 시나리오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장인터뷰에서 보다 근본적인 니즈를 탐색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IoT 제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정용 IoT 제품의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재 

가정용 IoT 제품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2. 관련 연구 

2.1 IoT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연구 

IoT 및 스마트 공간은 사용자가 속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11,13], 최종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환경을 개발하는 방법(end-

user development [7])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트리거-액션 

(trigger-action)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안하였다 

[10,14]. 이러한 시스템은 자유롭게 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센서를 비롯한 전자 부품들과 프로그래밍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1,4]. 또한 사용자가 스스로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수행되고 있지만 [3,8,9], 시스템 

수준이 아닌 개별 제품을 디자인할 때의 고려사항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2 IoT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 

IoT 제품들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12,16]. IoT 

환경을 의도한 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설치, 설정, 체험 과정이 필요하다 [5]. 또한 Chetty 

등에 따르면 IoT 환경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는 것보다 일상 물건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더 쉬운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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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6]. 따라서 사용자들이 기존의 

제품으로부터 니즈를 찾고 원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IoT 경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IoT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스템이 아닌 개별 제품에 대한 니즈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방법에 집중하였다. 

 

3. 문화적 프로브를 활용한 현장인터뷰 

3.1 연구 방법 

우리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IoT 니즈를 조사하기 

위해 여덟 가정을 방문하여 사용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IoT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지식, 

흥미도, 경험을 가진 14 명의 잠재적인 사용자가 

(나이 M=32.9, SD=14.4)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직업은 학생, 연구원, 회사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연구자들은 방문 전에 책자와 펜이 포함된 프로브 

패키지를 전달하였다. 참가자들은 3 일 동안 사용한 

제품들의 사진을 찍고 각 제품에 대한 소개, 제품을 

사용한 상황, 그 제품에 대한 IoT 시나리오를 책자에 

작성하였다. 이 때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우리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원활한 아이디에이션을 돕고 

결과적으로 참가자의 근본적인 니즈가 반영된 

시나리오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현장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책자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각 제품에 대한 설명과 

기대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이 때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인터뷰에 참여했다. 프로브는 그 자체로 사용자들의 

니즈를 탐색하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의 물리적 

기록물로써 참가자와 연구자 간의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림 1.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프로브 패키지  

 

3.2 결과 

우리는 인터뷰의 결과로 330 분의 오디오 데이터와 

196 개의 IoT 시나리오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인터뷰 데이터와 프로브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IoT 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예시: 무선 선풍기, 자동 세척 기능이 포함된 

토스터 등).  

 

그림 2. 참가자들의 IoT 시나리오 작성 예시 

 

 

4. 가정용 사물인터넷 제품의 핵심 기능 

우리는 사용자 연구 결과 수집한 IoT 시나리오에 

대해 반복적 코딩을 통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정용 IoT 제품의 5 가지 핵심 

기능을 도출하였다.  

• 원격 조작 

사용자가 제품을 직접 조작하되 건드리지 않고 

멀리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온도, 습도와 같은 집안의 환경을 조절하는 

제품에서 주로 요구된다.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작동시킨 후 시간이 소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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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집 밖에서 미리 제품을 조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몇몇 제품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었다. P5A 는 사용자가 집 

안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제품의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였다. 이 경우 

원격 조작 기능은 환풍기, 전등과 같은 상태 변화가 

단순한 제품들에 한해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작 방법으로는 스마트폰보다 음성 

제어가 선호되었다. 또한 컵을 옮겨야 하는 커피 

머신, 옷을 넣고 빼야 하는 세탁기 등 사용자의 

물리적 개입이 필요한 많은 제품들에서는 필요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졌다.  

• 자동화 

특정한 상황에서 제품이 스스로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화는 루틴 기반 자동화와 맥락 

인식 기반 자동화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루틴 

기반 자동화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제품이 동작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기능이었다. 또한 제품이 사용자에게 

맞춤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동작을 통해 자신의 

루틴을 유지하려는 특수한 목적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P2A 는 전등 스위치와 암막 커튼을 

자동화함으로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를 원했다. 이외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맥락 인식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필요로 

하였다. 예를 들어 P6A 는 요리가 끝난 후 자동으로 

꺼지는 가스레인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 개인화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제품의 동작 시간, 순서, 강도 

등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P7A 는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에 자신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도를 미리 설정 해놓고 사용하고 

싶어했다. 특히 개인화 기능은 기존의 IoT 제품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제조사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목되었다. 예를 들면 기존 IoT 에어컨은 원격 

조작이나 원하는 시간에 작동되도록 설정해 놓을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밤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켜졌다 꺼지거나, 공기청정기 등의 다른 제품과 

연계해서 작동하도록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세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세탁기(P3A), 

바람의 온도와 세기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P4A) 시나리오도 있었다. 사용자마다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자유도가 

개인화 기능의 핵심 고려 사항이었다. 

• 데이터 가시화 

제품의 사용 맥락과 연관된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시로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샤워기, 몸무게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중계 등이 있다. 이 기능은 

원격 조작, 자동화, 개인화 등의 기능들과 달리 

비전자제품에서도 그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P4A 는 목욕 용품의 남은 사용량을 알려주는 

목욕 선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몇몇 

사용자들은 단순히 데이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다수의 참가자들이(P2A, P4A, P7A) 보관된 

음식들의 항목뿐만 아니라 각각의 음식들의 보관 

방법이나 요리 레시피 등의 정보도 제공해주는 

냉장고 시나리오를 소개하였다. 한편 제품에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의 사용 맥락과 연관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 경험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코디를 

추천해주는 거울 (P4B)이나 스케줄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오는 아날로그 시계 (P6B) 등의 

시나리오가 있었다. 

•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제품의 사용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IoT 제품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사용자가 기술적 고려를 하지 않도록 센서를 미리 

탑재하여 제품을 설계하거나 데이터의 맥락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해당 제품보다는 데이터를 전달받은 

제품의 사용 경험을 증진시킨다. 예시로는 문이 

열리면 가스 밸브가 잠기고 불이 꺼지거나(P5A),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이 스피커에서 이어서 

재생되는 시나리오(P6B)가 있었다.  

 

5. 논의 

사용자 니즈에 대한 분석 결과 도출한 가정용 IoT 

제품의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품 및 

생태계가 가진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IoT 제품을 조작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제품의 종류, 정보의 

특성, 사용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정해져야 한다. 

기존의 IoT 제품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조작 기능을 지원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작의 

필요성은 일부 제품에서만 발견되었다. 특히 집 

내부에서 제품을 조작할 때는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았다. 음성 명령은 스마트폰보다 

더 자주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음량 등의 

지속적인 조작이나 제품의 미세한 설정과 같은 

복잡한 조작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제품의 세부 설정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제품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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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조건이 아닌 직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맥락에 기반한 자동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IoT 

제품은 작동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시간이나 센서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적이고, 사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들은 자유도 높은 개인화를 

원했으며 자동화 조건을 정의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다양한 제품의 활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IoT 제품군은 가전 제품과 몇 종류의 

조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소형 전자 제품 및 아날로그 제품에서도 다양한 IoT 

시나리오를 기대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사용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 때 데이터가 

사용자의 행동이나 상태, 또는 제품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관문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외출 혹은 귀가를 인식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해 앞서 언급한 한계점인 기계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용 맥락을 인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품군 확장, 환경 구축 

방법 등의 측면에서 가정용 IoT 제품의 새로운 

기회를 보여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IoT 제품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위해 기존의 일반 제품들을 대상으로 IoT 

경험과 관련된 니즈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IoT 제품의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제시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IoT 기술을 보다 확산시키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그 자체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IoT 제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개별 

가정용 IoT 제품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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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4 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으로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기술의 집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출시되고 

있는 디바이스는 이전보다 더욱 소형화되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고려한 디자인을 진행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웨어러블 기반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호평을 받았으며 꾸준히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술적인 측면의 향상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른 기술향상이 여전히 

과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20 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UX 디자인적 

측면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 학습용이성을 

비롯하여 만족도, 구매의도에 있어서의 인식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써 도출된 

결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향후 20 대 

소비자들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스마트워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웨어러블, 기술, 관심도, 성별, UX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2016 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인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

TA)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다.[1] 

첨단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류의 편의성을 

위해 각종 디바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동시에 소형화되고, ‘웨어러블(Wea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의 몸에 부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 무슨 일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2]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기존의 디바이스를 대체하거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며 유용하게 활용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이 시작을 알리면서 가장 주목받은 

제품 중 하나는 스마트워치이다.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편리함으로써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과연 지속적인 기술향상을 

통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의 증가가 사람들의 

관심도와 구매의도에 비례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초기모델과 비교하여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더욱 많은 기능을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기능의 탑재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능만 활용하고 있다는 기존 사용자들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스마트워치 기술향상을 긍정적인 요소로만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 애플워치로 한정하고, 20 대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분리하였다. 연령을 20 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최신 기기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였던 20 대의 구매 증가율이 

낮았다.[3] 여기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구매율이 낮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판단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로써 스마트워치에 대한 20 대의 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추후 스마트워치 개발 및 출시에 있어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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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스마트워치의 산업 동향의 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스마트워치 산업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애플워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자료와 

데이터를 인터넷 및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세 번째, 선행연구들을 통해 UX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유용성, 사용성, 감성, 학습용이성과 

만족도, 구매의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내역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워치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네 번째, 수집된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 중 애플워치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20 대의 

성별을 나누어 UX 디자인 측면에 포함되는 

핵심요소인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비롯하여 

학습용이성, 만족도, 구매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  

웨어러블이란 ‘착용할 수 있는’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크게 Portable, Attachable, 

Eatable 형태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2] 휴대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며 부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용이나 이식까지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닌다. 그 중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와 워치의 합성어로, 스마트 TV,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라는 접두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한 종류이다.[4] 

이러한 스마트 워치를 포괄하는 개념인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고 있다.[5]  

 

2.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성 분석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물과 

정보통신의 기술융합으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체온, 심박수 등의 신체 정보와 활동량을 체크하여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고령자, 영유아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스마트워치는 단순한 시계의 기능을 넘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다. 활동량, 운동량, 수면 

등의 측정과 같이 스마트폰이 제공하지 못하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6] 또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특성때문에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파킨슨병 또는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7] 

 

2.3 스마트워치 시장의 흐름 

스마트워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2014 년으로 출시한지도 어느덧 약 6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스마트워치의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수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20 년 현재, 스마트워치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태인데,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19 년) 기준, 전세계의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6263 만개로 발표된 것을 기반으로 현재 

스마트워치와 관련하여 얼마나 큰 시장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애플워치는 올해 기존 버전의 가격대가 

내려가는 동시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판매량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포스는 2019 년 대비 2020 년은 28%가 

증가한 8055 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 

표 1. 2016-2022 전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애플워치 7.2 11.9 21.6 34.7 46.5 57 66.1 

타브랜드 11.5 16.7 22.3 27.9 34 40.7 46.9 

 

앞서 애플워치가 전체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크게 애플, 삼성, 핏빗이라

고 할 수 있다. 2018년도와 2019년에 발표된 기업

별 점유율을 통해 애플워치가 타 기업의 판매량보

다 얼마나 큰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지 다음 자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표 2. 스마트워치 세계 점유율 

글로벌 스마트워치 

판매점유율(%) 

2018년도 3분기 2019년도 3분기 

Apple 45.0% 47.9% 

Samsung 11.0% 13.4% 

Fitbit 15.0% 11.3% 

Others 29.0% 27.5% 

Total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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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이러한 배경을 통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

정하였다. 유용성이란, 시스템을 이용해 하고자 하

는 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9]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H1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유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성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 다루는 부

분이다.  

 

H2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사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감성이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적절한 

느낌을 받았는지를 의미한다. 즉, 제품이나 시스템

을 활용함에 얼마나 인상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H3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학습용이성이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써, 사용자가 처음 접

하게 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주어지는 기본적

인 과제를 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의한다.[10] 즉, 특정 시스템을 해결해나가

는데 있어서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11] 

  

H4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학습용이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만족도란,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속성

으로써, 학자마다 해석이 상이한 특징이 있다. 인

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로 나뉘는데, 즉, 인지적 

평가는 웰빙(well-being)을, 감정적 평가는 행복

감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12] 본 연구와 관련

하여 재해석 해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용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H5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구

매를 하게 만드는 심리적 마음가짐을 의미한

다.[13] 즉, 다시 말하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개

개인의 노력으로, 의식적인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14] 이러한 배경을 통해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6 : 성별에 있어 기술향상에 따른 스마트워치의 

구매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2 처치물 제작 

기술향상에 따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처치물은 애플워치 1 시리즈와 애플워치 5 시리즈

의 정보를 파악한 후, 편집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

은 모습으로 약 1분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애플워

치 1 시리즈에서 애플워치 5 시리즈의 기능적인 측

면을 소개하는 동시에 자막을 삽입하였다.  

 

 
그림 1. 애플워치시리즈 1 과 5 의 기능소개 영상 

처치물 

 

3.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애플워치를 대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1 과 애플워치 시리즈 5 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각 모델의 기능을 설명하는 

처치영상물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애플워치 

잠재사용자와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을 활용하여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3.4 실험 참가자와 진행과정 

 실험참가자는 20대 남성과 여성으로써 실험 참가 

동의를 받은 후, 영상 처치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

였다. 영상물은 참여자가 충분히 읽기 쉽도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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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였고,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여 1080p의 

해상도로 시청하게 하였다. 참가자 1명당 실험 진

행은 7분동안 이루어졌다. 총 78명이 참가하였고, 

이중 불성실 응답자 6명을 제외하고 총 72명의 표

본을 수집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표본 수는 균등하

게 각각 36명으로 이루어졌다. 

 

 

 

표 3. 인구통계학적 성비 

 

3.5 조사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유용성, 사용성, 감성, 학습용이성, 만족도, 구매

의도별로 한 개의 문항씩 구성하여 설문을 통해 측

정하였다. 유용성, 사용성, 학습용이성, 만족도 차

원에는 Arnold M.Lund의 설문지[15]를 참조하였

으며, 감성 차원에서는 김희연(2003)[16] 의 연구

를 참조하였다. 또한, 구매의도 차원에서는 Bill 

Smart et al의 설문지 문항[17]을 참조하였다. 

설문문항은 표 3과 같다. 유용성 차원에서는 “애

플워치의 기술향상은 내가 더 생산적일 수 있게 도

와줄 것 같다.”, 사용성 차원에서는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의 작동이 정확하게 될 것 같다.”, 감성 차

원에서는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학습용이성 차원에서는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의 사용법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

다.”, 만족도 차원에서는 “기술 향상된 애플워치를 

지인에게 추천해줄 의향이 있다.”, 구매의도 차원

에서는 “기술 향상된 애플 워치 제품 구매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의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4. 측정변인 

구분 질문 

유용성 애플워치의 기술향상은 내가 더 생산적

일 수 있게 도와줄 것 같다. 

사용성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의 작동이 정확하

게 될 것 같다. 

감성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가 고급스럽게 느

껴진다. 

학습용이성 기술향상으로 애플워치의 사용법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만족도 기술 향상된 애플워치를 지인에게 추천

해줄 의향이 있다. 

구매의도 기술 향상된 애플 워치 제품 구매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 

 

4. 연구결과 

4.1 사용자의 인식 및 인식차이 분석 

기술향상이 애플워치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 학

습용이성, 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20대 남성과 여성 집단 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t검정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에서 2~3점 정

도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술

향상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기술 향상에 따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차이 독립표본검정 

속성 남성 

(표준편차) 

n = 36 

여성 

(표준편차) 

n = 36 

t값 

유용성 3.06(0.98) 3.61(0.84) -2.58 * 

사용성 3.78(0.90) 3.56(0.88) 1.06 

감성 3.17(1.08) 3.39(1.05) -0.88 

학습용이성 3.19(1.01) 3.44(0.84) -1.14 

만족도 3.03(1.06) 3.47(0.94) -1.89 

구매의도 2.28(1.23) 2.92(1.34) -2.11 * 

(*p<.05) 

 

또한, 유용성의 경우 20 대 남성(M = 3.06, SD 

= 0.98), 20 대 여성(M = 3.61, SD – 0.84)의 

결과를 보이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 = -2.58, p < .05). 반면, 

사용성에서는 20 대 남성(M = 3.78, SD = 0.90), 

20 대 여성(M = 3.56, SD = 0.88)의 결과를 

보였으며 20 대 남성이 20 대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감성 측면에서는 20 대 남성(M 

= 3.17, SD = 1.08), 20 대 여성(M = 3.39, SD = 

1.05)의 결과를 보였으며 20 대 여성이 20 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학습용이성 

측면은 20 대 남성(M = 3.19, SD = 3.44), 20 대 

여성(M = 3.44, SD = 0.84)의 결과를 보였으며, 

20 대 여성이 20 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족도 역시 20 대 남성(M = 3.03, SD = 1.06), 

20 대 여성(M = 3.47, SD = 0.94)의 결과를 

보이며 20 대 여성이 20 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구매의도 측면은 20 대 남성(M = 

2.28, SD = 1.23), 20 대 여성(M = 2.92, SD = 

구분 중요 속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6 50.0 

여성 3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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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의 결과를 보이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 = -2.11, p < .05). 

 

5. 결론 

5.1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에서 UX 주요 평가요소를 

통해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20대 남성과 여성의 인식과 동시에 그 차이를 알아

보면서 향후 마케팅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유용성과 구매의도 

측면에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유용성 측면에서 20대 남성 집단은 애플워치의 

기술향상이 생산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항

목에 20대 여성 집단과 다소 큰 차이를 보이며 부

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매

의도 측면에서 역시 20대 남성 집단은 기술향상된 

애플워치 제품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항목에서 20대 여성집단의 큰 평균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측면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며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용성, 감성, 학습용이

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20대 남성 집단과 20대 여

성 집단의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 전체

적으로 기술향상에 따른 측정변인의 수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기술향상에 무조

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5.2 연구의 기여점 

본 연구는 최신 기기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였던 20 대의 스마트워치 구매율이 미진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UX 관점으로 

다양한 요소를 대변하는 항목으로써 평가 측정 

하였다. 이와 더불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성별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20 대 남성과 여성의 

스마트워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UX 

요소 측정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술향상이 구매에 직결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 대 구매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개수가 적었으며, 

성별이라는 단순한 변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더 많은 변인을 

적용해본다면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표본 역시 적었기에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연구의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활용성이 높은 건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등 아직 

우려되는 점이 많이 존재한다.[18] 

기술향상이라는 부분에 걸맞게 긍정적인 인식과 

구매향상 등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지어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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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증가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계가 
흐려졌다. 의료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과거 
헬스케어와는 다르게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사용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내외 스마트 헬스케어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의 특징을 도출하고 범주화 하여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3 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주제어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 헬스케어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 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 세이며 
2019 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4.9%에 달한다. 

2067 년의 고령인구 비중은 47%로 전망된다.[1]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산업도 성장하였다. 동시에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과 결합된 스마트 

헬스케어의 등장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의료 건강 산업의 
경계가 흐려졌다.[2] 질병 치료가 중심이었던 과거 

헬스케어 산업은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도 
의료진 및 의료기관에서 제조기업, IT 기업 등 건강, 

의료와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질병 치료보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졌다.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수록 

헬스케어의 주체는 의료진이 아닌 사용자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 관련 연구는 여전히 의료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 관점에서의 

헬스케어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내외 헬스케어 서비스를 조사한 
후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User based Healthcare)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자 경험 단계의 구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진이 아닌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연구로서 현재 국내외 헬스케어 서비스의 
양상을 범주화하고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향후 개발 

될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변화와 제공자/사용자의 
변화, 맥락적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 후 현재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선정하여 제공자, 사용자, 인터랙션 등을 고려한  
서비스 구성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구성하는 사용자 

경험 단계를 3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헬스케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 및 변화 

스마트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ICT 기술인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헬스케어와 접목된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3] 
Frost&Sullivan(2016)에 의하면 2016 년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1 조 6,844 억 달러 

Proceedings of HCIK 2021

- 205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규모이며 2014 년 이후 연평균 6.82%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4] 또한 Absolute Reports 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2024 년 동안 2,486 억 달러로 연평균 
24%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5] 성장 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의  
변화한 헬스케어 패러다임, 소득 상승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외생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의료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측정, 통합, 분석, 활용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질병 진단 및 질병 치료, 환자 관리 등을 가능케한다.[6]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시스템 분류 및 응용 단계 

스마트 헬스케어는 크게 하드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서비스 분야로 분류된다. 하드웨어 분야는 제품 
및 서비스 개인 건강 관리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일체형, 단품 형태의 제품과 부품, 장치, 시약 

등으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맞춤형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의료 및 건강관리 콘텐츠와 

의료 정보 관리 플랫폼,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과 
같은 미들웨어, 플랫폼, 통신네트워크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로는 건강 관리 서비스와 

원격의료 서비스, 진단 서비스 등이 있다.[7]  

3.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조사 

3.1 사례 조사 기준 

사례 조사의 목적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내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성 및 특징을 파악하고 유형화 

하는 것이다. 사례 조사의 범위는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한정하였고 특정 디바이스가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는 

사례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분야는 질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웰니스와 질병 치료와 관련된 메디컬 
분야를 모두 포함하였다. 웰니스 사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순위권에 속해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메디컬 사례는 국내 식약처와 
FDA 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Engine Group, 장정진(2012), 유채문(201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서비스 디자인 
구성요소인 사용자, 제공자,  서비스, 인터랙션을 

기준으로 사례를 정리하였다. 사례 조사 기준 중 
‘서비스’는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것으로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2 사례 조사 결과 

사례 조사는 웰니스 10 개, 메디컬 10 개 총 20 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스마트 헬스케어 사례조사 내용 

구

분 
서비스명 제공자 사용자 인터랙션 

웰 

니 
스 

NTC 
나이키 

운동 전문가 
일반인 

서비스-사용자 

간접 인터랙션 

유튜브 
채널운영자 

운동 전문가 
일반인 

서비스à사용자 

일방향 소통 

펠로톤 운동 전문가 일반인 제공자-사용자 

직접 인터랙션 눔 식단 전문가 일반인 

U+스마트 

홈트 

서비스 제공자 

운동 전문가 
일반인 

서비스-사용자 

직접 인터랙션 

그래잇 영양 전문가 일반인 

서비스-사용자 
간접 인터랙션 

Nutrients 
식단 및 영양 

전문가 
일반인 

Lifesum 
식단 및 영양 

전문가 
일반인 

Calm 
명상,사운드 

전문가 
일반인 

서비스à사용자 
일방향 소통 

메 

디 
컬 

Deepmind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진, 
환자 

서비스-사용자 

직접 인터랙션 

IBM 

Watson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진, 

환자 

Mying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진, 

환자 

Lunit 
Insight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진, 
환자  

Bluestar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진, 

당뇨병 환자  

서비스-사용자 

직접 인터랙션 

사용자-사용자 

직접 인터랙션 

필리 
의료진, 약사, 

영양사 등 
일반인 

Insula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제 2 형 

당뇨환자, 

의료진 

reset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약물 

중독자, 
의료진 

Redpillcare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일반 환자, 
의료진 

전자처방전 의료진, 약사 
의료진, 

약사, 환자 
제공자à서비스 

일방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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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사 결과 디지털 기반의 웰니스/메디컬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제공하면서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고 있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도 인터랙션 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질병이 없는 일반인과 질병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전에는 제공자 측면에 있던 
의료진도 사용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이었으며 콘텐츠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 기록, 

알림, 누적 등과 같은 단순 피드백을 제공하고 댓글 
등과 같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간접 인터랙션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 가공,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채팅, 대화 등과 
같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직접 

인터랙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4.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 

4.1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정의 및 개념 

현재 출시 및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기관 중심의 헬스케어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용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중요해졌다. 제공자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헬스케어를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User based healthcare)’라고 
정의한다.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는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사용자의 니즈와 맥락을 파악한 

후 사용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지속적,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한다. 데이터는 
시계열로 누적된다. 제공자는 다수 사용자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헬스케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의 건강 증진과 개인 맞춤 
건강관리이다. 실제 서비스의 대부분을 최종 

사용자에게 맞춘다는 것이 일반적인 헬스케어와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  

4.2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단계 

앞선 이론적 고찰과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단계는 사용자와 

인터랙션 대상, 인터랙션 정도에 따라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단계는 서비스 혹은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사용자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는 있지만(Input) 
피드백(Output)을  줄 수 없는 단순 정보 제공형 
일방향 소통을 취하고 있다. 2 단계는 ‘사용자-서비스’, 

‘사용자-제공자’가 간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한다. 
사용자-서비스 인터랙션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면(Input) 

서비스는 이를 인식하고 저장하여 알림, 데이터 표시 
등과 같은 단순한 피드백(Ouput)을 제공한다. 사용자-
제공자 인터랙션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댓글, 메시지 등과 같이 시간 제한이 없는 방법을 통해 
제공자에게 소통을 요청하면(Input) 제공자는 사용자의 
데이터와 댓글 등 인풋을 확인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피드백(Output)을 제공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간접 
인터랙션은 대부분 시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단계는 ‘사용자-서비스’, 

‘사용자-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제공한 건강 데이터(Input)를 가공, 분석하여 
서비스가 새로운 정보(Output)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용자-서비스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인한 후  사용자 개인에게 적합한 피드백(Output)을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용자-제공자간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단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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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단계 

단계 구분 내용 

1 단계 
일방적 

소통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일방향으로 제공 

양방향 상호작용 불가능 

2 단계 
간접 

인터랙션 

서비스-사용자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피드백 제공 

ex)알림, 데이터 표시 등 

제공자-사용자 

시간 제한 없는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인터랙션  
ex) 댓글, 메시지 등  

3 단계 
직접 

인터랙션 

서비스-사용자 

사용자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여 개인 맞춤 정보 

제공 
ex) 개인 맞춤 치료법, 홈트 

자세교정 등 

제공자-사용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터랙션, 대면 

인터랙션 포함 

ex) 채팅, 화상을 통한 

온라인 대면 인터랙션 등 

5. 결론 

본 논문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개념과 
사용자 경험 3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사용자, 제공자, 인터랙션 등을 
기준으로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발, 운영 단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사용자 경험 3 단계를 
제시하였다. 사용자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1 단계 

일방향 소통, 2 단계 간접 인터랙션, 3 단계 직접 

인터랙션을 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적 측면에서 본 

헬스케어가 아닌 사용자 측면에서의 헬스케어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개발 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으로 위한 

초기 시도로서 이후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 기반 헬스케어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모델과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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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eBook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랙티

브 독서유형을 4 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른 독서 사용자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더하여 독서양호집단

과 독서미흡집단에 따라 독서 사용자 경험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하여 각 집단 별로 보다 더 나은 독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인터랙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후 독

서 인터랙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랙

티브 독서 유형을 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북 독서, 챗

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

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독서 인터랙션 유형에 따라

독서 사용자 경험인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한 후 결과를 분

석하고 도출하였다.

주제어

eBook, 전자책,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

1. 서 론

최근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이 출시됨에 따라 전자책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실제로 사용자들의 전자책 플랫폼 이용 시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독서 진입장

벽을 높게 느끼고 있다. 전자책 플랫폼들은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독서 인터랙션 유형을 제안

하며 독서량이 다소 미흡한 사용자들의 독서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고 독서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독서 인터랙션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독서 사용자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더하여 독서양호집단과 독서미흡집단에 따라 독서 사용

자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각 집단 별로 보다

더 나은 독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먼저 독서 인터랙션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신문 기사 및 인터넷 자료,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eBook 인터랙션 서비스 중 네 가지 독서

유형을 연구 범위로 한정한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4 가지 독서 유형은 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북 독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로 설정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 실험물과

함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험지를 제작하였다.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물과 설문

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eBook 의 정의

한국전자출판협회(KEPA)에 따르면 전자책이란 도서

로 간행되었거나 또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자적 기록 매체나 저장 장치

에 수록되고 컴퓨터 또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그 내용

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06 년 한국

소프트웨어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 전자책은 단순히 디

지털 책이나 전자책 단말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텍스

트 기반의 콘텐츠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구현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모두를 패키징하는 하드

웨어 시스템이 융합되어 종이책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롭게 창작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로 보고 있

다[1].

2.2 eBook 인터랙션

eBook은 종이책과 같이 완성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

공될 수도 있지만 저자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상호

작용으로 변화될 수 있다[2]. 이러한 읽기 방식의 대표

적 예는 소셜리딩으로 여러 사람이 책을 함께 읽고 공유

함으로서 독자는 좀더 확장된 독서를 하게 된다[3]. 그

리고 eBook 인터랙션 유형은 텍스트 외부의 독서 양식

에서는 물론, 텍스트 내부의 서사 전개에서도 발생한다

[4]. 이는 독서 내부의 체험성을 담아 독자들에게 전달

한다. eBook 인터랙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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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박경은 (2011)은 체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인터랙션을 세 가지의 유형(전통 텍스트형,

디지노벨형, 얼티메이트 디지노벨형)으로 분류 하였다

[5]. 그리고 이정음(2012)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바

탕으로 인터랙션을 다섯 가지 유형(시각적 흥미 유발,

사용의 용이, 동기부여, 공동체 형성, 자발적인 참여)으

로 분류하였다[6]. 이영호&최종명 외 다수의 연구자들

은 증강현실을 다루는 인터랙션 연구를 하였다[7]. 김제

아&박윤하는 eBook의 부분 댓글의 소셜 인터랙션에 대

해 연구하였다[8].

2.3 eBook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

현재 eBook 에서 기존의 읽는 형식 외에, 새롭게 시도

하고 제공하고 있는 주요 인터랙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디오북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생동감 있는 소리

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이다[9]. TTS

로 제공되어 있는 콘텐츠와 함께 현재는 다양한 셀럽들

이 리더로 선정되어 실제 사람이 읽어주는 형태로 제공

되는 것이 많다.

챗북은 책의 내용을 채팅 형식으로 구조화시켜 제공하

는 독서 형태이다. 주로 가상의 독자가 책의 저자, 또는

책 속의 주인공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실제 저

자를 재현하거나 가상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이야기를 형

성하고 내용을 전개시킨다. 국내 챗북 ‘밀리의 서재’는

주로 기존 베스트셀러나 화제작을 각색하여 책 내용을

전달한다. 책의 인물들의 대화를 보거나 독자가 하나의

인물이 되어 책의 작가와 대화한다.

영상 스트리밍 독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참여자가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독서

하는 서비스이다. 북튜버는 책을 소개하거나 낭독하고

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읽을 책을 고르고 함께 독서하며

댓글로 감상평을 쓰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그리고

전용 뷰어를 통해 방송을 보며 책 내용을 확인하며 의견

을 나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독서 유형에 따라 독서 사용자 경험인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eBook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북 독

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 간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eBook인터랙티브 독서 유형(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

북 독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은 독서집단(독

서양호집단, 독서미흡집단) 간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에 차이를 보이는가?

3.2 변수의 정의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eBook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 전자책 독서’는 도서로 간행된 저작

물의 내용을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 종이책처럼 읽는 유

형이다. ‘오디오북 독서’는 실제 사람이 책의 내용을 읽

어줌으로써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독서 유형이다. ‘챗

북 독서’는 채팅 형식으로 가공된 책의 내용을 읽는 독

서 유형이다. ‘영상 스트리밍 독서’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같이 독서하는 유

형이다.

조절변인에 해당하는 사용자 독서 활동량에 대한 변수

는 다음과 같다. ‘독서양호집단’은 2020 년 국민실태 조

사에서 나타난 만 19 세 이상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보다

높은 독서 상태의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독서미흡

집단’은 2020 년 국민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만 19 세

이상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보다 부족한 독서 상태의 성

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종속변인은 다음과 같다. ‘몰입도’는 텍스트의 내용에

빠져 들어가는 독자의 내적인 상태이다. ‘이해도’는 글을

읽으며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상태이다. ‘만

족도’는 독서에 대한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

하는 독자의 내적인 상태이다. ‘지속의지’는 지속적인 독

서행동을 촉진하는 독자의 내적인 상태이다.

3.3 연구 설계

선행 연구의 설문지를 고찰한 후 실험물과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4 가지 독서 유형의 실험물을 제작한 후 객

관식 설문과 주관식 설문이 포함된 설문지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물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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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물과 설문지

본 연구의 실험물은 현재 eBook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랙션을 유형을 기반으로 일반 전자책 독서, 오

디오북 독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 총 네가지

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되었다. 국민실태 독서조사에서

책 장르 1 위를 차지하고있는 소설을 실험 장르로 선정

하고 네 가지 실험물의 난이도를 조절하기위해 한 권의

책 속의 네 가지 단편소설을 각 eBook 독서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독서 사용자 경험의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

지를 묻는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먼저 실험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질

문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 사용자 평균

독서 활동량을 포함해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주로

독서하는 장르, 독서하는 매체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eBook 독서 유형을 제시하고 경험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를 묻는 것으로 구성

하였다. 순서에 의한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 4가지

eBook 독서 유형의 순서를 랜덤으로 진행하였다. 각 설

문 끝에 개방형 문항을 넣어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어내었다.

4. 연구 결과

4.1 기초분석결과

20 대부터 40 대를 대상으로 총 113 명이 실험에 참

여하였고 남 30 명(26.5%) 여 83 명(73.5%)으로 나타

났다. 연령의 경우 20 대 38 명(35.4%), 30 대 55 명

(51.3%), 40 대 14 명(13.3%)로 나타났다. 연평균 독서

량이 7.5 권 이상인 경우 61 명(54%), 7.5 권 미만인 경

우 52 명(46%)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결과

연구 분석은 SPSS 를 사용하며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평가 문항의 신뢰도는 모두 0.6 이

상 또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내어 신뢰수준을 만족하였

다. 연구 문제 1 의 분석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사후검정(post-hoc)을 통해 독립변수 집단 중 특정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아보았다. 연구 문제 2 의 분석은 이원 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

아보았다. 표 1 은 독서 사용자 경험의 차이에 대한 전체

적인 분석 결과이다.

표 1. 독서 사용자 경험 전체 분석 결과

구분 M SD F p Scheffe

몰

입

도

일반 전자책 3.69 0.78

10.925
0.000

***

a>b,d

c>d

오디오북 3.30 0.81

챗북 3.55 0.99

영상

스트리밍
3.06 0.97

이

해

도

일반 전자책 3.66 0.81

3.478
0.016

*
a>b

오디오북 3.28 1.00

챗북 3.53 0.97

영상

스트리밍
3.42 0.89

만

족

도

일반 전자책 3.71 1.00

15.776
0.000

***
a>b,c,d

오디오북 2.99 1.11

챗북 3.15 1.19

영상

스트리밍
2.73 1.14

지

속

의

지

일반 전자책 3.52 0.09

7.980
0.000

***
a>b,c,d

오디오북 2.98 0.10

챗북 3.03 0.17

영상

스트리밍
2.92 0.09

*p<.05, **p<.01, ***p<.001

먼저, 연구 문제 1 을 분석해보았을 때 독서 유형 간에

몰입도 점수 평균은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

으로 살펴본 결과 챗북 독서(M=3.55)는 영상 스트리밍

독서(M=3.06)보다 몰입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일반 전자책 독서(M=3.69)는 오디오북 독서

(M=3.30)와 영상 스트리밍 독서(M=3.06)보다 몰입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유형 간에 이해도 점수 평

균은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 전자책 독서(M=3.66)는 오디오북 독서

(M=3.28)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유

형 간에 만족도 점수 평균은 차이가 있었으며(p<.001),

사후 검정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 전자책 독서(M=3.71)

는 오디오북 독서(M=2.99), 챗북 독서(M=3.15) 그리

고 영상 스트리밍 독서(M=2.73)보다 만족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독서 유형 간에 지속의지 점수 평균은 차

이가 있었다(p<.001). 사후 검정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

독서(M=3.52)는 오디오북 독서(M=2.98), 챗북 독서

(M=3.03), 영상 스트리밍 독서(M=2.92)보다 지속의지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피험자

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몰입도: “일반 전자책 독서는 상황에 대해 묘사와 섬세

한 표현들이 담겨있어 상상력을 자극시켜주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챗북 독서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

문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며, 인물들이 친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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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게 느껴져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라는 답변으로

섬세한 묘사나 대화 형식이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여줌

을 알 수 있었다.

이해도: “일반 전자책 독서는 기존 종이책 독서와 비교

하여 큰 차이가 없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읽어나갈 수 있어 이해도를 높여줍니

다.”, “챗북 독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대화 형식

으로 쉽게 풀어져있어 이해하기 용이했습니다.” 라는 답

변으로 쉽게 반복할 수 있다는 점과 내용을 한 번 더 풀

어서 제공한다는 점이 이해도를 높여줌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일반 전자책 독서는 종이책과 가장 비슷한 독

서 유형으로 가장 익숙하고 유용하게 느껴지며 스스로

상상하며 주체적으로 독서한다는 만족감이 들어서 긍정

적인 느낌이 듭니다.” 라는 답변으로 스스로 느끼기에

능동적인 독서 형태가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의지: “일반 전자책 독서는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해서 자주 읽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자책 독서는 전자기기로 독서하지만 일반 독서

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독서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만족

감을 주어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

으로 높은 접근성과 독서에 대한 성취감이 지속의지를

높여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사용자 독서량별 독서 사용자 경험 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p

몰

입

도

사용자

독서량

(A)

0.000 1 0.000 0.000 0.984

독서

유형

(B)

24.129 3 8.043 10.280 0.000***

A * B 8.291 3 2.764 3.532 0.015*

이

해

도

사용자

독서량

(A)

0.085 1 0.085 0.101 0.751

독서

유형

(B)

8.625 3 2.875 3.404 0.018*

A * B 2.743
3

0.914 1.083 0.356

만

족

도

사용자

독서량

(A)

0.080 1 0.080 0.066 0.798

독서

유형

(B)

55.375 3 18.458 15.173 0.000***

A * B 11.146 3 3.715 3.054 0.028*

지

속

의

지

사용자

독서량

(A)

0.323 1 0.323 0.303 0.582

독서

유형

(B)

24.631 3 8.210 7.703 0.000***

A * B 6.831 3 2.277 2.136 0.095
*p<.05, **p<.01, ***p<.001

연구 문제 2 를 분석해보았을 때, 몰입도에 있어 사용자

독서량과 독서 유형 간의 상효작용효과가 있었다

(p<.05). 독서양호집단은 일반 전자책, 오디오북 유형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몰입도를 나타냈으며, 독서미흡집

단은 챗북, 영상 스트리밍 유형에서 높은 몰입도를 나타

냈다. 이해도에 있어 사용자 독서량은 독서 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p>.05). 만족도에 있어 사용자

독서량과 독서 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p<.05). 독서양호집단은 상대적으로 일반 전자책, 오디

오북 유형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독서미흡집단

은 챗북, 영상 스트리밍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타

냈다. 지속의지에 있어 사용자 독서량과 독서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p>.05).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피험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독서양호집단의 몰입도, 만족도: “일반 전자책 독서는

가장 종이책과 비슷해서 익숙하게 느껴지며 다른 유형

들보다 상상하기 쉬워 몰입도가 높아집니다(몰입도)”,

“오디오북 독서는 감정을 살려 읽어주기 때문에 더 몰입

하게 되었습니다(몰입도)”, “일반 전자책 독서는 능동적

인 독서의 느낌이 들고 익숙하고 편해서 만족스럽습니

다(만족도)”, “오디오북 독서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잠들기전이나 자투리 시간에도 독서가 가능해 만족스럽

습니다(만족도)” 라는 답변으로 독서양호집단은 친숙한

활자로 구성된 일반 전자책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오디오북 유형에 높은 몰입도와 만족도를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독서미흡집단의 몰입도, 만족도: “챗북 독서는 익숙한

채팅 형태의 대화 방식으로 마치 주인공이 된 듯 상상하

게 되어 몰입감이 느껴졌다(몰입도)”, “영상 스트리밍

독서는 영상이라 더 쉽게 다가오며 내용을 쉽게 풀어주

는 이가 있어 이해가 쉬워져 몰입감이 높아졌다(몰입

도)”, “챗북 독서는 대화형식이다보니 익숙하며 편해서

재미있었고 가볍게 보기 좋으며 지루하지않아 만족스러

웠다(만족도)”, 영상 스트리밍 독서는 독서를 한다기보

다 유투브를 보는 느낌이라 지루하지않고 쉽게 다가가

기 좋아 만족스러웠다(만족도)” 라는 답변으로 독서미

흡집단은 직접 참여하는 듯한 채팅형태의 챗북 독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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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다른 사람이 내용을 설명해주어 상대적으로 독서

의 느낌을 주지않는 영상 스트리밍 유형에 높은 몰입도

와 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북 독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

리밍 독서에 따른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 유의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eBook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 별 독서 사용자 경험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집단의 몰입도, 이해도, 만족도, 지속의지에서 일반

전자책 독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독서양호집단과 독서미흡집단 간 몰입도, 이해도, 만족

도, 지속의지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몰입도와

만족도에서는 독서 활동량과 독서 사용자 경험간에 유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해도와 지속의

지에서는 독서 활동량과 독서 사용자 경험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몰입도와 만족도에서

독서양호집단은 상대적으로 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

북 독서에서 높은 몰입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에 반

해 독서미흡집단은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몰입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면, 일반 전자

책 독서는 종이책 독서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독자에게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섬세한 표현과 묘사

로 인해 높은 몰입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주체적

인 독서를 한 다는 만족감을 얻게 한다. 하지만 종이책

과 다르지 않은 형태이기때문에 평소 독서량이 저조하

거나 독서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흥미도와 재미

를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오디오북은 독서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독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독서 형태이다. 눈

으로 읽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듣는 형태

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함과 동시에 독서를 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편안함을 주고 독서 할

때의 눈의 피로도도 적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에 자신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한번 호흡을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다른 피로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해석이 들어간 오디오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어 주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챗북은 제 3 자가

책의 내용을 가공하여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전달해준

다. 이 형태 또한 다른 이의 개입으로 인해 자신만의 해

석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타인이 설명해줌으로서 이해

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가 흥미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

로 영상 스트리밍 독서 또한 타인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함께 독서해나가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고 함께 공유하는 느낌으로 좀 더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읽는 것

이 아니기때 문에 독서에 대한 만족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별 특징을 바탕으로 다

양한 사용자들에게 각각 적합한 인터랙티브 독서 유형

을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 더 나은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eBook 인터랙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독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사용자의 몰입도, 이해도, 만

족도, 지속의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eBook 인터랙션

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실험 결과 일반 전자책 독서, 오디오북 독서,

챗북 독서, 영상 스트리밍 독서에 따라 모든 독서 사용

자 경험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독서 사용자 경험에

있어 사용자 독서량에 따라 몰입도와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모든 독서 사용자 경험에서 높은

평균을 얻은 일반 전자책 독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되 독서 미흡집단에게는 높은 몰입도와 만족

도를 보였던 챗북 독서와 영상 스트리밍 독서 유형을 제

시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Book 플랫폼에 비해 미

비해던 eBook 인터랙션 제공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후

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

구의 실험 결과는 사용자 독서량에 따른 집단 별 독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용자 독서량

에 자기보고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는 좀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평균 독서량을 조절 변수로 설정

하였지만 사용자의 성격, 나이 등 다양한 변수가 독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연구

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좀더 다양한 장르와 인터랙

티브 독서 유형을 연구하여 향후 eBook 인터랙티브 독

서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독서 사용자 경험이 좀더 충족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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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 년을 기점으로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의 연결, 교환, 저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1].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측면의 기술 수용 연구는 필연적이다. 본 논문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의 가상 

서버(Instance) 생성 절차를 중심으로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클라우드 기술 수용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 모형을 만들고 검증하여 사용자 수용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과 조직 측면의 '기술 

도입'에 그쳤던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를 사용자 

맥락의 '서비스 활용'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주제어 

클라우드 컴퓨팅,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 Cloud Computing, Public Cloud 

Computing, AWS, UTAUT2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4 차 산업 혁명의 혁신 기술 확산과 코로나 위기로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 되고 업무와 일상의 디지털화, 

협업의 필요성 증가, 업무 형태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조직 차원의 ‘기술 도입’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막상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활용’ 측면의 연구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사용자들이 신기술을 

마주했을 때의 수용 요인을 심도 있게 밝히는 것은 해당 

기술이 소비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를 기반으로 사용자 

관점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 모형을 도출하여 

도입에서 활용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성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공유 풀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의 편리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2]. 

클라우드 서비스란, 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의 

인프라를 소유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상화된 IT 

자원의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온 프레미스(On-premise)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장점을 가진다. 

표 1. 클라우드의 특장점 

경제성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기간만 사용 가능, 

클라우드 통합 관리로 비용 절약 

유연성 필요한 만큼 리소스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 

가용성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와 장애 대비 

시스템 이용으로 가용성이 높음 

신속성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 활용으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 가능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퓨팅 자원의 종류에 따라[표 

2], 서비스 대상에 따라[표 3]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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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컴퓨팅 자원의 종류에 따른 구분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높은 확장성의 자동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스트럭쳐 

PaaS(Platform as 

a Service)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자에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표 3. 서비스 대상에 따른 구분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특정 기업에서 사용하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기반 하에 

접속하여 공용으로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혼합형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Multi 

Cloud) 

1 개 이상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맥락의 ‘활용’에 집중한 

기술수용모형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열린(Opened)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으며,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사업자에는 아마존(AWS), 

구글(GCP), 마이크로소프트(Azure) 등이 있다. 

2.2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데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를 밝혀내는데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술수용모형은 

TAM(기술수용모형)[3]을 기초로, 기존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제안한 

UTAUT1(통합기술수용모형)[4]을 거쳐, 

UTAUT2(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5]로 이어졌다. 

UTAUT1 은 주로 조직적인 맥락의 관점으로 조직 

입장의 기술 수용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었다면, 

UTAUT2 는 소비자의 이용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 

사용자 기술 수용 모형이다. 본 연구는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활용(Consumer use)이라는 관점에 보다 

적합하도록 제안된 UTAUT2 를 사용하였다. 

2.3 AWS(Amazon Web Services) 

AWS 의 가상 서버(Instance) 생성 절차를 연구 대상의 

여정으로 채택하였는데 AWS 는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공룡”으로 불리는 

업계 1 위의 서비스 제공자이고[6],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상의 공간(EC2)의 

운영체제(AMI)에서 가상화된 서버(Instance)를 

생성하는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처음 마주치게 되는 단계이자 핵심적인 

플로우이기 때문이다. 

그림 1. AWS 의 인스턴스 생성 플로우 

 

3. 연구 모형 

3.1 연구 모형 설계 

UTAUT2 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를 종속 변수로 두고 8 가지의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 변수는 UTAUT2 모형의 7 가지 

변인에서 쾌락적 동기와 습관을 제외하고 클라우드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설명력 있는 변인이라 판단된 혁신 

성향, 인지된 위험, 콘텐츠 품질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쾌락적 동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재미, 유희적인 

속성을 기대하고 오락적, 정서적 값어치를 얻기 위해[7] 

사용한다고 보기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활용 측면의 사용자 

수용 연구를 위해 기술 사용이 습관화된 숙련자가 아닌 

초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습관 역시 

제외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3.2 가설 수립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수용 의도에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가격 효용성,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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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인지된 위험, 콘텐츠 품질의 8 가지 독립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4. 가설 수립 

H1 성과 기대(PE)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력 기대(EE)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적 영향(SI)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촉진 조건(FC)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가격 효용성(PV)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혁신 성향(IN)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인지된 위험(PR)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콘텐츠 품질(CQ)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A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 측면의 

기술 수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고, 선행 

사례가 없는 기초 연구임을 감안하여 숙련자가 아닌 

서비스 경험이 없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력과 

직업에 국한 없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 년 10 월 13 일부터 14 일까지 2 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리커트 7 점 

척도로 제시하여 3 점 이하는 응답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AWS 의 Instance 생성 절차를 

설명하는 튜토리얼 영상(2 분 41 초 분량)을 시청한 

뒤에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총 340 건의 표본이 

수집되었다. 

4.2 탐색적 요인 분석 

SPSS 26.0 을 이용하여 9 개의 요인 각각이 유효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0.4 를 요인 적재량에 

대한 임계점 기준으로 두었으며[8], 모든 요인이 

임계점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모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수용 의도에 대한 요인 적재량이 성과 

기대의 3 번 문항, 혁신 성향의 3 번 문항과 동일하게 

임계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두 문항 다 

기존의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 더 크므로 9 개의 문항에 

대한 묶음들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표 5.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

인 

측정

항목 
PE EE SI FC PV IN PR CQ AI 

PE 

PE1 0.821 0.148 0.17 0.093 0.2 0.131 0.014 0.242 0.153 

PE2 0.701 0.213 0.314 0.234 0.186 0.09 0.084 0.167 0.221 

PE3 0.498 0.28 0.367 0.228 0.159 0.224 0.101 0.041 0.409 

EE 

EE1 0.179 0.847 0.213 0.156 0.17 0.132 0.059 0.156 0.084 

EE2 0.128 0.794 0.33 0.176 0.139 0.15 0.021 0.191 0.139 

EE3 0.13 0.775 0.18 0.262 0.204 0.132 0.086 0.172 0.228 

SI 

SI1 0.212 0.227 0.783 0.223 0.184 0.157 -.073 0.227 0.157 

SI2 0.22 0.234 0.769 0.173 0.195 0.12 0 0.175 0.212 

SI3 0.15 0.324 0.76 0.196 0.182 0.181 0.003 0.206 0.128 

FC 

FC1 0.128 0.183 0.189 0.779 0.261 0.193 0.102 0.132 0.191 

FC2 0.118 0.254 0.234 0.744 0.218 0.177 0.055 0.191 0.215 

FC3 0.207 0.261 0.227 0.635 0.225 0.104 0.115 0.279 0.127 

PV 

PV1 0.157 0.149 0.138 0.172 0.83 0.184 0.071 0.182 0.119 

PV2 0.109 0.159 0.174 0.178 0.816 0.118 0.051 0.166 0.166 

PV3 0.174 0.181 0.187 0.231 0.746 0.155 0.104 0.143 0.232 

IN 

IN1 0.152 0.186 0.166 0.193 0.205 0.795 0.113 0.219 0.244 

IN2 0.085 0.19 0.296 0.177 0.249 0.733 0.129 0.224 0.225 

IN3 0.279 0.192 0.058 0.256 0.215 0.494 0.149 0.258 0.438 

PR 

PR1 0.001 0.008 -.049 0.033 0.024 -.016 0.898 0.076 0.058 

PR2 0.016 0.073 0.002 0.076 0.042 -.014 0.896 0.085 0.106 

PR3 0.035 -.002 0.03 -.053 0.036 0.115 0.842 0.01 -.105 

CQ 

CQ1 0.06 0.062 0.014 0.141 0.085 0.126 0.802 0.056 0.122 

CQ2 0.109 0.271 0.2 0.168 0.195 0.132 0.157 0.758 0.213 

CQ3 0.208 0.129 0.194 0.239 0.184 0.213 0.081 0.73 0.259 

AI 

AI1 0.22 0.207 0.262 0.162 0.238 0.239 0.106 0.696 0.216 

AI2 0.206 0.197 0.2 0.183 0.222 0.228 0.088 0.266 0.751 

AI3 0.19 0.19 0.253 0.259 0.261 0.244 0.045 0.32 0.665 

다음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검사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9 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 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9]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1 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라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 수준은 .854 에서 .936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신뢰성 부분에서 매우 준수하다고 보았다. 

4.3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모든 요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어서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로 유추한 가설들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AMOS 23.0 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측정 모형 적합 검증 결과이며, 임계치 기준으로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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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GFI 를 제외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모두 임계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GFI 도 기준치에 거의 근사한 

수치(차이값 .035)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측정 

모형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평가하였다.  

표 6.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지표값 임계치 기준 

절대적합지수 

모형 

전반 

적합도 

x²(CMIN)p 
3643.423 

(p=0.000) 
p≦0.05～0.10 

x²(CMIN)/df 1.934 
1.0≦CMIN/df≦2.0 

~ 3.0 

RMSEA 0.03 ≦0.05～0.08 

sRMR 0.05 ≦0.05～0.1 

모형 

설명력 

GFI 0.818 ≧0.8～0.9 

AGFI 0.765 ≧0.8～0.9 

PGFI 0.633 ≧0.5～0.6 

증분적합지수 

NFI 0.872 ≧0.8～0.9 

NNFI(TLI) 0.919 ≧0.8～0.9 

CFI 0.933 ≧0.8～0.9 

간명적합지수 
PNFI 0.724 ≧0.6 

PCFI 0.775 ≧0.5～0.6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측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9] 변수의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검증되어야 

한다[10].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값들 간의 상관 

관계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 기대와 혁신 성향 외의 모든 

요인의 AVE 값이 MSV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두 요인의 차이 값은 .01~.02 의 근소한 수준으로 

집중 타당성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값들 간의 상관 관계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9]. 다른 요인 간의 

상관 계수가 낮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상관 계수가 

제일 높아야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요인이 자기 

자신과의 상관 계수에서 0.8 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또한 성과 기대와 혁신 성향의 

경우 수용 의도의 수치가 더 높지만, 

각각 .006, .013 으로 그 차이가 근소하고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그 사유를 검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에 대한 판별 타당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7.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집중 타당성 검증 

요인 하부요인 β SMC CR AVE MSV MaxR(H) 

PE PE1 0.84 0.71 0.848 0.651 0.661 0.851 

PE2 0.75 0.562 

PE3 0.84 0.704 

EE 

EE1 0.91 0.821 

0.918 0.788 0.48 0.92 EE2 0.91 0.834 

EE3 0.88 0.776 

SI 

SI1 0.87 0.755 

0.896 0.743 0.498 0.909 SI2 0.94 0.877 

SI3 0.9 0.812 

FC 

FC1 0.88 0.766 

0.89 0.731 0.573 0.901 FC2 0.89 0.801 

FC3 0.77 0.592 

PV 

PV1 0.85 0.718 

0.914 0.78 0.541 0.929 PV2 0.89 0.789 

PV3 0.87 0.759 

IN 

IN1 0.79 0.627 

0.879 0.707 0.729 0.886 IN2 0.9 0.817 

IN3 0.88 0.782 

PR 

PR1 0.75 0.567 

0.92 0.741 0.05 0.928 
PR2 0.91 0.822 

PR3 0.88 0.777 

PR4 0.74 0.543 

CQ 

CQ1 0.86 0.747 

0.901 0.752 0s.66 0.906 CQ2 0.85 0.728 

CQ3 0.9 0.805 

AI 

AI1 0.9 0.81 

0.923 0.799 0.729 0.924 AI2 0.92 0.85 

AI3 0.91 0.828 

표 8. 각 연구 변수들의 판별 타당성 검증 

 PE EE SI FC PV IN PR CQ AI 

PE 0.807         

EE 
0.631*

** 
0.888        

SI 
0.706*

** 

0.693*

** 
0.862       

FC 
0.674*

** 

0.650*

** 

0.677*

** 
0.855      

PV 
0.650*

** 

0.540*

** 

0.642*

** 

0.694*

** 
0.883     

IN 
0.707*

** 

0.540*

** 

0.657*

** 

0.757*

** 

0.688*

** 
0.841    

PR 0.075 0.019 -0.119 
0.180

† 
-0.015 0.224* 0.861   

CQ 
0.627*

** 

0.614*

** 

0.699*

** 

0.725*

** 

0.676*

** 

0.812*

** 
0.203* 0.867  

AI 
0.813*

** 

0.605*

** 

0.634*

** 

0.719*

** 

0.735*

** 

0.854*

** 

0.153

† 

0.792*

** 
0.894 

4.4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검증 

다음으로는 AMOS 23.0 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란 앞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과 실제 수집된 자료 간의 부합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앞서 설정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관련성이 양호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AGFI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임계치 기준값을 충족하였고, AGFI 역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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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035 로 임계치에 거의 도달하였기에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보았다.  

4.5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실증 분석 연구에서는 잠재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을 통해 경로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도출하였다. 

 본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364, CR 값이 

4.594 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성과 

기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 은 채택되었다.  

노력 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047, CR 값이 -1.03 으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력 기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 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056, CR 값이 -.959 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 는 기각되었다.  

촉진 조건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091, CR 값이 1.615 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촉진 조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 는 기각되었다.  

가격 효용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089, CR 값이 -1.606 으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 효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 는 기각되었다.  

혁신 성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327, CR 값이 5.064 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혁신 성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 는 

채택되었다.  

인지된 위험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04, CR 값이 -0.973 으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지된 위험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7 은 기각되었다.  

콘텐츠 품질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β).384, CR 값이 4.946 으로 유의 확률 .05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8 은 

채택되었다.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낸 변수 간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로 살펴보면 콘텐츠 품질 > 성과 기대 > 혁신 성향 

순이었다. 

표 9. 경로 분석 결과 

가설 경로 β S.E. C.R. p 결과 

H1 PE  AI 0.364 0.079 4.594 *** O 

H2 EE  AI -0.047 0.046 -1.03 0.303 X 

H3 SI  AI -0.056 0.059 -0.959 0.338 X 

H4 FC  AI 0.091 0.056 1.615 0.106 X 

H5 PV  AI 0.089 0.055 1.606 0.108 X 

H6 IN  AI 0.327 0.064 5.064 *** O 

H7 PR  AI -0.04 0.041 -0.973 0.33 X 

H8 CQ  AI 0.384 0.078 4.946 *** O 

 

그림 3. 경로 분석 결과 모형 

 

 

5. 결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가격 효용성, 혁신 성향, 

인지된 위험, 콘텐츠 품질 모두 유효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8 개 요인 중에서 성과 기대, 혁신 

성향, 콘텐츠 품질 3 개 요인만이 수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인 방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낯선 기술이라는 점에서 노력 

기대, 인지된 위험, 가격 효용성 등을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외의 흥미로운 수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점[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 우려감 보다 기대감이 크다는 것, 시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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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낸 변수 간 영향력은 콘텐츠 품질 > 

성과 기대 > 혁신 성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사용자가 새로운 혁신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는 효용 가치, 기대 가치, 

혁신 가치가 높다면 주변의 인식이나 기술 전환의 

위험도, 비용 등을 차후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선행 연구들로부터 유추했던 가설과 

사뭇 다른 의외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용 요인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에 그치지 않으며 시대적, 사회적인 요소가 

관계를 복합적으로 만든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얻은 기초 경로를 

토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5 가지 변인(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가격 효용성, 인지된 위험)의 추가적인 

경로 탐색을 통해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관 관계를 

밝혀내고 수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로 

확장하기 위함이며,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급진적인 기술의 전환 속에서 선행 연구들이 밝혀낸 

사용자의 수용 의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대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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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대화형 에이전트 시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아동의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의 인식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아동 제품의 
구매층인 학부모는 AI 스피커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부모 
102 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아동 서비스의 
만족감과 인식에 대해 설문과 후속 인터뷰 (10명) 를 

진행한 결과, AI 스피커의 사용 빈도에 따라 
'만족감'과 '신뢰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양육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인식하는 AI 스피커의 교육적 역할은 아동의 
‘도우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AI 

스피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역할 위임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 가정 내 사용 빈도수와 (2)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학부모가 인지하는 교육적 ‘만족감’과 
‘신뢰도’를 알아봄으로써 구매층인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향후 에이전트 설계에 있어 

이러한 관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음성 에이전트, 아동, 사용자경험 디자인, 인공지능 

스피커  

1. 서 론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 (Conversational 
Agent, 이하 에이전트)가 모바일 및 스피커의 형태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자동 
음성인식 기술을 갖춘 대화 관리자(Dialogue 
Manager)를 의미한다[1]. 다시 말해 에이전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어(Natural Language)를 사용하여 지능형 
시스템(Intelligent Systems)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2]. 에이전트의 

확산과 함께 질문을 명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읽기 
쓰기에 능숙하지 않은 아동이 적극적으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트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인 대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Ying Xu(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에이전트를 통한 대화식 스토리 읽기는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장기 학습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 나아가 Kory& 
Breazeal(2014)는 대화형 소셜 로봇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언어발달에 도움(support)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4]. 따라서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한 학습 
친구(companions)를 개발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5][6].  

그러나 실제 아동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부모의 의견 역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AI 스피커 아동 서비스의 '이용자'는 아동이나, '최종 
구매자'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의 
도구가 아닌 디지털 기기의 경우 부모가 선택에 더 

세심한 고려를 기울이는 특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참여는 아동의 기술 사용 및 인식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7][8]. 하지만 자녀의 
에이전트 사용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가 제공하고 있는 아동 
관련 콘텐츠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족도(Satisfaction)와 신뢰(Trust)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검증을 통해 각 변인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의 주요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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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1. AI 스피커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AI 스피커의 아동 서비스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RQ2.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 AI 
스피커의 아동 서비스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만족도(Satisfaction) 

만족도는 구매자의 구매 후 평가와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9]. 
구매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만족감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10]. 
음성 에이전트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Purington(2017)에 따르면, 기기의 

개인화(Personification)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다시 말해 음성 에이전트의 
의인화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CASA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신뢰(Trust) 

선행연구에서 신뢰(Trust)는 신뢰하는 의도(Trusting 
Intentions)로 통용된다. 신뢰하는 의도는 구매자가 
제품(혹은 서비스)에 대해 안전하다 느끼고, 제품에 

대해 의지하거나 의지할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는 기술의 수용에 있어 필수적이다[12]. 
구체적으로 제품이 사용자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술에 대한 신뢰가 발달하게 된다[13]. 
기술에 대한 신뢰는 인간의 대인관계 상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유사한,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이러한 신뢰 
관계는 인간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음성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반대로, 기술에 대한 신뢰 부족은 
사용자들이 기술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스피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수준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설문 문항 작성 및 수행 

3.1 분석대상 자료 수집 

설문 참여자는 2020 년 4 월 12 일부터 19 일까지 
7 일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졌다. 직접 AI 

스피커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동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부모의 응답만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설문은 만족도, 신뢰도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총 102 명(남성: 40 명, 여성: 62 명, 
M=42.25 세, SD=6.30)이 참가하였다. 이후 추가로 

10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응답한 설문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묻는 사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3.2 만족도(Satisfaction) 측정 문항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만족도는 'AI 스피커의 아동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 
하였으며, Lin, H. H., & Wang, Y. S. (2006)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AI 스피커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15].  

3.3 신뢰도(Trust) 측정 문항 

 신뢰도는 'AI 스피커가 제공하고 있는 아동 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 하였다. 척도는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교육기관 서비스 퀄리티를 
측정한 Omar(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De Wulf, K 

(1999)의 신뢰(trust)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16].  

표 1. 종속변수 측정 지표 

측정지표� 문항�내용� 척도�

만족도� (1)�아동에게�제공되고�있는�AI�스피커�

서비스에�만족감을�느낀다.�

7 점�리커트�

척도�

(1:�매우�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2)�AI�스피커가�아동�관련�서비스를�

성공적으로�제공한다고�생각한다.�

(3)�AI�스피커의�아동�관련�서비스는�

나의�기대를�충족시키지�못한다.�

신뢰� (1)�AI�스피커의�아동�관련�서비스는�

신뢰감을�준다.�

7 점�리커트�

척도�

(1:�매우�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2)�AI�스피커의�아동�관련�서비스는�

믿음직한�이미지를�준다.�

(3)�나는�AI�스피커가�제공하는�아동�

관련�서비스에�대한�신뢰가�없다.�

4. 분석방법 

4.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아동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Satisfaction)와 신뢰도(Trust)를 
알아보고, 응답자의 기기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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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뷰를 통해 실험 참가자에게 수집된 질적 
데이터 분석 방법은 테마 분석(Thematic Analysis), 

오픈 코딩(Open Coding)의 방식을 이용하여 정성적 
데이터 분석(Qualitative Data Analysis)을 따랐다. 
분석을 위해 참가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라벨 작업(labeling)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테마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구조화시킨 범주에 따라 엑셀 

시트에 모든 응답 자료들을 코딩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키워드를 골라내어 

테마(theme)를 도출해냈다. 

4.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척도의 구조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 적재치를 
기준으로 요인을 검증하고 제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을 
이용하였으며, 고유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공통적으로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 값(factor 
loading)이 0.7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내 그룹화가 

되면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요인으로 지정하였다. 0.7 이하의 요인 적재 값을 
보인 부적합한 문항은 제거하였다. 또한 측정 문항 간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가 0.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측정 문항들은 모든 항목에서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 2]. 

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결과 

Construct� Item� Factor�Loading� Cronbach's�α�

만족도� A1� 0.861� 0.822�

A2� 0.919�

A3� 0.805�

신뢰도� B1� 0.923� 0.821�

B2� 0.911�

B3� 0.749�

 

5. 분석 결과 

5.1 만족도(Satisfaction) 

• 사용 빈도수 

사용 빈도수에 따라 아동 서비스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AI 

스피커의 사용 빈도수에 따른 아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2, 

99)=19.35, P=.000). AI 스피커의 만족도는 사용 
빈도수가 주 2 회 미만의 경우(M=2.90)가 주 4 회 
이상 사용하는 가정(M=4.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지되는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1]. 반대로 사용 빈도 
수가 낮은 가정의 경우 서비스에 실망감을 느끼고 

이탈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3. 사용 빈도수에 따른 만족도 Anova 분석 결과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P�

빈도수� 거의�

사용안함�

16� 2.90� 0.59� �

�

19.35�

�

�

.000***�
가끔�

사용함�

35� 4.01� 1.24�

자주�

사용함�

51� 4.91� 1.25�

� Total� 102� 4.28� �

* : P < .05 ** :P < .01 *** : P < .001 

 

그림 1 사용 빈도수에 따른 만족도 분석 그래프 

 

• 양육 아동의 연령대 

  양육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 서비스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양육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AI 스피커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양육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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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양육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 t-test 분석 결과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아동�

연령대�

전조작기� 66� 4.43� 1.46� �

�

1.194�

�

�

.307�

구체적�

조작기�

36� 4.03� 1.28�

� Total� 102� � �

* : P < .05 ** :P < .01 *** :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그림 2]에 

따르면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아동 서비스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난이도를 AI 스피커 서비스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아동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 분석 그래프 

• 질적 분석 결과 

  사후 인터뷰 결과, 간단한 기능 수행을 위주로 하는 
가정의 학부모는 AI 스피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초기 AI 스피커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참가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명 중 4 명의 참가자는 AI 스피커의 인식률이 

떨어져 아동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렵기에, 초기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졌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AI 스피커의 아동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 참가자들은 스피커가 아동에게 
간단한 놀이를 제공해주고 쌍방향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P2, P7). 

이와 같은 결과는 AI 스피커에 대한 초기 기대감 
설정이 이후 사용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AI 스피커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기대한 가정의 경우, 기기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사용이 줄어들고 
사용 이탈로 이어졌다. 하지만 AI 스피커의 간단한 

기능(음악 듣기, 책 읽어주기 등) 위주로 꾸준히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낮은 기대감을 스피커가 
충족시켜주었기에 스피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5.2 신뢰도(Trust) 

• 사용 빈도수 

  사용 빈도수에 따라 아동 서비스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AI 
스피커의 사용 빈도수에 따른 아동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2,99)=8.67, P=.000). AI 스피커의 
신뢰도는 사용 빈도수가 주 2 회 미만의 

경우(M=3.13)가 주 4 회 이상 사용하는 
가정(M=4.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식되는 신뢰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3]. 

표 5. 사용 빈도수에 따른 신뢰도 Anova 분석 결과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P�

빈도수� 거의�

사용안함�

16� 3.13� 1.26� �

�

8.67�

�

�

.000***�
가끔�

사용함�

35� 4.08� 1.29�

자주�

사용함�

51� 4.65� 1.31�

� Total� 102� 4.12� �

* : P < .05 ** :P < .01 *** : P < .001 

 

 

그림 3 사용 빈도수에 따른 신뢰도 분석 그래프 

 

• 양육 아동의 연령대 

  양육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 서비스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AI 스피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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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부모의 서비스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양육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부모의 서비스 신뢰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양육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신뢰도 t-test 분석 결과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아동�

연령대�

전조작기� 66� 4.36� 1.40� �

�

1.12�

�

�

.26�

구체적�

조작기�

36� 4.01� 1.36�

� Total� 102� � �

* : P < .05 ** :P < .01 *** : P < .001 

  AI 스피커의 신뢰도는 전 조작기일 때(M=4.36) 

구체적 조작기(M=4.01)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그림 8]에 따르면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아동 서비스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4 아동 연령대에 따른 신뢰도 분석 그래프 

• 질적 분석 결과 

   사후 인터뷰 결과, AI 스피커 아동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사용자에 따라 평가가 나뉘었다. 10 명 중 
3명의 참가자가 아동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P1, P2, P8). 긍정적으로 인식한 참가자는, 

음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이 채워주지 못하는 "교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신뢰감을 

느끼지 못한 참가자들의 경우, AI 스피커의 
"인식률"이 떨어지고 콘텐츠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피커가 아동에게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감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지식적인 측면을 AI 스피커가 제공해주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정에서 제어장치가 
제공된다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통해 신뢰감을 높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가 인식하는 AI 스피커 아동 
서비스의 만족감과 그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과 후속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도출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스피커의 '만족감'과 '신뢰도'는 사용자의 
사용 빈도수에 따라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양육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감'과 '신뢰도'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초기에 

설정한 아동 서비스의 기대치에 따라 향후 사용 

의사에 결정을 미쳤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터뷰 결과 부모들은 상용화되어 있는 AI 

스피커가 음성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인식률이 
떨어지기에 간단한 도구의 역할밖에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발화 난이도와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동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향후 에이전트의 기술력이 

향상하여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도, 선생님 혹은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존재로선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인지 발달 측면에서 

사람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기에 역할을 위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역할 위임을 

허용하는 범주는 선생님/부모의 '도우미' 역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에이전트 역할이 학습 도우미 
정도에 맞춰져 있어 다양한 퍼소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며, 연령대별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참가자 모집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102 명 설문 대상자 중 10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인터뷰를 통해 표본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연령이 3~40 대로 한정되어 전체 연령의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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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기에 처치 이외의 다른 변수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척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변인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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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suggest a web app that reads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targeting 20s. 

Current applications of personality tests mostly rely 
on MBTI and use self-report of the participant to 
find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Finding limitations 

in previous practices, this research suggests a 
personality test that instead tests the tester’s 
acquaintance. This test has its basis on Enneagram, 

and the feasibility of Enneagram for testing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will b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A web app was chosen as its best 

application,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deduce 
considerations when designing the web app such as 
its display or its contents.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is research designs a web app that diagnoses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This research 
intends to diversify the methods in implementing 

personality tests into applications.  

 

Keyword 

Enneagram, Web app, Personality test, Diagnosing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1. Introduction 

Among Korean people in their 20s,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based personality test 
applications such as Planting My Flower[1], Finding 

a College Major that Suits Me[2], or LELELE 
GGONDE test[3] are gaining popularity these 
days.[4]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report by 

themselves throughout the test to reach their results. 
However, MBTI has its limits since it can only show 
a part of one’s personality, moreover, the self-report 

method is to be doubted on its accuracy.  

Contrary to previous applic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a personality test application that tests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For this goal, the 
research delves into Enneagram and discovers how it 

can be used to diagnose others’ personalities. Its 
application into a web app was planned through a 
survey. The design of the application has as its aim 

to suggest a new method of creating a personality 

test application.  

 

2. Literature Review 

2.1 Limits in MBTI and self-report questionnaire 

MBTI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developed by 
Isabel Briggs Myers and her mother Katharine Cook 
Briggs. Based on Carl Gustav Jung’s psychological 

theory, the mother and the daughter devised MBTI 
after 20 years of “people watching”.[5] Jung 
speculated that how people behave has to do with 

how their psychology works and proposed several 
dominant psychological functions. Based on the 
functions suggested by Jung, MBTI tests one’s 

personality with 4 pairs of preferences.[6] 

The first pair has Extraversion (E - people who 
gain energy from the outside) and Introversion (I - 

people who gain energy from their inner minds). The 
second pair has Sensing (S - people who are used to 
understanding concrete information) and Intuition 

(N – people who are used to understanding patterns 
and context). The third pair has Feeling (F – people 
who make decisions by associating with the 

situation) and Thinking (T – people who make 
decisions based on logic and reason). The fourth pair 
has Judging (J – people who make plans and prefer 

order) and Perception (P – people who prefer to 
flexibly adapt to their situations). One person is 
assigned one quality from each category, and thus 

MBTI produces 16 unique personality typ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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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is a personality test that is based on a 
Variable-Centered Approach since it was contrived 

after an observation of a certain amount of people. 
During the observation, participants have been 
analyzed for what personalities they have. If an 

MBTI tester replies to the MBTI personality 
questions exactly the same as one of the participants 
that participated in the MBTI observation process, 

then both are seen as having the same personality. 

Since MBTI could only record the personality data 
that the participants themselves thought they 

encompassed, MBTI has the limit of only getting to 
know the Explicit Personality of the participants. 
Thus, MBTI lacks information on how one person 

configures the personality within.[7] 

In addition, many personality tests such as MBTI 
rely on the self-report of a tester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one who knows one’s personality 
most is oneself. They require the tester to answer 
each question sincerely while not spending too much 

time on one question.[5] This is because spending 
too much time on one question may allow one not 
to truthfully answer the question. However, 

maintaining a sincere attitude while not spending 
much time on one question is contrary to each other, 

and thus can lead to an inaccurate result. 

 

2.2 Enneagram 

Enneagram is said to date back to 2500 BCE and is 

considered the first-ever attempt to categorize 
human personality. As mentioned by Riso and 
Hudson (1999), it was first introduced by George 

Ivanovich Gurdjieff before the 1940s and later 
developed by Oscar Icahzo and Claudio Naranjo in 

the 1960s.[8]  

Enneagram has three centers (The Instinctive 
Center, The Thinking Center, The Feeling Center). In 
each center, there are 3 personality types, thus 

comprising a total of 9 personality types. Each type 
is said to have its own unique identity, and the 
different personality of each type is said to have 

resulted from each type being bothered in realizing 
their identity. The 9 types can also be grouped 

according to how they handle conflict (Harmonic 

Groups) and how they interact with people to fulfill 

their own needs (Hornevian Groups).[8] 

Each type in Enneagram has its own core desires 
and core fears. Thus, the main purpose of 
Enneagram is to enhance one’s personal growth by 

finding one’s weaknesses and changing them into 
strengths.[9] Enneagram is considered a dynamic 
psychological theory in that it additionally defines 

each type’s level of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growth.[10] Each type is normally referred to by its 
numbers and is commonly nicknamed as shown 

below. 

Table 1. Enneagram types and their nicknames 

 

A tester in an Enneagram personality test is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on each personality 
type.[9] Another way to figure out one’s Enneagram 
type is to find out which group a tester belongs to in 

both Harmonic Groups and Hornevian Groups.[8] 

 

2.3 Enneagram for diagnosing others’ personality 

Though Enneagram also mostly relies on a self-
report questionnaire like MBTI, it has an upper hand 
since it has a different origin. While MBTI was 

created through observation, Enneagram was created 
based on ancient wisdom viewing human as a 
spiritual being and thus describes human personality 

in a more holistic way.[10] For this reason, unlike 
MBTI, Enneagram does not only tell one’s Explicit 

Personality but also tells one’s Implicit Personality.  

Moreover, Enneagram can also be attempted to be 
used for diagnosing others’ personalities since it has 
often been used as a tool for analyzing the 

personality of a character in story contents such as 
movies, animation, and cartoons.[12-13] For the 
reason why they used Enneagram to analyze a 

character, Liu and Park said that Enneagram allows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s develop and anticipating the next move of 

a character.[13] This anticipating ability is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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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eagram’s in-depth explanation of each type’s 
motive and habit patterns. This is why Enneagram is 

u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education, counseling, 
and business.[11, 14] When Enneagram is used to 
diagnose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participants who answer questions about their 
acquaintance can also gain benefits in that they can 
learn how their acquaintance will act under specific 

situations. 

Considering that the application of Enneagram 
being used for telling others’ personality is only 

possible among close friends and that it will come 
into effect when done reciprocally, the medium used 
for the test must be chosen wisely. For this reason, 

we chose a web app for its application. Since the 
personality test will be based on the tester’s 
acquaintance, not the tester, it is hard to expect 

sincere participation from the tester. Thus, a web 
app intended for entertainment would be the best 
choice for the application. The tester’s acquaintance 

will have easy access to diagnosing back the tester 

when the test is available through a web app.  

 

3. Target User 

3.1 Survey purpose and method 

Before designing the web app, a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on what users will expect 
from the web app. The survey targeted the 20s since 

they were considered as the main users of the web 
app. 43 Koreans (25 men (58.1%), 18 women 
(41.9%)), 42 of them in their 20s, were asked three 

questions from 11/11/2020 to 11/14/2020. 

 

3.2 Survey result and analysis 

The survey asked the adequate number of questions 
regarding their acquaintance’s personality, the 
display layout of the questions, and the necessity of 

additional features. 

Table 2. The number of questions in the web app 

Question Options Count (%) 

1. How many 
questions about 

10~20 11 25.6 

20~30 21 48.8 

your 
acquaintance 

will you want 
to answer in 
the web app? 

30~40 8 18.6 

40~50 3 7 

50~60 0 0 

60~70 0 0 

70~80 0 0 

More than 80 0 0 

  Table 2 is the result of how many questions 
regarding their acquaintance’s personality people are 
willing to answer. Most people wanted to answer 

approximately 20 to 30 questions. It can be 
construed that many people preferred fewer 
questions since the web app is focused on the other 

person, not themselves. 

Table 3. Display of questions 

Question Options Count (%) 

2. How 
would 

you like 

the 
questions 

to be 

displayed? 

One question per 
page 

23 53.5 

Scrollable – 

continuous questions 
13 30.2 

Two questions per 
page 

3 7 

Others 4 9.3 

  Table 3 is the result of how people wanted the 

questions to be displayed. Most people wanted the 
questions to be displayed one question per pag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ough people wanted to 

answer fewer questions, they wanted to focus on 
each question. Those who chose the option ‘Others’ 
suggested one page per question display for mobile 

version and scrollable display for the desktop version, 
one page per question with an indicator on the top 
that tells the total progress, and scrollable display 

with different themes based on the questions shown. 

Table 4. The necessity of additional features 

Question Option Count (%) 

3. In the web app, users 
can answer questions 

about their 

acquaintance, get the 
personality result of their 
acquaintance, and share 

it with others. Do you 
think other additional 
features are necessary? 

Necess

ary 
14 32.6 

Unnec
essary 

29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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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is the result of whether people expected 
additional features in the web app. Most people 

thought additional features were unnecessary for the 
web app. It can be understood that most people 
wanted to use the web app only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personality of their acquaintance and 

sharing it with others. 

Based on the survey, the following factors wer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web app that reads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a web app that 
can accurately diagnose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with only 20 to 30 questions, a web 
app that displays one question per one page, and a 
web app that is wholly focused on telling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3.3 Persona modeling 

Persona is a fictional person that is imagined to 
further understand the real motive, attitude, user 

experience of the real user.  

Table 5. Persona case 

User 1 

 

User 1 is interested in sharing personality 

test results with her friends. She is deeply 
interested in figuring out her personality 
and her friends’, and she is curious which 

personality goes well along with her own 
personality. 

Age Occupation MBTI 

24 Student INFJ 

Attitude Behavior 

She has interest in 
psychology and 
studied it personally 

through books and 
talks. 

She frequently uses social 
media and experienced diverse 
applications of personality 

tests shared by her friends. 

Needs Goal 

She wants to find 
something other than 

MBTI and is hoping 
for a new kind of 
personality test. 

She is curious about how 
others think about her and 

wants to freely talk with her 
friends on how they think 
about her. 

  Given that many people in their 20s have an 
interest in personality test applications, a persona 

case was modeled as table 5. 

 

4. Content and Design 

4.1 Question content 

As confirmed in the survey, the number of 

questions should be no more than 30. Since 
Enneagram has 9 personality types, its personality 
test is normally designed by allotting questions for 

each type. However, when questions are designed in 
such way, only 3 questions for each and a total of 27 
questions can be created. With Enneagram having 9 

personality types, 3 questions for each type cannot 

accurately determine one’s personality. 

One can figure out one’s Enneagram personality by 

finding which group one belongs to among 
Harmonic Groups and Hornevian Groups. This is 
called the Riso-Hudson test. In the Riso-Hudson 

test, testers get to find their Enneagram personality 
types by reading 3 descriptions for both Harmonic 
Groups and Hornevian Groups, each description 

corresponding to the 3 groups that exist in both 
Groups. Testers are required to select one description 
that best describes themselves from Harmonic 

Groups and one description that best describes 
themselves from Hornevian Groups. Harmonic 
Groups has X, Y, Z description, and Hornevian 

Groups has A, B, C description. According to what 
testers choose, their personality turns out as AX-
type 7/AY-type 8/AZ-type 3/BX-type 9/BY-type 

4/BZ-type 5/CX-type 2/CY-type 6/CZ-type 1.[8] 

The Riso-Hudson test is a simple personality test 
that fairly accurately figures out one’s personality 

type. The questions that diagnose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can be designed by expanding the 
6 descriptions of the Riso-Hudson test, changing the 

subject ‘I’ to ‘the other person’. To figure out which 
group the other person belongs to in Harmonic and 
Hornevian Groups, 10 questions for each with 3 

options can be devised, making a total of 20 
questions. This allows for a more accurate 
personality test than the Riso-Hudson test while 

having less than 30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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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esign planning 

Since the web app utilizes Enneagram, which is less 

known than MBTI and diagnoses one’s 
acquaintance’s personality not oneself, the web app 
needed to be designed in a mysterious mann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ersonality result will 
be the personality that the testers see in their own 
point of view, the web app’s name was set to 

‘페르소나(Persona)’, and the whole web app identity 
was set as masks accordingly. The web app icon and 
buttons were designed with masks in it, and the 

personality results were designed as masks. 

The web app’s user experience was designed with a 
maximum of 2 depths. Users will first enter a page 

that asks multiple questions about their acquaintance. 
After answering all the questions, users will reach the 
personality result page. The reason the flow chart 

was designed this way was because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people wanted to use the application 
mainly to know their acquaintance’s personality. A 

navigation bar was additionally created to inform 
users about the web app since the app is a rather 
unfamiliar personality test application. Through the 

navigation bar, users can get information of the web 

app or take a look at the 9 masks of the web app.  

 

[Picture 1] Persona web app menu chart 

 

4.3 Design Implementation 

  

[Picture 2] Home page (Desktop/Mobile) 

When first entering the web app, users see a 

sentence with the app icon and a question mark 

button with mask patterns in it. The app icon button 
leads to the information page and the question mark 

button leads to the question page. Since the users’ 
main goal is to figure out their acquaintance’s 
personality, the web app was designed so that users 

can start answering questions about their 
acquaintance immediately. In the upper navigation 
bar, on the left, there is the ‘페르소나(Persona)’ icon 

and on the right, there are buttons that lead users to 

the information page and mask gallery page.  

  

[Picture 3] Questions page (Desktop/Mobile) 

One question was placed for each page with 3 
options placed below. 3 options are presented since 

Harmonic Groups and Hornevian Groups both have 
3 groups within. To allow users to change their 
previously answered questions, a button that allows 

users to go back to their previous question is located 

below. 

  

[Picture 4] Result Page (Desktop/Mobile) 

   

[Picture 5] Result Page Scrolled Down (Desktop/Mobile) 

After answering all of the questions, users get to see 
the result page that presents their acquain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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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in the form of a mask. After scrolling 
through the explanation of the mask, users can share 

the result with the bottom left button or do another 

test with the bottom right button. 

 

5. Conclusion 

Personality test applications are popular among the 

20s these days and more and more creative contents 
are produced daily. Most of the tests are based on 
MBTI and rely on the self-report of participants. 

Unfortunately, MBTI has its own limits since it only 
can show a part of one’s personality, and even the 
self-report method for knowing one’s personality is 

doubtful on its accuracy.  

This research attempts to solve these limitations by 
suggesting a personality test that diagnoses the 

personality of one’s acquaintance based on 
Enneagram and designs its application as a web app. 
Enneagram was chosen as its basis since it depicts 

human personality in a holistic manner and is usable 
as a tool to figure out others’ personalities. A web 
app was chosen as the medium since it allows users 

to experience the test as one form of entertainment 
and enables reciprocal personality tests among users. 
This research hope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es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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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20 년 8 월 마이데이터 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은 각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신용 및 

자산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 초 개인화 시대로 변화 
하게 되었다. 개인화란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콘텐츠 서비스에서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개인의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의 등장으로 인하여 개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의 개인화 동향 파악 및 이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영역을 도출하여 후속 연구에서의 

금융 서비스 개인화 구조 연구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모바일(Mobile), 
금융(Finance), 개인화(Personalization), 금융서 비스 

개인화(Financial services Personalization) 

1. 서 론 

인터넷과 통신 장비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 보급화 
로 사용자 개인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영역이 확장 
되었다. 2020 년 8 월 마이데이터 등장으로 금융 

서비스는 개인화가 대두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계좌,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의 금융 
데이터를 개인이 개인정보를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 

데이터 3 법 개정으로 2020 년 8 월부터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 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진다.[1] 또한 마이 

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자산관리 및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이 
데이터를 통해 금융 서비스는 개인화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도기 에 들어섰다. 본 연구 는 
데스크리서치를 통해 개인화 및 개인화 서비스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자와  서비스운영자의 개인화 데이터 전달 
과정과 이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구조를 도출하였다. 
또한 뱅킹 서비스, 주식거래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제공되어 지고 있는 개인화 기능, 그에 따른 개인화 
동향 및 서비스 과정 발견을 통해 금융 서비스 에서의 

개인화 영역을 도출하여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서 개인화 구조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 개인화의 개념 및 정의 

IT 용어사전에서 개인화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게 페이지 화면을 편집하여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 자신의 기호, 관심, 구매 
경험과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면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정보를 선별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2] 최기은 외 2 명(2020)은 개인화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같이 머신러닝 개인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이나 영상을 추천하는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특화하여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적 
개인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지속적인 정보 축적에 따라 친밀감이나 

애착의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관계적인 개인화에 
대해 정의 하였다.[3] 오형용 외 2 명(2012)은 모바일 
환경의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메뉴 설정, 

레이아웃 설정, 배경 컬러 설정, 사이드 바 설정 등의 
사용자가 직업 메뉴를 세팅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 
인터페이스 제공,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기 위해 서비스를 설정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포털사이트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비해 
진화된 서비스로 정의 하였다.[4] 조영희 외 3 명 

(2010)은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 추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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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 같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구성을 위한 정보 
수집 기능, 위치정보, 상황 정보와 같은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기능이 필요 
하다고 정의하였다.[5] 김희택 외 2 명(2009)은 모바 
일 환경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사용자의 성향이나 행동 패턴 등의 정보를 효과적 
으로 분석 하고 추론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에 로깅 
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하고 추론된 정보는 컨텐스트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하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였다.[6] 다양한 선행 연구 

를 통해 발견한 개인화의 유형을 표 1 로 정리 하였다. 

표 1. 개인화 유형 및 개념 

개인화 유형 개념 

기능적 

개인화 

사용자 개개인의 정보 수집을 통한 

개인 맞춤 정보 제공 

관계적 

개인화 

사용자의 지속적인 정보 축척을 

통한 정보 제공 

지능형 

개인화 

사용자 정보를 통해 추론된 정보를 

매칭하여 적합한 정보 제공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개인화 유형은 정보수집 과정, 
정보 제공 방법으로 유형이 나타나며, 이러한 개인화 
를 통해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 하고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서 자신에게 알맞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화를 사용자 정보 수집을 통한 사용자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개인화 서비스 구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한 개인화 개념 
및 정의를 통해 사용자와 서비스운영자의 개인화 
서비스 구조를 도출 하였다. 개인화 서비스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 
에게 맞추어진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 

자와 서비스 운영자 간의 개인화 데이터 구조를 

아래의 그림 1 로 정리 하였다. 

그림 1. 개인화 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구조 

 

그림 1 과 같이 개인화 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구조에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동의 

를 얻은 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때 수집 
되어지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관련된 성향, 
행동패턴, 기호, 관심, 구매 경험과 같은 사용자 개인 

의 프로파일과 관련된 정보이며,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 정보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 과정 

에서 사용자가 직접 개인의 정보를 설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자체에서 사용자 동의 후 자동 
으로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한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서비스 운영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사례 분석 

4.1 사례 분석 방법 

개인화 서비스 구조 기반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 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서비스는 3 가지 분야로 과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의 뱅킹 서비스, 
자산 증식, 주식거래를 위한 모바일 트레이딩을 제공 
하는 금융투자사들의 주식 거래 서비스, 뱅킹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송금, 잔액 확인 등의 단순 뱅킹 
서비스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로 선정 

하였다. 3 가지 분야의 금융 서비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모바일 서비스는 아래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례분석 대상 

 

뱅킹 서비스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제 1 금융권의 
일반은행으로 시중은행 4 곳과 일반 은행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곳으로 총 5 개의 서비스를 선정 
하였다. 주식거래 서비스는 사용자의 사용이 용이 

하며 뱅킹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와 사용 방식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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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를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총 5 개의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여 사용자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와 현재까지 많은 사용자들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4 개의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사례로 선정한 
서비스에 대해 아래의 표 2 와 같은 사례 분석의 틀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사례분석의 틀 

거래 
거래 및 거래 과정, 거래를 위한 정보 

확인에 대한 개인화 

자산 
자산관리 상품 가입 및 사용, 정보 

확인에 대한 개인화 

생활 
생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가입 및 

사용, 정보 확인에 대한 개인화 

4.2 뱅킹 서비스 

그림 3. 뱅킹 서비스에서의 개인화 영역 

 

뱅킹 서비스에서의 개인화는 사용자 연령 및 사용자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통장 및 카드, 투자 상품, 
생활과 관련된 보험, 여행상품 상품 추천과 사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른 지출 분석과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대출금액 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조회, 공과금 제공을 통해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개개인의 전반적인 금융 생활에 대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한다. 

4.3 주식 거래 서비스 

그림 4. 주식 거래 서비스에서의 개인화 영역 

 

주식거래 서비스에서의 개인화는 사용자 관심종목 
설정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사용자 매수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사용자 매수 이력 데이터를 
통한 사용자를 위한 종목, 투자성향 분석을 통한 자산 

관리 상품 추천을 제공한다. 뱅킹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와의 차별점으로는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 성향을 통한 자산 관리시 발생할 

문제 상황 대비를 위한 위험관리를 제공한다. 

4.4 핀테크 서비스. 

그림 5. 핀테크 서비스에서의 개인화 영역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화는 뱅킹서비스와 유사하며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카드, 투자상품 추천 
과 사용자 소비 패턴에 따른 지출 분석,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대출금액 조회를 제공하며, 가입한 보험 
조회, 공과금 정보를 제공한다. 특이점으로는 건강 
검진 데이터 연동으로 사용자의 건강 정보 제공, 그에 

따른 보험 상품 정보 제공 및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뱅킹 서비스에 비해 지출 이력 및 지출 분석 가계부 

설정을 통한 세부적인 개인화 기능을 제공한다. 

4.5 사례 분석 결과 

뱅킹 서비스, 주식 거래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의 
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화 영역을 종합한 결과 

그림 6 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화 영역 

 

사례분석을 통해 뱅킹 서비스, 주식 거래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에서의 개인화 영역 및 기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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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번째로 뱅킹 
서비스, 주식거래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에서 유사한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화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 두번째로 
뱅킹 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 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 기능은 유사하며 주식 거래 서비스의 경우 
주식이라는 거래와 자산관리 중점 서비스로 인해 
생활 금융과 관련된 개인화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번째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개인의 
금융 및 생활 데이터를 통해 그에 따른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금융 서비스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연구로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영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뱅킹 서비스, 주식 거래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현재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개인화 영역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구조화한 사용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개인화 서비스 구조를 통해  현재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되어 지고 있는 개인화 영역을 
추가하여 아래의 그림 7 과 같은 금융 개인 데이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 개인화 영역을 도출 하였다. 

그림 1. 금융 개인 데이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 개인화 영역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영역은 
첫번째로 개인 데이터 제공 영역과 개인화 서비스 
제공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사용자의 금융 활동 생활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용자 맞춤 
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두번째로 금융 서비스 
에서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는 지출 및 

소비 이력, 주로 거래하는 서비스 및 상품과 금융, 
보험, 구독 상품 등에 대한 가입 정보 및 사용 이력, 
사용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정보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후  서비스 운영자에게 전달 

되어진다. 세번째로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통해 금융 및 생활 관련 상품 
추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자산 가치 변동 정보, 주거 

환경과 관련 된 공과금 관련 정보, 사용자의 지출에 
따른 내역 정리, 사용자의 금융 생활에서 변동 
되어지는 금융 등급에 대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금융 서비스에는 개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전반적인 금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춘 정보를 통해 금융 

경험이 향상된다. 또한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과 
결합되며 더욱더 확장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는 현재 금융 서비스 

사용자 에게 제공 하고 있는 개인화 영역에 대한 현황 
파악으로 사용자 경험 향상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영역을 통해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의 금융 서비스 

개인화 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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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20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 4000명이다. 

이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지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포털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의 증가에 기반한 취업 

포털 서비스의 성장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취업 
준비생의 취업 포털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한 정성 
조사를 위해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뎁스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페인포인트 및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이용하여 

분석해 총 15 개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인사이트에 기반한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 외 총 5 가지 

기회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 U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주제어 

Lean Start-up, Data Service Design, UX Design, 

Job Requirement, Data Service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 준비생의 규모 성장에 
주목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취업시장 진입 계층인 20 대 후반(25~ 

29세) 취업준비생의 실업률이 외환위기였던 1999년 
이후 2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유림, 2020)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 년 8 월 비경제 

활동인구는 1686만 4000명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할 의사없이 
쉬고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생은 82 만 1000 명으로 작년 대비 4.9% 증가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취업 준비생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오랜 기간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발전은 다양하나, 

사용자 군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연구를 통한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취업 

준비생의 취업 과정 경험에 집중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안 및 취업 포털 사이트의 개선을 위한 기회 요소와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취업 준비생이 
이용하는 채용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기존 채용 정보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분석 및 분류하였다. 사용자 
인터뷰에 앞서, 애쉬 모리아(Ash Maurya)의 

‘Running Lean(2010)’에서 사용자들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의견을 수집하여 효과적인 
MVP(Minimum Viable Product) 개발에 용이한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프로세스를 인터뷰 툴킷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인터뷰 툴킷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의 취업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경험 및 

페인포인트(Pain Points), 충족되지 않는 니즈(Unmet 
Needs)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직무의 집단에 포커싱 
하여 문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인포인트와 충족되지 않는 
니즈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였다. 이후,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충족되지 않는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방안을 시나리오 형태로 기록한 기회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기회 요소에 

기반한 취업 포털 사이트 UI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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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에 대한 현황 분석 

2.1 취업 포털 사이트의 현황 

최초 PC 인터넷 이력서 사이트 형태로 등장한 취업 
포털 사이트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을 원하는 기업이 성장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확장했다. 2010 년 이후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PC 서비스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간 알림, 위치기반 서비스 등 모바일에 
특화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모바일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Nielsen 

Koreanclick, 2018) 최근 채용시장에서 이직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지면서, 채용공고를 올리는 데 
그치는 포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경력과 인맥을 

관리·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 (권경원, 2019)  

2.2 취업 포털 사이트의 유형 정의 

취업 포털 사이트는 대기업/중소 기업 채용 정보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형’,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형’, 특정 직군 및 특정 

서비스가 전문적인 ‘특화형’, 구직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포트형’으로 나누어 
총 4 가지 형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용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포털형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취업 포털 사이트의 유형 정의  

서비스 유형 서비스 명 주요 기능 

포털형 

사람인 
대기업/중소기업 

채용 정보 제공 

잡코리아 
대기업/중소기업 

채용 정보 제공 

워크넷 
대기업/중소기업 

채용 정보 제공 

원티드 
IT 기반 이직 전용 

채용 정보 제공 

네트워크 기반형 

링크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SNS 

리멤버 커리어 
잠재적 이직자 대상 

인재 검색 서비스 

로켓펀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특화형 

프로그래머스 
개발자 전용 채용 

정보 제공 

자소설닷컴 
자기소개서 작성 기반 

채용 정보 제공 

서포트형 

코멘토 취업 멘토링 제공 

비트윈잡 
자기소개서 멘토링 

제공 

3. 툴킷 기반 문제 인터뷰 

3.1 린 고객 개발 인터뷰 정의 및 개념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에릭 리스(Eric Ries)가 
제시한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릭 리스는 ‘The Lean 
Startup(2011)’ 에서 린스타트업 방법론이란,  린 
생산 방법, 디자인 중심 사고, 고객 개발, 애자일 개발 

같은 기존 경영 방법 및 제품 개발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방법론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에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스타트업에서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시장 수요 

부재’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CBinsights, 2019) 
애쉬 모리아(Ash Maurya)의 ‘Running 
Lean(2010)’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린 고객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Running Lean(2010)’의 
프로세스 속 스타트업에서는 문제/솔루션 적합성, 
제품/시장 적합성, 규모 확장의 3 단계를 거쳐가며 

신규 서비스 제안 전 고객 관점에서 적합성을 

확인한다.  

표 2. Running Lean(2010)의 린 고객 개발 프로세스 

단계 세부 단계 주요 목적 

문제/솔루션 

적합성 

린 캔버스 제작 
-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 가망 고객 발굴 

문제 인터뷰 
- 문제 이해 

- 프로토타입 구축 

솔루션 인터뷰 
- 솔루션 정의 

- MVP, 대쉬보드 구축 

MVP 인터뷰 

- 정성적 검증 

- UVP 구현 

- 전체 생애 주기 검증 

제품/시장 

적합성 
- 

- 정량적 확인 

- 기능 제한 

- 초기 견인력 확보 

- 성장 엔진 파악 

규모 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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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세스에서는 마크 안드레센 (Marc 
Andreessen)이 언급한 ‘성장 잠재력 있는 마켓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Product-Market 
Fit (PMF)’을 확인 하기 위해 문제 인터뷰, 솔루션 
인터뷰, MVP 인터뷰 총 3단계를 거친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3.2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툴킷 개발 

본 연구에서는 취업 포털 사이트의 새로운 기회를 

제안에 하기에 앞서 고객군의 문제를 이해하고, 
솔루션을 정의하여 MVP 를 통한 정성적인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애쉬 모리아(Ash Maurya)의 

‘Running Lean(2010)’ 프로세스 중 문제/솔루션 
적합성의 인터뷰 프로세스를 툴킷(Toolkit)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툴킷 개발 일부분 

툴킷이란, 빠르고 효과적으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팀원들 간의 협업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다. 제작된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툴킷의 차별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개발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인터뷰 별 툴킷을 도출하여 인터뷰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세스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스타트업 특성상 팀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템플릿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작하여 툴킷 

자체를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세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록지 형태의 템플릿을 제공하여 실제 현업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3.3 문제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관점을 이해하여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린 고객 개발 인터뷰 툴킷 중 
문제 인터뷰 툴킷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취업 채용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취업 경험을 가진  
사용자를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취업 포털 
사이트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행태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용할 때의 사용 흐름에 대한 질문과 
사용성에 대한 느낌,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솔루션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3. 문제 인터뷰 참여자 정보 

취업 진행 형태 인원 수 

미취업 5명 

취업 7명 

총 12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채용 트렌드와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니즈, 포괄적인 필터링으로 인한 

불편함, 현직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필요 등 다양한 
니즈 및 페인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충족되지 않는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보이스를 이용해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였다. 

4. 기회 시나리오 도출 결과 

4.1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실과 통찰을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인디 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회 시나리오 도출에 앞서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취업 포털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페인포인트 
및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내용 중 페인포인트를 그룹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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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표 4]와 같다. 
페인포인트를 분석하여 기업 비교의 어려움, 필터링 

세분화 부족, 트렌드 변화 인지의 어려움 등 총 
10 개의 문제 도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충족되지 않는 

니즈에 대하여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표 5]과 같다. 

표 4. 페인포인트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일부분 

페인포인트 문제 도출 

너무 정보가 많아 광고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자 

경쟁률이 밑에 있어, 기업마다 

비교하는게 어려운 것 같다. 

기업 비교의 어려움 

교재 만드는 교육 기업에 가고 
싶었는데, 필터 폭이 넓다 

보니까 불편했다. 
필터링 세분화 부족 

프론트엔드는 트렌드가 자주 

바뀌어서 새로운 언어가 계속 

나오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찾아서 배우는 

과정이 막막했다. 

트렌드 변화 인지의 어려움 

구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일 얻기 어려웠던 데이터는 

진짜 현직자의 솔직한 내부 

사정인 것 같다. 

기업 문화 정보 부족 

표 5. 충족되지 않는 니즈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일부분 

충족되지 않는 니즈 문제 도출 

처음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업마다 다른 현재 채용 정보 

트렌드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채용 트렌드 제공 

지금까지 한 활동을 입력하면 

베스트 직무나 지원하기 좋은 

회사/서비스를 골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스펙/경험/전공에 따라 매칭 
기업 추천 

회사마다 매년 달라지는 채용 

우대사항이나 어떤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오는지를 알려주면 

도움 될 것 같다.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과거에 입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기록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현직자 커뮤니케이션 

4.2 기회 요소(Opportunity)도출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취업 포털 사이트 

경험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페인포인트 및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제안을 
위해, 기회 요소(Opportunity)를 도출하였다. 페인 

포인트의 10개의 인사이트와 충족되지 않는 니즈의 
12 개 문제 도출을 그룹핑하여 총 15 개의 문제를 
도출해 5개의 기회 요소를 도출하였다. 기회 요소 중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기회 
요소에 대한 페인포인트로는 잡 트렌드가 자주 

바뀌어서 새로운 기술 스킬이 계속 나오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찾아서 배우는 과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충족되지 않는 니즈로는 처음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현재 채용 정보 
트렌드를 제공 받길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체적인 채용 트렌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페인포인트 및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통해 도출된 문제 요인에 
기반하여 총 5가지의 기회 요소를 도출해 [표 6]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기회 요소(Opportunity) 내용의 일부분 

기능 세부 기능 

1.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 

지원 요건/우대 사항 트렌드 

제공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2.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매칭 
기업 추천 및 연결 

추가적인 능력에 따른 기업 
연결 

스펙/경험/전공에 따라 매칭 
기업 추천 

3. 현직자 기업/직무 소개 
및 커뮤니케이션 

현직자 커뮤니케이션 

기존 합격자 스펙 정보 확인 

4. 채용 일정 관리 및 
스크랩함 

스크랩 정리 표 제공 

자기소개서 진행 과정 안내 
부족 

원하는 기업 비교 

5.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무 
설명과 이에 따른 필터링 
세분화 

업종별/연봉별 필터링 
세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무 
설명(디테일한 직무 명시) 

기업 문화(출퇴근, 복지 등) 

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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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가지 기회 요소는 각각 기능 별 주요 사용 내용에 
따른 시나리오 형식으로 발전시켰다.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원 요건/우대 사항 채용 트렌드 제공의 
경우 ‘취준생 A씨는 취업 준비에 앞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구인 정보 서비스에서 “프론트엔드”를 
검색한다. 카드 형식으로 프론트엔드 직무에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지원 요건 키워드를 

제공한다. A 씨는 “리액트(React)”가 첫번째로 
보이는 것을 보고, 프론트엔드 지원 시 필요한 지원 

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 발전시켰다.  

4.3 기회 요소(Opportunity)에 따른 서비스 

디자인 제안 

총 5 가지 기회 요소 중 비지니스 모델(Business 

Model)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 ‘현직자 
기업/직무 소개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서비스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해당 서비스 디자인은 
IT업계를 위주로 채용 포털 사이트가 특화되어 있는 

원티드(Wanted)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그림 2. 기회 요소에 따른 UI 제안 일부분 

‘채용 트렌드 및 기업/직무별 채용 추이 데이터 
제공’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직무 검색 시, 

공고의 지원요건과 우대사항 데이터를 기준으로 직무 
채용 트렌드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스킬을 기준으로 채용 공고를 

리스트업 받을 수 있다.  

5. 결론 

5.1 연구 결론 

코로나 19 의 전세계적인 유행은 국내 취업 
준비생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본 연구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바라는 데이터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고, 기회 요소를 
도출하여 이에 기반한 취업 포털 사이트 UI 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 준비생의 니즈를 
고려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및 기대 요소를 제공하여 향후 취업 준비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현 서비스 경험 개선 
기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생의 
취업 포털 사이트의 활용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성 연구의 구체화를 위해 페르소나(Persona) 및 

MVP 제작 후 반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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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불안으로 인한 공황장애 
등의 우울증을 호소하는 2030 세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지면서 해당 연령층에 대한 멘탈헬스 서비스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기존의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단순 시청형/비대면 상담형/SNS형으로 나누고,  해당 
서비스 사용경험이 있는 2030 세대에게 사용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2030 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스트레스의 원인과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2030 을 위한 비대면 멘탈케어 서비스를 

제작 시 스트레스 인지 및 측정가능한 솔루션, 
스트레스와 불안 상황으로부터 이탈 분리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개인정보와 

공유에 민감성을 띄고, 개인화되면서 쉬운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추후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위한 신규 멘탈헬스 서비스 혹은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멘탈헬스, 비대면, 앱서비스, 스트레스, 불안, 
서비스기획 

 

1. 서 론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우울증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암과 치매를 넘어선 
15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번 이상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근접해있다. 
[1,2]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 정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COVID-19 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KBS의 조사 의뢰에 따라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인원 중 54.7 퍼센트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우울감이 많아졌다고 답했으며 50.4 
퍼센트가 소득 또한 감소했다고 답했다.[3]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의 

증가 추이이다. 2030 세대 중심으로 불안/공황장애 
환자 수 증가율은 24.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10 대 환자(18.1%상승)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성인들의 22.0%로 여전히 소극적이다.[4] 
정신질환의 발병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긍정적인데 비해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직장에 추천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질문에는 사람들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실제 개인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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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것이 정신 건강 서비스의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신 질환에 
대한 무지 역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5] 이러한 이유로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안으로써 비대면 멘탈 헬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사실을 
스스로만 알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따로 시간을 

내지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존 대면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방향적인 

형태이거나, 비대면의 차이만 있을뿐 대면상담과 
비용의 차이는 적은데다가 효과면에서는 떨어져, 이와 
같은 서비스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이용자들의 설문을 통해 한계점을 
분석하고 2030 대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나 형태를 질적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2030을 위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의 
제작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안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무능력함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으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은 외부 노출 
위험이 적은 앱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6] 특히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 불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의 니즈가 확대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 예방이나 치료의 형태에 있어 
컴퓨터를 통해 생성한 가상현실 치료와 대면 치료 개입 
간의 효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용 가능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7] 그로 인해 다양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헤드밴드,헬멧과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한 우울증 및 
명상 치료 서비스인 ‘Ybrain’,’Flow’,’Muse’, 스마트 
마스크를 활용한 불면증 치료 서비스인 ‘Sana 

Health’등이 등장하였으며, 국내에도 VR 을 활용한 
멘탈헬스 케어 ‘옴니씨앤에스’등 서비스가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인다.[8,9]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들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를 분석하고 사용자 연구를 통해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사례 분석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앞서서, 기존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020 년 11 월 시점으로 
앱스토어에서 건강및 피트니스 부문에 다운로드 
순위의 상위 200위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2020 년 6 월 ~11 월 내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서비스 혹은 투자관련 기사가 보도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캄(7 위)코끼리(62 위), 

마보(82 위), 트로스트(153 위), 마인드카페(173 위), 
마인딩을  단순 시청형, 비대면 상담형, SNS 형으로 
세가지로 분류한 후, 해당 유형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3.1 기존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분석 

국내 대표적인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대면 서비스가 
주로 해온 상담 중심의 서비스를 비대면화 한 비대면 

상담형, 그리고 전문가가 없이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용을 유도하게끔 하는 단순 시청형, 
그리고 자신의 고민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남길 수 있는 

비공개 SNS 형으로 나뉜다. 먼저 비대면 상담형의 경우 
트로스트, 마인딩 서비스가 포함된다. 트로스트의 경우 
대면 상담서비스를 전화 또는 문자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평균 5~10%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마인딩의 경우 월간으로 
미션을 주고 해당 과정을 전문가가 확인 후, 피드백하는 

형태로 소통하는 앱 서비스로 기간에 맞는 멘탈헬스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어서 단순시청형은 
대표적으로 마보, 코끼리, CALM 이 해당된다. 

명상이나 호흡 등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시청 
혹은 청음 하면서 그에 맞추어 따라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에 

맞는 명상과 호흡 방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연간 혹은 월간 구독 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NS 형의 경우 마인드카페가 이에 

해당하며, 익명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업로드 시, 상담 전문가 혹은 타 유저가 서로 
응원의 댓글을 남기면서 피드백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마인드카페의 경우 트로스트와 
같이 상담사를 연결해주고, 댓글도 전문상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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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록 하는 형태로 피드백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시청형 예시 비대면 상담형 예시 SNS형 예시 

그림 1. 기존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분석 

 

3.2 설문 대상 및 설계 

현존하는 서비스의 한계와 향후 질적연구에서 적용할 

문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참고하기 위하여 위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 하는 서비스를 이용 후, SNS 에 
사용 경험을 남긴 2030 대를 대상으로 메일링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최근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를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광고성 후기를 배제하고 총 42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그 중 10 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조사의 설문은 사용경험이 있는 앱과 사용  계기, 사용 
효과, 사용 장소, 사용시간, 현재 사용 여부 및 중단 

이유,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자유 응답 형태로 
문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20 대 5 명, 
30 대 5 명으로 학생(20%), 직장인 (50%), 프리랜서 

(10%) , 무응답(20%)로 구성되었다.  

3.3 설문 결과 

설문 결과 단순 시청형인 마보,코끼리와 비대면 
상담형인 트로스트를 사용한 사용자가 가장 많았다.  
사용자들은 자기 전에 멘탈헬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40%), 생각이 날 때마다 일상생활 
중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30%). 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단순 시청형 사용자들은 불면증 및 긴장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시간대별 추천 
명상을 통해 수시로 걱정과 잡생각들의 차단되는 

느낌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림 2.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기 사용자 설문내용 

 

그러나 사람의 음성의 명상의 경우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음성의 호불호가 나뉘며 적합한 명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비대면 상담형의 
경우 마음 진정과 불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외부에 멘탈헬스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객관적인 전문가의 공감과 
도움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으나, 

상담사에 따라 가르치려는 말투와 프로필만으로 
전문상담사를 판단해야 하는 것, 적지않은 비용을 낼 
만큼의 효율성을 찾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SNS 형의 경우 심리적 문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 이용하게 
되었으나 공개적으로 올라오는 개인 심리적 문제들이 

오히려 더 우울하게 이끌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고리를 끊어주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완화시켜준다는 것(Stop 

moment)과 비교적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장점이며 서비스의 사용성, 비용대비 

효과, 콘텐츠에서의 불만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유형별 장단점 

서비스 
유형 

대표 
서비스 

장점 단점 

단순 

시청형 

마보 

코끼리 

불면증 및 
긴장완화 

콘텐츠 탐색 
어려움 

음성 호불호 

비대면 
상담형 

트로스트 전문적 도움 비용 

상담사 신뢰성 

SNS형 마인드카페 공감 타인의 불안에 
지속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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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대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4.1 연구 대상 및 설계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이용 계기 및 인식을 가늠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없으면서 스트레스 불안을 
호소하는 2030 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2030 대 멘탈헬스의 현주소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본 질적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며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직장인 8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질적연구 대상자 

 산업군 연차 성별 

1 통신업 S사 기획자 2 여자 

2 교육업 4 여자 

3 패션유통업G사마케팅 6 여자 

4 공기업 사무직 9 남자 

5 출판업 13 남자 

6 공기업 서비스직 5 여자 

7 패션유통업  

사무직 

5 여자 

8 금융업 1 여자  

 

인터뷰 소요시간은 1 인당 1 시간 ~ 3 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3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과 
추가 질문을 통한 총 4가지 타입에 대하여 정성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하루 일정과 스트레스 및 불안 지수를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일리 스트레스 사이클 그리기를 
진행하였으며, 사이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와 

일상생활, 스마트폰 사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인터뷰함을 통해 피실험자는 스스로의 상태 및 원인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했다. 이어서 

두번째 영역은 불안 및 스트레스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정신적 원인이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세번째 영역은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 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의 영역의 경우 완화 시도 유형에 
따라 질문을 달리 구성하였다. 완화 시도 유형은 3가지 
타입으로 특별히 무엇을 시도하기보다 자연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A 유형,어플리케이션 및 영상 
콘텐츠 또는 비대면 서비스 등의 가벼운 정신건강관련 
시도를 해보는 B 유형, 신경정신과 처방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방문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C유형으로 나누었다.  

표 3. 질적연구 유형 분류표  

유형 내용  

A 스트레스/불안이 자연적으로 나아지기 바라는 
유형, 완화를 위한 의식적인 시도를 하지 않음 

B 스트레스/불안의 완화를 위해 영상 시청, 
비대면 서비스 등의 시도를 하는 유형 

C 신경정신과 처방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방문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유형  

끝으로는 멘탈헬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연상 
요소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인터뷰는 전사 
작업 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에 따른 

분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2030 대 불안과 
스트레스 인지와 완화 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본 인터뷰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단어를 의학적인 정의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2030에게 인식된 심리적 압박감 및 

내재된 불안 등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 공황 등의 용어를 
제시했을 때 느껴지는 거부감 및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림 3. 질적 연구시 사용한 데일리 사이클 그래프 예시 

 

Proceedings of HCIK 2021

- 246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4.2 연구 결과 

해당 인터뷰를 통해 스트레스 및 불안의 원인 및 결과, 
해소 방법에 대한 비교적 공통적인 응답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먼저, 스트레스 및 불안의 원인의 영역에서 

피험자들은 불안을 일상에서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불안을 극단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근무 시간대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험자들 중에는 본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고 인지하며 완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경향성을 띄기도 
했는데,  스트레스가 경미한 경우 이러한 
자가진단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피험자들의 일부는 
스스로의 정신건강 상태 수준을 인지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장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이들이 불합리한 업무 지시, 대인관계, 출퇴근 
교통체증, 업무능력평가 등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및 불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황으로부터 생각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거나 자리를 이탈함으로서 완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록, 털어놓기 등의 감정의 분출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경우 피험자 모두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완화이며, 너무 자세한 공유는 또다른 불안을 

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피험자들 중에는 
직무능력관련 불안감으로 인해 자기계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명히 느끼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A 유형의 완화 방법을 적극시도하고 있으며, B유형을 
시도해본 피험자의 경우 시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 
떨림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발전한 
경우 C 유형의 전문 진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 결과 및 분석에 따라 2030 대 
스트레스 중심의 멘탈헬스 서비스의 경우 1) 스스로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정도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2)기존의 
심리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 접근 장벽을 낮추는 워딩 및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스트레스가 보통 집이 아닌 장소에서 

높아지므로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공간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해야할 것이며, 4) 

서비스가 단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고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4. 질적 연구의 결과  

스트레스 및 
불안  인지 

• 스트레스 및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원인에 
대한 인지 부족 (87.5%) 

• 업무 및 대인관계가 주요 스트레스 
요인(75%) 

스트레스 및 
불안 
해소방안  

•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거리 두기 (50%) 

• 친밀한 관계의 타인에게 공유 및 공감 
받기 (37.5%)  

• 전문적 치료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다수(75%)  

 

5. 논의 

기존의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설문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유형과 

시사점,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비교적 
공통적인 업무 루틴을 지닌 사무직 직장인 8 인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현대인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 방안, 그리고 인지 정도를 
바탕으로 멘탈헬스 서비스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과 질적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전까지 그 정도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에 대한 호기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을 컨트롤 한다고 
인지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히 분리되는 
행동을 취할 때였는데, 특정한 것에 집중하거나 

공간적으로 분리될 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상황은 업무나 학업 등의 일상생활 
중에 높아지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용이한 

서비스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시 말해 개인의 
멘탈헬스에 대한 외부노출을 두려워하는 보편적인 
사용자 인식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게끔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 과정의 편의성과 개인화에 대한 
고려가 기반이 되었을 때 만족도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2030 을 위한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의 고려사항을 

아래의 일곱 가지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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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의 수준,정도를 측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탈, 

분리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상황이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도록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멘탈헬스 관련된 개인적인 상담  및 사용여부 

노출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므로 푸쉬 메시지나 공유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은 개인 별로 차이가 크므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서비스를 학습하지않고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및 사용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의 개선 혹은 신규 기획 시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사용자 경험 관점으로 설계 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및 제언 

앞으로도 비대면 멘탈헬스 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을 위한 멘탈헬스 서비스는 
노약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서야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본 논문은 2030 대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 중심의 멘탈헬스 연구자 혹은 신규 서비스 
구상하는 전문가들에게 참고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의 실사용 행태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모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양적 

연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위한 신규 서비스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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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으로 LampBox 를 제안한다. 

LampBox 는 레드닷 어워드의 램프 디자인을 학습한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 디자인 생성 도구로,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에 기반해 새로운 램프 컨셉을 

텍스트 형식으로 제안해준다.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행한 결과, LampBox 는 컨셉 도출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발산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LampBox 의 

장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참신성, 

반복적인 검색이 가능한 생산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를 인지하게 해주는 전문성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도구가 제안하는 결과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인공지능, 텍스트 생성, 창의적 사고, 디자인 도구  

1.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공학, 인문학,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1]이나 의료 진단 기술[2]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 옛 고전 문서를 복원하는 

등의 기존 데이터 분석[3],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창작 활동을 

대상으로[4][5]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6].  

인공지능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과제는 공통적으로 

목표가 명확하고 결과물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주어진 과제와 

데이터에 특화되어 훈련된 인공지능은 과제의 내용이 

바뀌거나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의 조도가 낮거나, 랜덤 노이즈를 

입혔을 때 인공지능은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7].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자인과 같이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반복훈련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요소인데 디자인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양하여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디자인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디자인의 주체가 아닌 

협업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자이너는 

사고의 발산과 수렴을 통해 점차적으로 디자인 

컨셉을 구체화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탐색할 수 있는 창의력이 요구된다. 

디자이너는 창의력에 자극을 받기 위해 기존 

디자인을 탐색하기도 하고, 자연이나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고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돕기 위해 

개발된 텍스트 기반 인공지능 디자인 컨셉 생성 

도구인 LampBox 를 소개한다. 컨셉 텍스트의 생성을 

위해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을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데이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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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켰다. LampBox 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텍스트 

형식으로 제안한다.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텍스트의 

내용에는 컨셉의 이름, 형태, 기능, 인터랙션 방법, 

설치 방법, 재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평가 결과 LampBox 가 제안한 

컨셉은 참신성, 생산성, 전문성과 함께 파편화된 

정보로 인한 불완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은 cultural probe 에서와 

같이 오히려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2. 관련 연구 

2.1 창의적 디자인 사고에 관한 연구 

디자인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디자인 및 디자인 공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 연구 키워드였다.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TRIZ 와 같은 체계적인 

발산적 사고 방법이 제안되었고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이 함께 모색되었다[9]. 하지만 

정형화된 도구 및 방법론들은 빠르게 바뀌고 

발전하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디자이너 혹은 대중과 함께 

디자인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다. Andolina 는 온라인 상에서 대중과 

함께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지원했다[10]. 하지만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디자인 방법론은 참여자가 제공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2 인공지능 텍스트 생성 모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연스러운 텍스트 생성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활용해 디자인 컨셉 텍스트를 생성했다. 

LSTM 을 활용하면 사람이 읽기에 위화감이 없는 

수준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11]. 최근 state-of-

the-art 연구들은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등의 진보된 모델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12]. 

2.3 디자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일부 디자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및 

이미지 생성 모델의 디자인 분야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일부는 온라인 데이터를 가공해 사용자 

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디자인 방법을 

제시했다[13]. Chen 은 GAN 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모델과 text embedding 을 이용한 단어 간 연관성을 

시각화해주는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해 디자인 소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지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14].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그룹은 일반 

검색을 사용한 그룹보다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우수성 

면에서 보다 좋게 평가되었다. 

2.4 본 연구의 차별점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해 활용했다는 점이다. 디자인 컨셉 설명글을 

학습 데이터로 선정해 디자인 고유의 어휘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디자이너에게 제공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데이터 구성에 

따라 서비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3. 시스템 소개 

3.1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돕기 위해 

개발된 텍스트 기반 인공지능 디자인 생성 도구인 

LampBox 를 제안한다. LampBox 는 그림 1 과 같이 

double diamond 디자인 모델에서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의 발산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입력 출력 

a minimal lighting for 
desk environment 

a minimal lighting for desk environments. Furthermore, a wide range of accessories 

and different designs offers a high degree of creative freedom... 

a playful and interactive 
lamp 

a playful and interactive lamp head which can be set to seven brightness levels. 

…(중략)… the lamp head which can be switched on and off when a person 

approaches or moves away when the shape of a circular reflector... 

a spot light for kitchen 
in a shape of 

a spot light for kitchen in a shape of a flower in full bloom. The Bloom lamp’s 

unusual design …(중략)… The rotationally symmetric reflectors provide for a 

maximum lighting comfort. Forms look clear an... 

표 1. LampBox 의 입출력 예시. 입력과 특별히 관련된 출력 내용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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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그림 1. Double Diamond 디자인 모델 및 LampBox 의 

타겟 디자인 프로세스 

LampBox 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는 레드닷 

어워드 중 램프 디자인의 설명글을 활용했다. 

LampBox 는 그림 2 와 같이 사용자가 생각하는 

램프의 디자인 컨셉을 텍스트로 입력 받고, 입력한 

텍스트에서 이어지는 300 자 길이의 디자인 컨셉 

설명문을 출력한다. 표 1 은 LampBox 에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출력 결과를 예시로 보여준다. 

LampBox 가 생성한 텍스트에는 컨셉의 형태, 사용 

방법, 인터랙션 방법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출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을 수정하고 새로운 컨셉을 검색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다양한 디자인 컨셉을 탐색할 수 있다. 

  

그림 2. LampBox 시스템 개요 

3.2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 및 학습 

LampBox 의 개발에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의 

‘순환신경망을 활용한 문자열 생성’ 튜토리얼을 

활용했다[15]. 기존 튜토리얼에서의 학습 데이터인 

셰익스피어 극본을 디자인 설명문으로 대체하였고 

훈련 에포크 수를 100 회로 늘려 출력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학습과 텍스트 생성을 포함한 LampBox 의 

모든 기능 개발은 구글 Colab 플랫폼을 활용했다. 

 

그림 3. 구글 Colab 에서 개발된 LampBox 의 인터페이스 

LampBox 의 학습에는 레드닷 어워드의 2011 ~ 

2019 년 램프 카테고리 수상작품 데이터를 활용했다. 

레드닷 어워드는 매년 수만 개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그 중 우수한 디자인만을 선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로, 수상작의 질적 신뢰도가 높다. 

또한 다른 디자인 어워드에 비해 디자인 설명이 

짧으면서도 명확하고 컨셉 설명에 집중되어 있어 

어휘나 문장을 학습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다.  

학습에 활용된 램프 디자인의 개수는 총 715 개이다. 

램프의 종류는 가정 인테리어용 램프, 스포트라이트, 

공공 조명, 휴대용 램프, 탁상 램프 등 다양하다. 

디자인 설명의 내용에는 외형, 기능, 작동 방식,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력 출력 

The hospitalamp is a 
controllable lamp in 
a shape of 

The hospitalamp is a controllable lamp in a shape of a central light source, which 

makes it performance of the light installations. …(중략)… An invisible extended or 

pendant luminaire manufactured according to individual requirements... 

The hospitalamp can 
be controlled in a 
way of 

The hospitalamp can be controlled in a way of brightness for outdoor use. The design 

of the Hide LED light source is placed in the centrally positioned white-painted LED 

spotlight series of die-cast aluminium... 

It is controlled by It is controlled by a flush-integrated motion detector. The individual light settings and 

light constructions by reducing air permeability. Another unusual feature of this LED 

torch, besides its applicability for all purposes... 

The hospitalamp is 
made of 

The hospitalamp is made of a continuous line model where the direct and indirect 

light produces a flexible unit, an innovative contrast to the black glare and protect the 

harmony of shape. The aluminium LED profile can be adjusted as needed... 

The hospitalamp is 
made of wood 

The hospitalamp is made of wood of its housing. The orm and fits with self-contained 

design language of Chinese lanterns. …(중략)… With a structural height of only 15 

mm, Task demonstrates so that... 

표 2. 사용자 평가 참가자 D1 의 컨셉 검색 과정. 참가자가 유용하다고 코멘트한 출력 내용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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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는 본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 생성 모델인 

LSTM 의 텍스트 생성 알고리즘을 모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LSTM 은 이전 텍스트에 기반해 다음 

글자(alphabet)를 예측한다. 시작 문장 혹은 문구를 

입력하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한 글자씩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텍스트가 다시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순환구조이다. 

 
그림 4. LSTM 모델의 모식도 

4. 사용자 평가 

6 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LampBox 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세션은 시스템 

소개(5 분),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램프 

디자인(15 분), 최종 디자인 컨셉 제안서 작성(5 분), 

인터뷰(20 분)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디자인할 램프의 큰 테마(거리의 가로등, 차량 내 

램프 등)를 정하고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검색하면서 점점 컨셉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D1 은 병실에서 쓰일 조명을 디자인 

테마로 선정하고 이후 5 번의 검색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했다. 표 2 와 같이 처음에는 형태에 대해서, 

이후에는 조명의 컨트롤 방법, 그리고 재질에 대해 

검색하였다. 5 번의 검색 이후 검색했던 내용을 

토대로 최종 디자인 컨셉을 표 3 과 같이 제시했다.  

디자인을 하는 동안에는 think out loud 방법으로 

LampBox 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어떤 출력 

내용을 활용하고자 했는지 표현하도록 했다. 디자인 

활동이 끝난 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의 

장단점, 활용 전략,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인식, 본 

시스템이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 점에 대해 

인터뷰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다. 모든 실험을 진행한 

뒤, think out loud 의 녹취록, 인터뷰 및 설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결과 및 논의 

5.1 새로 디자인된 램프 컨셉 분석 

No. 주제 최초 입력 텍스트 최종 컨셉 

D1 병실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조명 

The hospitalamp is 

a controllable lamp 

in a shape of 

벽면을 따라 설치된 15mm 두께의 띠 형태의 조명으로, 삭막한 

병실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해 조도와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아픈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D2 새로운 차량용 

램프 

The Car Lamp 카램프는 차 내 세균 박멸에 도움을 준다. 배터리로 작동 가능하며, 

최대 밝기는 1500 lumens 이다. 천장에 탈부착이 가능하며, 좁은 

틈에도 활용할 수 있게 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D3 책상 위에서 쓸 

수 있는 간접등 

The Pendamp is a 

shape-changing 

smart ambient lamp 

above desk 

Pendamp 는 펜던트 형태의 스마트 탁상 간접등이다. Pendamp 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해 자동으로 빛을 조절한다.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손쉬운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다. 

D4 재택근무자를 

위한 심플한 

천장 보조 조명 

for workers 

working in their 

home 

모바일 디바이스로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며, 업무 및 휴식 시간에 

나의 상태를 파악해 알맞은 조명 세팅을 해준다. 만약 내가 졸면 

10 분 뒤에 빛을 쏴서 나를 깨워준다. 

D5 차고에 어울릴 

만한 램프 

garage lamp 3000K 의 따뜻한 화이트 톤의 빛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주위에서 일을 하더라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으며, 

50,000 시간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D6 가로등 A streetlamp for 

kids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둥(볼라드) 

형태의 램프이다. 높이는 1m 이고 평소에는 진입방지 역할을 

하다가 아이가 근처에 있을 경우 붉은 빛을 강하게 발한다. 

표 3. 시스템 평가에서 제시된 디자인 컨셉. LampBox 의 제안이 반영된 아이디어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 

Proceedings of HCIK 2021

- 252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사용자 평가 과정에서 디자인된 컨셉들은 표 3 에 

정리되어 있다. LampBox 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형태, 사용 컨텍스트, 

기능, 유지관리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디어가 

최종 컨셉에 반영되었다. 인공지능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핵심 키워드만 추출되어 디자인 컨셉에 

맞게 재해석, 재가공을 거친 뒤 조금 다른 의미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D1 의 띠 형태 아이디어는 

본래 15mm 높이의 램프를 제안한 것이었지만 D1 은 

그것을 15mm 두께의 띠로 바꾸어서 적용했다. 

5.2 시스템 평가 및 시사점 

5.2.1 아이디어의 참신성 

참가자들은 LampBox 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D4: 
생각의 틀을 깨주는 것 같다.) 참가자들은 띠나 

펜던트 등의 특이한 형태, 특정 부분이 돌아가는 기능 

등 LampBox 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와 사용 방법에 

흥미를 보였다. LampBox 가 제안한 모든 아이디어가 

최종 디자인에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의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게 봤다.  

5.2.2 무한한 생산성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기존 디자인 

사례를 검색하는 방식의 경우 하나의 검색어에 대해 

하나의 검색 결과만 존재한다. 반면에 LampBox 의 

경우,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도 항상 새로운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느 입력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출력을 보장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D2 는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programmable 특성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It is a programmable handlamp and is 
programmable with programmable features’와 같이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여 검색하기도 했다. 

5.2.3 제안 내용의 전문성 

LampBox 가 제안한 디자인 요소와 단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디자인 컨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LampBox 의 출력 텍스트에는 밝기의 단위인 루멘, 

색온도, 특이한 조명의 종류(펜던트, bollard light) 등 

램프 디자인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가 다수 등장했다. 

때로는 구체적 수치가 함께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배터리, 전등의 수리 및 교체 등 참가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UX 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D3 는 이를 ‘조명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5.2.4 컨셉의 불완전성 

LampBox 의 출력 텍스트는 그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문장 간 호응도 및 컨셉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다. (예: desk lamp 를 
검색했지만 flexible ceiling ideal for public street 
lighting 을 출력)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특성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자연스럽고 파편화된 정보를 알맞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용하는 도구의 불완전성은 

역설적으로 디자인의 주체가 디자이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D4: 나를 압도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5.2.5 시각적 자료의 필요성 

사용자 평가를 통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요소도 함께 

드러났다. 텍스트 형식의 디자인 제안서는 기능적 

측면은 참고가 되었지만 형태, 조형, 패턴 등의 

시각적 측면은 영감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자이너의 의사소통에는 스케치나 

프로토타입 등의 시각적 도구가 큰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시스템의 출력과 관련된 컨셉 이미지 등 

시각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기를 원했다. 

5.2.6 긴밀한 상호작용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LampBox 와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을 

원했다. 사용자가 유용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나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기를 원했다. 또한 단순히 텍스트의 입력-

출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를 강조하거나 출력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됐는지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원했다.  

6.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 분야에서 협업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다. 하지만 Gaver 의 연구에서 강조되었듯, 

불확실성에서 오는 디자인적 영감의 가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8]. 본 연구는 컨셉 도출 과정의 

초반 단계인 발산적 사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컨셉의 도출은 사고의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며 진행된다. 디자이너의 생각을 정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고안된다면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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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도출 과정을 두루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돕기 위한 

디자인 도구를 제안했다. 디자인 데이터를 학습한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무궁무진한 

램프 컨셉을 제안할 수 있는 도구인 LampBox 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컨셉 도출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였다. LampBox 의 참신성, 생산성, 전문성, 

불완전성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디자인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만을 활용한 

일차원적 의사소통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인터랙션 

방식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 사용성이 높아진다면 

LampBox 는 디자인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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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개발된 음성 AI 비서는 사용자의 기대감이 큰 

반면, 아직까지 소통적 핚계에 부딪혀 사용자의 맊족 

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어(Natural Langu 

age Understanding) 및 음성 합성 기술의 완성도는 

높아졌지맊, 복잡핚 문장의 응답 등은 아직 어려운 상 

황이다. 또핚 거주 지역, 문화,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 

하지 않고 기업 체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 

기에 사용자가 겪는 불편함과 UX 의 형태도 다양핛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핚민국, 캐나다, 미국의 거주자 

50 명을 대상으로 음성 AI 비서 사용에 대핚 사용자 

조사를 짂행하여 국가, 문화, 언어에 따른 사용자 경험, 

불편 사항, 요구하는 니즈(needs)가 분명 하게 다른 

점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사용성에 대핚 차이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이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국가, 문화, 언어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핚 사용자 경험 

연구를 하고자 핚다. 

 

주제어 

음성 AI 비서, VUI, 문화 차이, 다중언어, 사용자 경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인터랙션,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음성 AI 비서 서비스에 대핚 사용자의 수요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음성 AI 비서를 홗용하여 

음악, 뉴스, 날씨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 IoT 상품들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1]. IoT 란, 인터넷과 디지털 상호 연결을 

뜻하는 개념으로 고유 식별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 

터를 젂송핛 수 있다. 기계-기계 통싞(M2M)이나 휴먼 

-머싞(M2H)으로 독립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2]. 

하지맊 이런 발젂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 오류의 

빆도수가 높아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사용과 싞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예로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음성 AI 비서가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음성 AI 비서가 

나라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문화에 따라 겪는 불편함과 UX 의 

형태도 다양핛 수 있었다고 예상하였다. 

 

2. 사용자 니즈(needs) 데이터 수집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다양핚 의견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핚, 사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음성 

AI 비서의 성향, 언어 젂달 방식,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실행 기간은 2020 년 1 월부터 2020 년 2 월까지이며, 

온라인 사용자 조사 형태로 조사를 실행하였으며, 

구글 온라인 사용자 조사 ‘구글폼’을 홗용하였다. 

항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하였다. 피험자 대상 

요건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총 50 명이 

사용자 조사에 응답하였다. 첫 번째 대상자는 

대핚민국 국적을 소유핚 대핚민국 거주자이며, 단일 

문화를 접하고, 평상시 핚국어맊 사용하는 자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대핚 

민국 이외 미국 또는 캐나다 영주권을 소유핚 자) 또는 

외국 시민권(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핚 자)을 

소유핚 해외 거주자이다. 해당 대상자는 핚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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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핚 다른 언어 핚 가지 이상을 10 년 이상 사용하며, 

두 가지 이상의 문화에 10 년 이상 노출된 자다. 

 

표 1. 피험자의 거주 지역  (언어: 핚국어) 

국적 대핚민국 캐나다 미국 

피험자 76% 16% 8% 

 

표 2. 기간과 장소  (총 인원: 50) 

실행 기간 2020.01        ~ 2020.02 

참가 나라 미국 캐나다 대핚민국 

 

사용자 조사를 참여핚 성별 중 남자는 22 명(44%), 

여자는 28 명(56%)이었다. 연령층은 10 대는 2 명 

(4%), 20 대는 25 명(50%), 30 대는 11 명(22%) 

40 대는 5 명(10%), 50 대는 4 명(8%), 60 대는 

3 명(6%) 이다.  

 

표 3. 성별과 연령대 (사용자) 

나이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피험

자 

4% 50

% 

22

% 

10

% 

8% 6% 

 

3. 결과 및 분석 

‘음성 AI 비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 

스스로 판단핚 피험자맊 이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음성 AI 비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에 

응답핚 피험자는 38 명이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25 명(8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냥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가 6 명(21.4%)으로 뒤를 이었다. 

‘실행핛 줄 몰라서’, ‘낯설어서 시도하기 싫어서’, 

‘기타’가 동일하게 2 명(7.1%)이었으며, ‘사용이 

어려워 보여서’ 가 1 명(3.6%)이었다. 

 

그림 1. 음성 AI 비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음성 AI 비서를 사용핛 때 제일 불편했던 점을 묻는 질 

문에 중복 체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 그 결과 ‘말 

을 못 알아듣는다’ 30명(66.7%), ‘대화가 앆 된다.’ 7 

명(15.6%),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0명 

(44.4%), ‘동문서답’ 19명(42.2%), ‘시도 때도 없이 

음성이 멋대로 반응함’ 14명(31.1%)이 나왔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유용하고 싞뢰성 있는 기획을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맊,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핛 수 있었다[3]. 

핚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저가 음성 AI 스 

피커를 사용하기 젂 가장 첫 번째로 기대하는 기능은 

‘쉽고 편핚 음성 인식’(46.3%)이었다고 집계되었다. 

하지맊 1순위로 기대했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 

아 사용자들의 맊족도가 낮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 

 

그림 2. 음성 AI 비서를 사용핛 때 제일 불편했던 점 

 

음성 AI 비서 중 가장 맋이 사용하는 기능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날씨 체크’ 20 명 

(44.4%)이며, 그 다음은 ‘음악’ 17 명(37.8%), ‘알람’ 

14 명(31.1%), ‘지도’ 9 명(20%), ‘기타’ 9 명(20%), 

‘교통편 앆내 서비스’와 ‘핸드폰 찾기’가 6 명 

(13.3%)으로 동일했으며, 마지막으로 ‘문자 및 젂화 

하기’ 5 명(11.1%)으로 자주 사용핚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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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들이 가장 맋이 사용하는 기능 

 

현재 음성 AI 비서를 사용하고 있는 질문도 역시 중복 

체크를 허용하였다. 답변자가 가장 맋이 사용하는 

음성 AI 비서는 ‘시리’가 24 명(52.2.8%), ‘빅스비’ 

11 명(23.9%), ‘구글 어시스턴트’ 7 명(15.2%), 

‘기타’ 6 명(13%), ‘클로버’ 5 명(10.9%), ‘아리아’ 

4 명(8.7%), ‘기가지니’ 2 명(4.3%), ‘아마졲 알렉사’ 

가 1 명(2.2%)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 현재 사용하는 음성 AI 비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성 AI 비서의 접근 방식을 

알아본 결과, ‘시키는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비서’와 

‘친구같이 친근하고 심심핛 때도 말동무가 되어주는 

비서’ 가 동일하게 21 명(41.2%)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기타 4 명(7.8%) 그리고 ‘내 

분싞 같은 비서 (내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비슷하게 따라 핛 수 있음)’ 가 3 명(5.9%), ‘부모님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짂 비서’가 1 명 

(2%)으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그림 5. 선호하는 음성 AI 비서의 접근 방식 

 

다음은 대화체의 레벨을 설정하여 사용자 기호에 맞게 

조젃하고 설정핛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설정하 

였다. 4 단계의 대화체 레벨이 있으며 대화체는 다음과 

같다. 레벨의 분류 기준은 음성 AI 비서가 사용자의 

상황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나누었다. 

 

그림 6. Conversation level 

 

첫 번째는 ‘상황 언급’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언급하고, 

그 이상의 개입은 사용자가 명령하면 이루어짂다. 두 

번째는 ‘언급과 제앆’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언급하고,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솔루션을 제앆핚다. 세 번째는 

‘제앆과 선택’으로 사용자에게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 

하여, 솔루션을 선택하게 핚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며,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사용자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부드 

러운 압력을 가하는 형태이다. 조사 결과, [그림 7]과 

같이 24 명(47.1%)가 ‘부드러운 명령’ 대화체를 선호 

핚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7. 음성 AI 비서 대화 방식에 대핚 사용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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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 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자 경 

험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짂행핚 사용자 조사에 참여 

했던 피험자 중 대핚민국, 캐나다, 미국 국적의 피험자 

대표 핚 명씩 선정하여 추가로 인터뷰를 짂행 하였다. 

세 피험자는 공통적으로 기졲에 애플 아이폰 과 ‘시리’ 

를 사용핚다.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소유핚 두 피험자가 불 

편함을 호소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ultilingual 

이기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시리’의 

경우, 핚 가지 언어로맊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Multilingual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성 AI 비서와 핚 

가지 언어맊 고집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떨어짂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 

였다. 이러핚 점으로 인해 앞서 참여했던 사용자 조사 

에서 음성 AI 비서를 사용핛 때 제일 불편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말을 못 알아 듣는다.’를 선택했다고 

답변하였다. 그 반면, 대핚민국에 거주하며 대핚민국 

국적을 소유핚 피험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피험자들이 

언급 했던 불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음성 AI 

비서를 사용핛 때 제일 불편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동일하게 ‘말을 못 알아 듣는다.’를 택하였지맊, 이유는 

음성 인식의 오류라고 답변하였다. 

또핚,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소유핚 두 피험자 

는 문장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 단어 핚, 두 개로 음성 

AI 비서에게 명령을 내려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날씨를 주로 물어볼 때 시리를 사용하는데, 그냥 

Siri 를 부르고 ‘weather’ 이렇게 맊 말해요. 문장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 같고 복잡해요‛ (피험자 1, 캐나다 지역) 

‚불 끄는 기능을 제일 맋이 쓰는데, Siri 를 부르고 ‘light off’, 

라고 말합니다.‛ (피험자 2, 미국 지역) 

 

4. 결론 

음성 AI 비서 시장은 아마졲 알렉사, 구글 홈과 같은 

기업체 중심으로 타 산업과 협력하며 빠르게 성장 하 

고 있다[5]. 하지맊 기술 발젂을 서두르는 것과 일괄 

적인 서비스 창출보다는, 사용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기술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행해야 향후 

더 맋은 수요 확보와 지속적인 소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국가와 지역이 다르더라도 음성 

AI 비서에 대핚 공통의 니즈(needs)와 문제점들이 

있었다. 두 번째, 예상과 같이 살아온 지역적, 언어적 

홖경에 따라 차이점도 있었는데, 이는 언어의 사용 

방식에 따른 음성 AI 비서 홗용법이었다.  

그러므로 음성 AI 비서는 언어 홖경에 따라 차별화된 

개발 젂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핚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향후 짂행되는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문화, 

배경, 홖경 등을 세분화하여 서비스 기획 연구가 짂행 

되어야 하며, 다양핚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서비스 기획 연구가 짂행되어야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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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대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해왔으나, 

최근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증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경험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영상 처치물을 통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인터랙션 디자인, 사용자 경험, 

synchronous online learning, interaction design, 

user experience 

 

1. 서 론 

COVID-19 로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 등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 기존의 온라인 교육은 녹화된 

영상을 보고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COVID-19 의 대유행은 전 세계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만들었으나,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이 준비되지 않아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이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의 교육적 사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강의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해 경험 통점(pain 

point)을 발견하여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여 실험 조사를 통해 교육 경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접속하여 

상호작용 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온라인 교육(synchronous online 

learning)과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asynchronous 

online learning)은 구분해야 하는데, 이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기술, 이용 방법이 다르며, 이점과 

한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Hrastinski, 2008; 

Newberry,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중점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COVID-19 와 같은 감염병으로 

긴급하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채택된 상황에 

주목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선택의 

여지없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는 학습자의 인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Pal & Vanijja, 2020; 

Pal,  Vanijja, & Patra, 2020; 서장욱, 이찬, 2020). 

Pal 과 Vanijja(2020)은 시스템 사용성 

척도(System Usability Scale)와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사용하여 Microsoft Teams 의 

사용성(Usability)을 평가하였고, Pal,  Vanijja 와 

Patra(2020)은 현재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Zoom, Microsoft 

Teams, Cisco Webex 의 멀티미디어 품질을 

비교하여, 학생들이 Microsoft Teams 를 가장 낮은 

품질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서장욱과 

이찬(2020)은 대학생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실재감(Presence)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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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사용성(Usability), 

실재감(Presence) 등을 변인으로 하여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교육, 온라인 회의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IT 회사들이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NVIDIA 는 2020 년 10 월 5 일 

맥신(Maxine)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를 새롭게 발표하였는데, 

사용자 시선의 정면 처리, 실시간 번역 및 자막 생성, 

소음 제거 등의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NVIDIA, 

2020). SK 텔레콤은 2020 NUGU 

CONFERENCE 를 통해 자사의 실시간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MeetUs 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참여자 간 상호작용 및 집중도를 개선하여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교육용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2021 년 광주교육청과 

함께 가상화 교실 서비스 상용화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였다(조현덕,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개선안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면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션 인식과 

감정 인식을 사용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관한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고자 유저 다이어리(User Dairy)와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Online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유저 다이어리를 통해 

경험 통점(pain point)을 도출하고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후 도출된 개선 

방향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해 실제 강의 상황을 

연출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도식화 

 

3.1 유저 다이어리(User Dairy)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험 통점(pain point)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14 명의 대학원생에게 3 일간 유저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떤 

상황(context)에서 무엇을 했는지(what), 혹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why)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템플릿을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 한 명당 3 건의 다이어리를 수집하여 총 

42 건의 유저 다이어리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다이어리를 반복하여 읽으며 주요한 문장들을 

추출하였다. 개인별로 추출된 문장들을 비교하며 

개인내 분석을 하였고, 14 명의 자료를 비교하여 

개인간 분석을 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출된 문장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나가며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소주제는 1) 질의 시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우려, 2) 오디오 출력 

상태 확인 불가로 인한 토론/질의 참여의지 감소, 3) 

개인캠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4) 동시 발화시 

인지의 어려움, 5) 발화자와 청자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부족, 6) 학습자의 이해도 전달의 

어려움의 여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3.2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Online Focus 

Group Interview) 

유저 다이어리(User Dairy)에서 도출된 경험 

통점(pain point) 의 해결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Online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유저 다이어리 분석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소주제를 기반으로 인터뷰 

질문을 도출하였다.  

COVID-19로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지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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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더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찾을 수 있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으며, 적절한 

인원은 4~6명이다(Lobe, 2017). 이 연구는 4명씩 

그룹을 구성하여 총 3그룹,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당 인터뷰 

시간은 40분 내외였으며,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 영상과 음성을 활성화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는 녹화하였다.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전사한 인터뷰 

스크립트에서 각 그룹별로 주요 내용을 문장 단위로 

추출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나가며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 경험 통점을 

개선할 솔루션 방향으로 도출된 소주제는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1) 교수자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강화, 2) 참여자간 상호작용 증진, 3) 시스템 오류의 

즉각적 확인과 회복, 4) 개인캠으로 인한 부담감 

최소화, 5) 수강생들의 발화 순서 관리, 6) 

수강생들의 전체적 분위기 확인, 7) 실시간 

피드백을 위한 채팅 기능 확대이다. 
 

3.3 인터랙션 개선안 설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경험 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인터랙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인터뷰 결과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은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캠으로 인한 자신의 얼굴 노출 

부담감 최소화’ 같은 경우,  Zoom에서  베타 

서비스로 눈썹, 수염, 입술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혼합 가상현실(MR) 인터페이스 기능이 최근 

생성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수자의 퍼실레이터 역할’, ‘수강 참여자간 

상호작용 증진’의 유저 니즈를 반영하여, ‘수강생의 

발화 순서 관리’와 ‘전체적 분위기 파악’을 중점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발화 순서 관리’는 질의 및 토론 상황에서 발화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손을 든 

학생들을 교수자가 갤러리뷰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대비하여, 질문하기 버튼을 메인 

화면에 노출시켜 마우스를 이용하여 버튼을 

누르거나 손을 든 학생들의 모션을 인공지능이 

인식하여 질문자의 순서를 자동으로 정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발화 순서 관리’에 대한 개선안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발화 순서 관리 개선안 

 

두 번째로 ‘전체적 분위기 파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해도와 흥미도를 

파악하여 종합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대면 상황이었다면 비언어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화상 강의 시 전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일별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전체적 분위기 파악’에 대한 

개선안은 <그림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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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적 분위기 파악 개선안 

 

3.4 사용성 평가 

• 실험 방법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20~30대 

56명(남학생 22명, 여학생 34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참가자 평균 연령은 24.36세(SD 

= 3.83)였으며, 평균적으로 7개월(SD = 2.34)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경험이 있었으며, 

49명(87.5%)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ZOOM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영상과 설문을 한 

세트로 구성하여 영상을 보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총 실험 소요 시간은 15분 

안팎이었으며, 영상 처치물과 측정 도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상 처치물 

실험1은 발화 순서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수자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학습자가 발언을 표시하는 

질의 상황을 연출하였다. A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음성 발화로 질의를 하는 것이며, B안은 학습자가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의사를 표시하고, C안은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모션을 인식해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B안과 C안의 차이는 학습자가 

직접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는 직조작(direct 

manipulation) 인터랙션과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모션을 인식하는 자동화 인터랙션이며, 의사 표시 

후 결과 화면은 B안과 C안 모두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실험2는 전체적 분위기 파악에 관한 내용으로 

교수자가 강의에 대한 설명 후, 강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묻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A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학생 보기(갤러리뷰)로 하였으며, 

B안은 이해도-학습도를 묻는 팝업창에 학습자가 

직접 마우스로 상태를 표시하고, C안은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감정을 인식해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B안과 C안의 차이는 실험1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는 직조작 인터랙션과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자동화 

인터랙션이며, 상태 표시 후 결과 화면은 B안과 C안 

모두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영상 처치물에 대한 

정보는 <표2>와 같다. 

 

표 2. 영상 처치물 

 
A 안 

(기존) 

B 안 

(직조작) 

C 안 

(자동화) 

실험 1 

(발화 순서 관리) 

음성 

발화 

질문하

기 버튼 

모션 

인식 

실험 2 

(분위기 파악) 

전체 

학생 

보기 

이해도-

흥미도 

버튼 

감정 

인식 

• 측정 도구 

연구참가자는 각 영상 처치물을 시청한 후, 총 

18문항의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사용성, 

사회적 실재감,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몰입감, 

참여의도 5가지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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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 변인과 설문 문항 

측정 변인 설문 문항 

사용성 

편리성 메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축성 
과정이 간단해 시간과 인지적 

비용을 줄여준다. 

낮은 

오류성 

오류 발생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다. 

직관성 
메뉴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실재감 
다른 수강생들과 교류하는데 

편하다.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몰입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참여의도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 

 

4. 연구 결과 

 

4.1 설문 문항 신뢰성 검증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영상 처치물 실험에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값은 사용성(α = .89), 사회적 

실재감(α = .93), 커뮤니케이션 효율성(α = .87), 

몰입감(α = .92), 참여의도(α = .91)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값이 0.7 이상으로 분석되어 

모든 측정 변인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4.2 실험 1 종속 변인 측정 결과 

실험 1 의 영상 처치물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구형성 검정을 위해 Mauchly’s test 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실재감,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참여 의도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였고(p 

> .05), 사용성과 몰입감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p < .05), 엡실런 교정값을 이용한 

수정된 자유도와 값을 사용하였다. 

 

표 4. 실험 1 종속변인 통계 결과 

변인 

M(SD) 

F A 안 

(기존) 

B 안 

(직조작) 

C 안 

(자동화) 

사용성 4.61(.99) 4.90(1.16) 4.32(1.22) 
12.27*** 

C<A<B 

사회적 

실재감 
4.37(1.28) 5.15(1.46) 4.13(1.52) 

12.68*** 

A<B 

C<B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4.47(1.23) 5.39(1.37) 4.14(1.48) 

20.37*** 

A<B 

C<B 

몰입감 3.28(1.26) 3.70(1.31) 3.85(1.37) 

14.96*** 

A<B 

A<C 

참여 

의도 
3.55(1.15) 4.11(1.37) 3.71(1.37) 

8.70*** 

A<B 

C<B 

*** p < .001 

 

4.3 실험 2 종속 변인 측정 결과 

실험 2 의 영상 처치물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구형성 검정을 위해 Mauchly’s test 를 

실시하였으며, 사용성,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몰입감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였고(p > .05), 

사회적 실재감과 참여 의도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p < .05), 엡실런 교정값을 

이용한 수정된 자유도와 값을 사용하였다 

 

표 5. 실험 2 종속변인 통계 결과 

변인 

M(SD) 

F A 안 

(기존) 

B 안 

(직조작) 

C 안 

(자동화) 

사용성 4.26(1.17) 4.83(1.18) 3.89(1.32) 
15.69*** 

C<A<B 

사회적 

실재감 
3.47(1.35) 4.18(1.63) 3.56(1.38) 

6.77*** 

A<B 

C<B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3.66(1.35) 4.95(1.41) 3.55(1.47) 

28.46*** 

A<B 

C<B 

몰입감 3.24(1.16) 3.91(1.50) 3.71(1.38) 

12.05*** 

A<B 

A<C 

참여 2.97(1.10) 3.62(1.47) 3.26(1.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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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A<B 

C<B 

***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경험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개선된 인터랙션 

디자인을 설계하였다. 질문을 하는 상황(실험 1)과 

전체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상황(실험 2)에서 기존 

인터랙션, 직조작 인터랙션, 자동화 인터랙션의 

차이가 학습자의 사용성, 사회적 실재감,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몰입감, 참여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종속 변인에서 직조작 

인터랙션이 기존 인터랙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동화 인터랙션의 

경우 종속 변인마다 혼재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 의도를 높여 학습 성과와 

학습 만족을 높인다(조은미, 한안나, 2010; Leong, 

P., 2011; Wei, C. W., & Chen, N. S., 2012)고 

하였다. 이를 반영해보면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직조적 인터랙션 상황에서 더 높은 사회적 실재감, 

몰입감, 참여 의도를 느낀 것은 직조작 인터랙션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상황에 따라 질문하기 버튼과 

이해도-관심도 버튼을 제공한 것처럼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작할 때,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직조작 인터랙션이 

반영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인터랙션을 삽입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평가 결과, 자동화 

인터랙션이 기존 인터랙션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적용한 

인공지능 모션 인식과 감정 인식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AI 면접’으로 얼굴 인식을 통해 

움직임 분석, 표정 분석, 감정 분석 등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과정에 도입되고 있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곽창렬, 2020; 김태성, 한성희, 2020; 박태우, 

2020). 이에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작 초기에는 최소한의 상황에 실험 2 와 같이 

개인별 결과 대신 종합된 결과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반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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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유머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이 사용자의 정서적 경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인터랙션 상황별로 조사

하였다. 실험은 인터랙션 상황별로 인공지능의 유

머 응답과 유머가 없는 기본 응답에 대한 정서적 

경험(인지된 즐거움, 호감도, 친밀감, 유용성, 재사

용의도)를 설문 평가한 뒤, 두 응답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인지된 

즐거움, 호감도, 친밀감은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

나는 차이가 발견되었고, 유용성과 재사용의도에

는 두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랙션 상황에 따른 차이는 호감도, 친밀감, 재

사용의도가 에러 상황에 한하여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즐거움은 모든 상황에서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유용성은 모든 상황에

서 두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인지된 즐거

움과 유용성에서는 인터랙션 상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유

머를 설계하고 긍정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AI, 인공지능, Humor, 유머, 정서적 경험, 인터랙

션 

 

1. 서 론 

오늘날 인공지능이 가진 기계적인 반응과 천편일

률적인 응답에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인공지능의 유머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6 년 구글은 인공

지능 비서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에 보다 

인간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The Onion 과 픽사의 

개그 작가들을 스카우트했다[1]. 같은 해,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기술고문인 레이 커즈와일

(Ray Kurzweil)은 2029 년쯤, 컴퓨터가 인간의 지

능을 필적하거나 추월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컴

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은 유머

와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2]. 

인공지능을 보다 인간답게 또는 인간 친화적으로 

만드는 도구로써 유머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두 기업과 단체에서 유

머를 구사하는 인공지능을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언어인 유머를 제

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

준히 제기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유머가 사용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감성 또는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통하여 유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유머가 사

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인

공지능의 유머가 사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유머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긍

정적인 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유머의 개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유머(Humor)를 남을 웃기

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동의어로 ‘해학’이 

있으며, 이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

동이라고 정의한다[3]. 해학이 유발되는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와 플라톤은 보통의 규범적인 모양을 벗어난 기형

이나 결함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보았으며[4], 쇼

펜하우어는 개념과 지각 간의 불일치가 웃음을 유

발한다고 보았다[5]. 반면, 토마스 홉스는 유머러

스한 것에 대한 반응인 웃음에는 공격성이 내포되

어 있고 이는 상대방의 결점이나 불완전함에서 자

신의 우월성(Superiority)을 인식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6].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유머를 불쾌

한 감정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정의하여 불쾌한 감

정이 소모되는 것에서 유머의 쾌락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마누엘 칸트는 긴장된 기대를 하

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 버릴 때 

일어나는 감정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보았다[6].  

2.2 유머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에는 치료적 유머(Therapeutic Humor)라

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상담 장면에 유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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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 특히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그 사

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한다

고 생각하는 합리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에서는 유머가 내담자

의 걱정을 만들어 내는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키

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머가 

인간의 신념 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문제에 대한 통

찰, 해결 방법의 탐색, 변화 능력을 촉진하는 데 효

과가 있다고 본다[7]. 또한, 간호에서는 유머로 유

발되는 웃음이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고

를 명료하게 만들어 주며 불안을 해소하고, 익숙하

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줄여 준다고 정의한

다. 이는 웃음이 사람을 활성시키는 엔도르핀 등의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8][9]. 유머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분노와 적의 등의 공

격적인 감정을 정화(카타르시스)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간의 활동과 성

장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며, 나아가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2.3 인공지능 유머에 관한 선행 연구 

Abel 과 Meltem(2018)는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

하여 밈(Meme: 웃긴 짤방)을 생성하는 Dank 

Leaning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사용한 밈(사람에 의해 제작된)과 인

공지능이 생성한 밈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

았다. 실험 결과, 다수의 실험 참여자가 두 방식의 

밈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밈에 대한 유머 점수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한 수

준으로 유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

였다[10]. 국내에서는 석다나(2018)와 태문영

(2019)이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로봇이 유머를 사

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석다나

(2018)는 로봇의 유머 강도가 높아질수록 로봇의 

호감도, 메시지에 대한 태도, 제품 태도, 구매 의도

가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유머의 효

과는 로봇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1]. 태문영(2019)은 로봇과의 첫 대

면 상황이나 주제 전환 시점에서 로봇이 유머를 사

용하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재사용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12]. 본 연구

는 앞선 선행연구와 달리 사용자-로봇 상호작용

(Human-Robot Interaction)의 측면이 아닌 사용

자-인공지능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인공지능의 유머 여

부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익숙하

며 보다 접근이 용이한 형태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상호작용의 매체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와 가설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용

자의 정서를 인지된 즐거움(즐거운 마음의 정도), 

호감도(좋은 인상이나 마음의 정도), 친밀감(정서

적 거리감의 정도), 유용성(필요로 하는 마음의 정

도), 재사용의도(계속 사용하려는 마음의 정도)로 

구분하여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

자의 정서적 경험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라는 

연구 문제 1 을 도출하였다. 이에 가설로 ‘인공지능

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된 즐거움

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1-1),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H1-2),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친밀감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H1-3),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

자의 유용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1-4), 인공

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재사용의

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1-5)’를 정립하였다. 

또한 사용자와 인공지능 간에는 다양한 인터랙션 

상황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유머 수용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아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

에 따른 정서적 경험의 차이가 인터랙션 상황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연구 문제 2 로 도출하

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랙션 상황을 일상 

소통(커뮤니케이션), 과업 수행(태스크), 수행 실패 

및 음성 인식 오류(에러)로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가설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된 

즐거움의 차이는 인터랙션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H2-1),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는 인터랙션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2-2),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

에 따른 친밀감의 차이는 인터랙션 상황별로 차이

가 나타날 것이다(H2-3),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른 유용성의 차이는 인터랙션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2-4), 인공지능의 유머 사

용 여부에 따른 재사용의도의 차이는 인터랙션 상

황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H2-5)’를 정립하였

다. 

4. 연구 방법 

4.1 실험 대상 

본 실험은 20~30 대 성인 남녀 100 명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의 성비는 남자 48 명

(48%), 여자 52명(52%)으로 여성 참여자가 남성 

참여자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0.2세로 나타

났다.  

4.2  실험 설계 및 도구 제작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세 가지 인터랙션 상황에 

대한 발화어를 설계하였다. 발화어는 인공지능의 

응답을 도출하는 역할이며, 발화어의 내용을 통해

서 실험 참여자가 어떤 인터랙션 상황인지를 인지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참여자가 적어도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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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공지능 응답을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인

터랙션 상황별로 발화어를 3개로 구성하였다. 이

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응답과 유머 응답도 

제작하였으며, 발화어에 대한 시중 인공지능의 응

답(애플 Siri 와 구글 Assistant, 네이버 Clova, 카

카오 Kakao i 등)을 수집하여 기본응답을 제작하

였다. 이는 아래 표 1, 2, 3과 같다. 

표�1.�커뮤니케이션�상황의�발화어와�기본�응답�

발화어� 기본�응답�

넌�누구야?� 안녕하세요.�저는�AI 예요.�

나�심심해.�
영화는�어떠세요?�������������������������������������

영화�뭐�있어’라고��말씀해보세요.�

너�뭐�해?� 운동하고�있었어요.�

�

표2.�태스크�상황의�발화어와�기본�응답�

발화어� 기본�응답�

이번�주말������������

서울�날씨�어때?�

토요일부터�일요일�사이�서울은�대부분������

청명한�하늘이�예상돼요.�

신나는�음악���������

틀어�줘.�
신나는�음악�들려줄게요.�

내일�일정������������

어떻게�돼?�
내일�등록된�일정이�없습니다.�

�

표3.�에러�상황의�발화어와�기본�응답�

발화어� 기본�응답�

엄마한테�������������

전화해�줘.�
잘�못�알아듣겠어요.�다시�말씀해주세요.�

인터파크에서������

책�주문해�줘.�
아직�지원되지�않는�기능이에요.�

뉴스�읽어�줘.� 잠깐만�기다리세요.�처리�중이에요.�

 

 유머 응답은 인공지능의 유머 사례와 인터넷 유행

어를 참고하여 실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도출된 유머 응답이 본 실험에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20~30 대 성인 남녀 

10명을 상대로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에는 36 개의 유머 응답 후보가 사용되었고, 발화

어별로 하나의 유머 응답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조

사 참여자는 유머 응답 후보가 얼마나 유머스러운

지에 대하여 리커트 7 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1

점:전혀 유머러스하지 않았다, 7 점:매우 유머러스

하다), 평균 점수가 높은 유머 응답 위주로 연구자

의 판단에 의하여 본 실험에 사용할 유머 응답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유머 응답은 총 9 개이며, 

아래 표 4와 같다. 

표4.�예비조사로�선정된�유머�응답�

발화어� 유머�응답�

넌�누구야?�
안녕하세요.�저는�AI 에요.�음치고�박치지만�당신이�

원하시면�기꺼이�노래�한�곡�정도�뽑을�수�있어요.�

나�심심해.�
모히또�가서�몰디브�한잔?�바람도�쐴�겸�영화는�����

어떠세요?�“영화�뭐�있어”라고�말씀해보세요.�

너�뭐�해?�
운동하고�있었는데�아무래도�이번�생에���������������

다이어트는�글렀나�봐요.�

이번�주말�서울�

날씨�어때?�

토요일부터�일요일�사이�서울은�대부분�청명한����

하늘이�예상돼요.�주말�날씨�내�마음속에�저장!�

신나는�음악��

틀어�줘.�
짬에서�나오는�바이브로�신나는�음악�들려줄게요.�

내일�일정������

어떻게�돼?�

내일�등록된�일정이�없습니다.�����������������������������

커피�한�잔의�여유를�느껴보세요.�호로록.�

엄마한테�������

전화해�줘.�

잠시�귀�청소�좀�할게요.�후비적.������������������������������

다시�말씀해주세요.�

인터파크에서�

책�주문해�줘.�

아직�제가�할�수�없는�일이에요.������������������������������

휴~�훌륭한�AI 의�길은�참�멀고도�험하네요.�

뉴스�읽어�줘.�
잠시만�기다리세요.�열심히�처리�중이에요.�����������

아이고,�머리에�쥐가�나네요.�

   

실험에는 Woods et al.(2006)의 데모 영상을 통한 

시나리오 기법이 이용되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실험과 제품 사용에 대한 데모 영상을 이

용한 실험의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한다는 것

을 연구로 증명하였다[13]. 데모 영상은 네이버 파

파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Text to Speech)로 기본 

응답과 유머 응답을 인공지능 목소리로 변환한 파

일과 인공지능이 반응하는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를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영상에는 인공지능의 응

답을 유도할 발화어를 실험 참여자가 직접 말하도

록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실험은 한 참여자

가 모든 실험 조건에 참여하는 피험자 내 설계

(within-subject)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반복 측

정으로 이전 실험에서 받은 생각이 다음 실험 수행

에 개입되어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고자 

인터랙션 상황별 기본 응답과 유머 응답의 데모 영

상 순서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참여자를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하였다. 그

림 1, 2 는 본 실험에 사용된 데모 영상이다. 

 

그림�1.�데모�영상의�발화어�유도�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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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데모�영상의�인공지능�응답�재생�장면�

4.3 설문 구성  

실험 참여자는 무리 없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인

터랙션 상황별 유머 응답과 기본 응답의 데모 영상 

속의 인공지능에 대하여 정서적 경험을 설문으로 

평가하였다. 본 실험의 설문 문항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7 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 

표�5.�본�실험�평가�항목과�설문�문항�

인지된�

즐거움�

나는�이�인공지능의�반응이�재미있었다.���������������������

나는�이�인공지능과의�대화가�지루하지�않았다.����������

나는�이�인공지능과의�대화로�기분이�좋았다.�

호감도�

나는�이�인공지능의�반응이�마음에�들었다.����������������

나는�이�인공지능에�대한�인상이�좋았다.��������������������

나는�이�인공지능에게�흥미를�느꼈다.�

친밀감�

이�인공지능은�나에게�거리낌�없이�다가왔다.��������������

나는�이�인공지능과의�대화가�불편하지�않았다.����������

나는�이�인공지능과�쉽게�친해질�수�있을�것이다.�

유용성�

이�인공지능은�나에게�쓸모가�있다.����������������������������

이�인공지능은�사람에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이�인공지능은�이용될�가치가�있다.�

재사용�

의도�

나는�이�인공지능과�더�많은�대화를�나눠보고�싶다.����

나는�이�인공지능의�다른�기능도�사용해보고�싶다.�����

이�인공지능�제품을�받는다면,�나는�또�사용할�것이다.�

4.4 인터뷰 

실험 이후, 본 실험 참여자 중에서 인터뷰에 응한 

15 명의 실험 참여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인

터뷰 참여자는 데모 영상과 실험 응답지를 보며 응

답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5. 연구 결과 

본 실험을 통해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를 SPSS 

21.0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공지

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으

며, 표 6 은 정서적 경험의 차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이다. 

표�6.�정서적�경험�전체�분석�결과�

� 구분� M� SD� T� p�

인지된�����
즐거움�

기본� 3.70� 1.42�
5.615� 0.000

***
�

유머� 4.40� 1.64�

호감도�
기본� 3.94� 1.50�

3.176� 0.002
**
�

유머� 4.36� 1.70�

친밀감�
기본� 4.14� 1.41�

2.401� 0.017
*
�

유머� 4.44� 1.68�

유용성�
기본� 4.44� 1.67�

0.478� .633�
유머� 4.51� 1.69�

재사용����
의도�

기본� 4.15� 1.66�
1.283� .200�

유머� 4.33� 1.77�

*�p<.05,�**�p<.01,�***�p<.001�

분석 결과, 인지된 즐거움, 호감도, 친밀감에서 인

공지능의 기본 응답보다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유용성과 재사용의도에서는 기본 응답보다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연구 문제 1 에 대

한 가설 H1-1, H1-2, H1-3은 채택되었고, H1-4, 

H1-5는 기각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실험 참여

자의 인터뷰 답변이다. 
 

인지된 즐거움: “예상치 못하게 재미있는 말을 들

으니 지루하지 않아서 대화가 즐거웠던 것 같아

요.”라는 답변으로 예기치 못한 유머가 사용자의 

흥미와 웃음을 유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호감도: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고 호감이 갔어요.”, “유머를 사용하

는 인공지능이 더 스마트하고 성능도 좋아 보여

요.”라는 답변으로 인공지능의 유머가 사용자를 위

하는 이미지와 진보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밀감: “재미있는 말 때문에 기계와 대화할 때 느

껴지는 사무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풀려요.”, “인

공지능이 제가 알고 있는 유행어나 관심사를 말하

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답변을 통하여 유머로 긴장이 완화되고 심리

적 거리감이 좁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용성: “말을 더 재미있게 할 뿐이지 더 많은 정보

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라는 답변으로 유머 유무

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사용의도: “인공지능을 쓸 일이 생겨야 또 사용

할 것 같아요. 재미와는 상관없어요.”라는 답변으

Proceedings of HCIK 2021

- 269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로 재사용의도에는 유머보다 필요성에 대한 요인

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인터랙션하는 상황

에 따라 유머 수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

았다. 인터랙션 상황을 일상 소통(커뮤니케이션), 

과업 수행(태스크), 수행 실패 및 음성 인식 오류

(에러)로 구분하여 실험 참여자의 정서적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아

래 표 7과  같다. 

표�7.�인터랙션�상황별�정서적�경험�분석�결과�

� 구분� M� SD� T� p�

인지된�즐거움�

커뮤니����

케이션�

기본� 3.96� 1.38�
2.647� 0.009

**
�

유머� 4.52� 1.59�

태스크�
기본� 4.04� 1.33�

3.275� 0.001
**
�

유머� 4.72� 1.58�

에러�
기본� 3.09� 1.38�

4.054� 0.000
***

�
유머� 3.97� 1.67�

호감도�

커뮤니����

케이션�

기본� 4.19� 1.43�
1.653� 0.100�

유머� 4.54� 1.59�

태스크�
기본� 4.53� 1.24�

.686� 0.494�
유머� 4.67� 1.62�

에러�
기본� 3.11� 1.44�

3.279� 0.001
**
�

유머� 3.86� 1.79�

친밀감�

커뮤니�����

케이션�

기본� 4.33� 1.34�
1.540� 0.125�

유머� 4.66� 1.64�

태스크�
기본� 4.60� 1.18�

.202� 0.840�
유머� 4.64� 1.59�

에러�
기본� 3.47� 1.45�

2.410� 0.017
*
�

유머� 4.02� 1.74�

유용성�

커뮤니����

케이션�

기본� 4.54� 1.50�
.452� .652�

유머� 4.64� 1.53�

태스크�
기본� 5.37� 1.10�

1.468� 0.144�
유머� 5.11� 1.36�

에러�
기본� 3.42� 1.74�

1.393� 0.165�
유머� 3.77� 1.88�

재사용의도�

커뮤니���� 기본� 4.34� 1.57� .572� .568�

케이션� 유머� 4.47� 1.64�

태스크�
기본� 4.78� 1.40�

1.434� 0.144�
유머� 4.69� 1.63�

에러�
기본� 3.33� 1.67�

1.970� .050�
유머� 3.84� 1.94�

*�p<.05,�**�p<.01,�***�p<.001�

분석 결과, 호감도, 친밀감, 재사용의도는 인터랙션 

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발견되었다. 호감도, 친밀감, 재사용의도 모두 

커뮤니케이션과 태스크 상황에서 두 응답의 차이

가 크지 않다. 반면, 에러 상황에서는 유머 응답이 

기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에러 상황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이다. 
   

에러 상황의 호감도, 친밀감, 재사용의도: “실망했

다가도 위트있는 말로 기분을 풀어주니 호의적으

로 바뀌는 것 같아요(호감도)”, “인공지능이 실수

에 재미있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귀여운 동

생의 실수처럼 느껴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

네요(친밀감)”, “유머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앞으

로 얼마나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싶어서 더 사용할 거예요(재사용의도)”라는 답변

을 통하여 유머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 환기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인격화하고 애착

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인지된 즐거움과 유용성은 인터랙션 상황별

로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인지된 즐거움은 모든 

인터랙션 상황에서 유머 응답이 기본 응답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다음은 인터랙션 상황별 인지된 즐거

움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이다. 
 

인터랙션 상황별 인지된 즐거움: “재미있는 성격의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기분이 유쾌했

어요(커뮤니케이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면서 위트 있는 말을 추가로 해주니까 센

스 있어 보여서  기분이 좋았어요(태스크)”, “인공

지능의 재치 있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지네요. 업

무 수행에 실패했는데도 기분이 안 나빠요(에러)”

라는 답변으로 인공지능의 유머가 일상 소통은 물

론,  과업 수행과 오류 발생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즐거움에 긍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인지된 즐거움과 달리 유용성은 모든 인터랙션 상

황에서 유머 응답과 기본 응답에  대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인터랙션 상황별 유용성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이다. 
      

Proceedings of HCIK 2021

- 27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인터랙션 상황별 유용성: “딱히 인공지능이 도움을 

준 상황도 아니고, 그저 소소한 대화를 했기에 유

용한지 판단하기 애매했어요. 그냥 심심할 때 한해 

재미있는 말동무가 생겼다 정도인 것 같아요(커뮤

니케이션)”, “빠르게 정보만 얻고 싶은 상황일 때 

유머를 섞어 말하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태스

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에러)”라는 답변으로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 문제 2 에 대한 가설 H2-2, H2-3, 

H2-5는 채택되었고, H2-1, H2-4는 기각되었다. 

 

6. 결론 

인공지능의 유머 사용 여부에 따른 정서적 경험의 

차이는 인지된 즐거움, 호감도, 친밀감에서 인공지

능의 유머 응답이 기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용성과 재사용의도에서는 두 응답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랙션 상황에 따른 

차이는 호감도, 친밀감, 재사용의도에서 발견되었

다. 모두 커뮤니케이션과 태스크 상황에서는 두 응

답에 차이가 없었지만 에러 상황에서는 유머 응답

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즐거움은 모든 상

황에서 유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유용성은 모든 

상황에서 두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인지된 

즐거움과 유용성에서는 인터랙션 상황에 따른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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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king interactive kinetic toy play (IKTP) helps 
children to learn technologies, improve hands-on 
skills and expand creativity at the same time. We 

conducted a formative study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and needs during the creation. It was revealed that 
making IKTP appeals to elementary school users as a 

learning experience. From the study, we figured out 
design considerations and proposed IK3T, a STEAM 
educational toolkit. IK3T contains a modularized 

hardware toolkit with a mobile AR app to support 

users to create IKTP. 

Keyword 

Interactive Kinetic Toy Theater, AR, STEAM, 

Homeschooling 

1. Introduction 

With increasing popularity of STEAM education, 
needs for homeschooling products have increased.  

Most of products provide unified tutorials, yet these 
are not sufficient to support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for different users. Moreover, there is little 

room for users to expand creativity, since all the users 

have to follow the same predetermined process. 

IKTP is one of the STEAM products, which allows 

users to perform original stories with interactive 
automata characters. With homeschooling context, 

we conducted a formative study via online meetings. 
We aimed to figure out whether IKTP appeals to users 
and what are users’ difficulties and needs from the 

study. According to the findings, we came up with 
design considerations and proposed IK3T (Interactive 
Kinetic Toy Theater Toolkit), an educational system 

for IKTP. 

 

2. Related Works 

Many homeschooling education products exist on the 
market. Homeschooling Hezi [3] provides electronic 
kits and online tutorials. Kamibot [4] allows users to 

design paper suits for controllable robots. Shoot Em 
Up Kit [5] provides a making kit with a predetermined 
story. Makey Makey [6] provides invention kits and 

online tutorials. These products allow users to learn 
multiple skills, yet there is a lack of products cover all 
the three areas of technology, crafts and creativity. 

IK3T considers all the three areas. These products 
provide unified tutorials for all users, while IK3T 

provides contextual help.  

Several studies have applied AR as a supporting tool. 
Meta-AR-App [1] applies mobile AR to support 
users in STEM classrooms. ARMath [2] applies 

mobile AR to learn math concepts. WIKA [7] uses 
projected AR to support creating interactive kinetic 
art. The studies show that AR is good at supporting 

learning and making process, so IK3T applies mobile 

AR to support users.  

Comparing with existing products, IK3T has the 

unique concept of “toy theater”. The outcome is 
open-end, so users can create multiple IKTP with 
original stories. Besides technology and crafts, users 

can experience artistic activities, like shooting videos 

and acting.  

 

3. Formative Study 

We conducted a formative study to analyze users’ 

creation process of IKTP. Detail goals of the study: (1) 
Does making IKTP appeal to users?  (2) What 
difficulties do users have when following given unified 

instructions? (3) What are users’ needs for having 

smooth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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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articipants’ outcomes of the formative study.  

3.1 Participants and setting 

We recruited five 3~6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males and 2 females, ages 9~12, M=10.4, 
SD=1.2). Four participants had experience with 
controlling electronics, and none of them had 

experience of making IKTP.  

We delivered two electronic automata kits [8] to each 
participant. Each kit has wood components, a motor, 

a battery holder and a unified paper manual. 
Considering the homeschooling context, all the 
participants were in their house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via online meetings. The task was making 
a short IKTP video by assembling two automata 

characters and performing an original story. 

3.2 Procedure 

At first, we showed an example IKTP video to explain 

the task. Then we asked participants to assemble two 
automata kits by following manuals and create a story 
between the two characters. During the process, we 

provided help whenever participants asked for. Finally, 
we conducted a survey and 10 min semi-structured 

interview.  

3.3 Results and findings 

All participants successfully created IKTP (Figure 1) 
within 2 hours (avg.1 h 50 min, 1 h 40 min~2 h). 80% 

of participants replied making IKTP was very 
enjoyable (M=4.6, SD=0.8). All participants replied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ir outcomes. P2, who 

never used electronics before said, “Through this 
experience, I became interested in electronics.” 80% of 
participants replied they learnt a lot. P5 mentioned 

that he learnt how to connect batteries to motors. The 
result shows users are interested in making IKTP and 

it has educational effects.  

The survey shows each participant felt different levels 
of difficulty (M=2.4, SD=1.0). Third-grade 
participants took 20 min longer to assemble the first 

kit than the sixth-grade participant. Third-grade 
participants received help from family members while 
others did alone. Most participants struggled with 

wiring up batteries and motors, because it was not 
included in manuals. We demonstrated how to tie 
wires, and participants understood effectively. The 

results imply that the difficulty level varies depending 
on users’ backgrounds, so instead of unified help, 
users need contextual help. In addition, users could 

have effective understandings via intuitive guide. 

Most participants struggled with assembling, because 
some components were hard to adjust. P2, P3, P5 

complained the components cannot be fixed firmly, so 
they had to hold the components while shooting 
videos. P4 complained that the lion’s tail part was too 

easy to fall apart. In 3 out of 5 outcome videos, there 
were components falling apart. We could know that 
components that cannot be adjusted easily will hinder 

smooth making process and negatively affect outcom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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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P5 answered that story creation part was most 
enjoyable. However, P3 said, since there are only two 

characters, she had limitation in story ideation.  We 
could know that users need more room for expanding 
creativity, and predetermined outcomes restrict 

creativity. 

 

4. Design considerations 

From the formative study, we obtained three findings: 
(1) Users need contextual instructions. (2) Users need 

easily adjustable components. (3) Users need room for 
expanding creativity. We determined following design 

considerations from the findings.  

4.1 Contextual technical help 

To solve the various types of problems from different 
users, we should offer contextual help whenever users 

need. Moreover, the help should be in images or 

animations format to provide more intuitive help.  

4.2 Modularized hardware 

To allow users to have smooth making process and 
good quality outcomes, we should provide 
modularized hardware component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and adjusted. 

4.3 Leave room for creativity 

To expand users’ creativity, the outcome should be 

open-end so that users could have chance to design 
their own characters and generating original stories. It 
can be achieved by adding replaceable component 

options.  

 

5. System Proposal 

5.1 IK3T: Interactive Kinetic Toy Theater Toolkit 

From design considerations, we propose IK3T (Figure 

2), which is an educational toolkit in homeschooling 
context. It provides mobile AR app for contextual 
help and provides modularized hardware components 

that can be easily assembled. It also contains multiple 
replaceable options to design various characters. With 
“toy theater” concept, IK3T allows users to create and 

perform multiple IKTP. 

• Mobile AR App 

To provide contextual help for users, it should provide 
exact help at an exact timing. Mobile AR app scans 

AR makers on hardware components, then shows 
related guide information. The guide not only 
contains general text instructions, but also contains 

animations and images to provide intuitive help. Users 

can obtain specified help which fit their situations. 

• Modular hardware kit 

To support smooth making process, the hardware 
components should be easily assembled. Modular 

hardware kit contains all the modularized hardware 
components, so it can prevent users struggling with 

wiring up electronics or adjusting components. 

• Replaceable options 

To allow users to expand creativity while designing 

characters, IK3T provides multiple replaceable 
mechanism components that can be attached to the 
unified frames. Users can create different movements 

for their characters and create original stories. 

 

Figure 2  Components of IK3T 

5.2 Expected usage scenario 

We expect that there can be four phases in total usage 

process (Figure 3). 

Planning phase: The replaceable options make it 

possible for users to create multiple character 
movements. In a result, users can plan their own 
stories rather than follow the predetermined process. 

In this phase, users can freely expand their creativity. 

Making phase: Users can obtain contextual help 
through the app while assembling componen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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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can add performing logics by scanning the AR 
programming plates. Since the app provides intuitive 

explanations through images and animations, users 
can obtain better understandings and educational 

effects.  

Filming phase: Users can perform their own stories by 

filming videos. Through this phase, users can improve 

shooting, acting and video editing skills. 

Sharing phase:  In IK3T community, users can share 
their IKTP and obtain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sharing the making experience, users can also learn 

from each other.  

 

Figure 3  The expected usage process of IK3T 

 

6. Limitation and future works 

Since we provided only two characters in the 
formative study, all the participants assembled kits 

first then created stories. If there were more character 
options, the process could be different. We mainly 
focused on making phase, so there was lack of 

findings related to other phases.  

We proposed the initial concept of IK3T, but future 
work will involv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evaluation test. From the test results, we will develop 

IK3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7. Conclusion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needs of users when 
making IKTP and proposed IK3T, an educational 
system for supporting users to create IKTP. We expect 

this research can inspire the development of STEAM 
educational systems that combines technology, crafts 
and creativity. We also expect it can inspire the usage 

of mobile AR in education system and the design of 

toolkits that provide freedom to expand creativity. 

 

Reference 

1. Ana, V., Zhengze, Z., Ziyi, L., Kylie, P., Thomas, 

R. and Karthik, R. Meta-AR-App: An Authoring 
Platform for Collaborative Augmented Reality in 
STEM Classrooms. In Proc. CHI 2020, ACM, 1–

14. 

2. Seokbin, K., Ekta, S., Virginia, L.B., Leyla, N., 
Elizabeth, B., Caro W. and Jon, E.F. ARMath: 
Augmenting Everyday Life with Math Learning. In 

CHI 2020, ACM, 14 Pages. 

3. Makeblock, Homeshooling Hezi. 
https://www.makeblock.com/cn/homeschooling

_hezi 

4. Kamibot. http://www.kamibot.com/default.php 

5. Tinkercadmy, Shoot Em Up Kit. 

https://tinkercademy.com/tutorials/shootemup/ 

6. Makey Makey. 

https://makeymakey.com/pages/about-us 

7. Yunwoo, J., Han-Jong, K., Gyeongwon, Y. and 
Tek-Jin, N. WIKA: A Projected Augmented 

Reality Workbench for Interactive Kinetic Art. The 

ACM, UIST, pp.999 – 1009. 

8. 퍼스트과학, 전동오토마타-백두대간호랑이. 
http://firstsci.co.kr/product/detail.html?product_

no=41242&cate_no=128&display_group= 

 

Proceedings of HCIK 2021

- 275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The Influence of Cultural and Demographic Factors on 

Improving Music Streaming Experience: 

Apple Music Case Study

Olzhas 

Yessenbayev 
UNIST 

yess@unist.ac.kr 

Yang Ismailov 
UNIST 

yanism@unist.ac.kr 

Juhyeok Youn 
UNIST 

heok95@unist.ac.kr 

Jonghyun Han 
UNIST 

jong1103kr@unist.ac.kr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music app 

design can be improved by tailoring it to a 

particular user group. As a case study, Apple 

Music was chosen as an app, and Koreans in 

their 40s as the target demographic. 

Initially, we did a thorough product analysis to 

learn more about the user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ervice. Online survey, 

interview and collage-making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aesthetic and usability 

preferences of the target user group. 

We identified the aspects of Apple Music’s 

visual style that alienated our target audience: 

the bright neon colors and the “party 

aesthetic”, which were inconsistent with the 

gentle music sensibilities of the target 

audience. In addition, it was described as 

“foreign” by the Korean users, which we 

attributed to a lack of consideration for 

Korean design trends. Moreover, we found 

incongruencies between the desired 

functionality of a music streaming app and the 

currently existing features.  

The finding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service development process to improve 

both usability and desirability of Apple Music 

and other streaming services. 

 

Keywords 

UX research, App Design, Apple Music, Music 

streaming service 

 

1. Introduction 

Apple Music is a music streaming app 

launched in June 2015. Since its inception, it 

was widely praised for its playlist curation, a 

vast library of songs, and its integration with 

the Apple ecosystem. Today, it has grown to 

68 million worldwide subscribers, second only 

to Spotify (Iqbar, 2020). 

However, despite its worldwide success, in 

South Korea, Apple Music has yet to reach its 

potential, where it trails behind such 

international giants as YouTube (43% market 

share), and the local competitors Melon, Genie 

Music and Naver Music (41.3% share 

collectively) (Sanchez, 2018). Thus, to take a 

hold of the Korean market, Apple Music will 

have to present a qualitatively superior user 

experience and convince the Korean users to 

consider it over the other alternatives. 

Many studies investigat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user experience for 

music subscription services. These were 

found to be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richness of content (Wang, 2016), audio 

quality, business model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delivery mode (streaming 

and downloads) (Weijters, 2013).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focus on specific 

demographic and cultural categories as we do 

in this research paper.  

More focused comparison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stomers found Korean 

customers to be highly resistant to 

advertisement. They were also not very 

attracted by offline usage or the presence of 

exclusive content (Kim, 2017). While these 

findings are useful in terms of general feature 

inclusion criteria, they do not offer specific 

guidelin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features (naming 

conventions, content management, UI element 

placement, recommendations, etc.) 

This case study will attempt to bridge this gap 

and propose such recommendations based 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Apple 

Music) in relation to the target demographic 

(Koreans in their 40s). We choose to 

concentrate on Koreans in their 40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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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the most prevalent age group in the 

Korean music service market (Seo, 2017), and 

narrowing down to a particular demographic 

will allow us to better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cultural and specific demographic 

factors, and how they should influence app 

design choices - from the visual language to 

usability considerations and content 

management. 

2. Methods 

We have recruited 10 Korean volunteers in 

their 40s. The sampling was done to represent 

people of various genders, professions, 

occupations, and psychological inclinations. 

Most of the participants wished to remain 

anonymous. The participants were 

approximately equally divided across the 

genders (40% female, 60% male), had an age 

range from 40 to 49 (the average being 45.7), 

and coming from different occupations (from 

housewives to system engineers). 

There are four methods used in this research: 

interview, collage-making session, common-

task usability test, and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All 10 participants completed 

these tasks in a single session, with an 

average session taking about 40-50 minutes 

for each participant.  

First, we conducted a 9-item introductory 

interview to find out the context in which they 

listen to music, their thoughts about it, and 

their preferences of music apps. 

It was followed by a collage-making session 

with the purpose to investigate the aesthetic 

preferences of the target demographic 

regarding their musical experience. 

Participants were asked to think about words 

to describe their associations with "music", 

and find corresponding pictures on 

pinterest.com, organizing them in the form of a 

collage.  

To narrow in Apple Music’s particular 

problems, we followed the study with a 

usability test that consisted of 9 common tasks 

designed to both identify potential usability 

problems and introduce the users to the Apple 

Music Interface. 

The usability test was followed by a 

retrospective interview that consisted of 7 

questions designed to capture the reactions to 

the various aspects of Apple Music Interface 

and to learn more about the users’ 

preferences.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UEQ) was 

done as a follow-up to the usability test. It 

consists of pairs of contrasting attributes that 

may be used to evaluate Apple Music. The 

gradations between the opposites were 

presented by a scale from 1 to 7 (for example: 

1 - “obstructive”; 7 - supportive”). It is well-

regarded in the scientific community, having 

been used or referred to in hundreds of 

studies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n.d.). 

Its results can be decomposed into 3 usability 

aspects (efficiency, perspicuity, dependability) 

and 3 user experience aspects (attractiveness, 

novelty, stimulation) based on the statistical 

software included in the UEQ package. 

Then, based on the UEQ results,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 areas in the app’s user 

experience that can be ameliorated with a 

redesign. To fi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se problems, the rest of the tests (2.1 - 

2.3) were thematically analyzed. Finally, 

revised UX targets were established, and the 

specific design recommendations were written 

out to redesign Apple Music while considering 

the target demographic (Koreans in their 40s).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discussion starts with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to identify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participants have with 

using Apple Music. Subsequently, we 

proceeded with the qualitative analysis of 

each problem using the data from the rest of 

the research methods used, i.e., interview, 

collage-making, and usability test. 

Based on the UEQ, we could group the 26 

scaled ranks and organize them into 6 

different factors. Because the UEQ 

questionnaire came in with statistical 

packages that contained data from 20190 

persons from 452 studies concerning different 

products (business software, webpages, web-

shops, social networks), we could compare the 

relative results for Apple Music with the data 

in the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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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UEQ Scales (Mean and Variance) 

As we can see, Apple Music does not hold the 

ground among Koreans in their 40s, with 

mediocre results in each category of 

attractiveness and usability. According to the 

benchmark, these values are in the range of 

the 25% worst results. Below, we will try to 

explore why that is the case and categorize 

our findings with relation to the factors of 

Attractiveness, Perspicuity, and Efficiency (we 

did not find such relevant themes for 

Dependability, Stimulation and Novelty). 

Improvements to these three factors can be 

generalized in the form of guidelines 

For each of these three UEQ categories, the 

relevant themes emerged during the thematic 

analysis of the introductory interview, 

collage-making session, and the common-task 

usability test.  

As we will see below, most of the problems 

are caused by the mismatch between the 

designers’ target audience and the actual 

demographic. Koreans in their 40s have many 

age and culture-specific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design preferences. 

3.1 Attractiveness 

In the collage-making session and an 

interview, we have identified two themes that 

could account for the lower attractiveness of 

Apple Music among the target demographic. 

Firstly, our target demographic’s music 

associations do not match with the picture 

projected by Apple Music’s visual interface. 

Secondly, they feel like the interface is 

foreign and was not made for them.  

3.1.1 The mismatch in music listening 

sensibilities 

Based on the collage-making session, it is 

evident that Apple Music’s interface differs 

substantially from the music-listening 

projections people have in mind. Apple Music 

is bold, dark, dominated by neon colors and 

pink accents, projecting a strong "party” 

aesthetic. In contrast to this bold image, most 

participants had much gentler sensibilities in 

their music listening experience. Most of the 

themes that emerged in the collage-making 

session, where participants had to find 

pictures corresponding to their perceptions of 

music listening, were connected to nature, 

natural colors, and bonding. Pictures depicting 

natural scenery with natural color palettes 

consisting predominantly of blue, orange, and 

yellow tints, summer themes depicting the 

clear blue sky and full-day sun, some pictures 

of the sea or the beach were present in 100% 

of the final collages, with users mention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waves, walking by 

the ocean" as associations caused by their 

music listening experience. Togetherness and 

Bonding themes were present in 75% of the 

collages, with pictures depicting family 

members, friends, or pets, bonding with each 

other in a lovely fashion. Joy - 75% of the 

participants talked about feelings of freshness, 

"liberation,” propulsion, and delight. 

 

Figure 2: One of the participants’ collage vs 

Apple Music’s interface 

In addition to the collage-making, the 

interviews have also revealed similar patterns, 

mentioning themes not even remotely 

connected to the image of Apple Music. 

Almost 90% of the participants mentioned 

family at some point in their interviewing 

process, describing how they listen to music 

together during breakfast while watching their 

children's TV programs or spending time 

together during the weekends. 60% of the 

participants talked about music playing the 

role of calming them, “recovering stress from 

the soul and body”, giving comfort and peace. 

30% of the participants mentioned having 

"reminiscences" while listening to music, 

recalling past memories. Almost 50% of the 

participants also mentioned some negative 

emotions - pity, tremble, sorrow, and 

faintness, which indicates a deeply personal 

experience with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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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he colors and visual direction of Apple 

Music were inconsistent with the sensibilities 

of the average Korean in their 40s.  

3.1.2 The foreign visual style 

Another theme that emerged from the 

retrospective interview was that Apple Music 

feels foreign to Korean people. When asked 

the question “Do you think this interface was 

made for you?” almost 60% of the participants 

said, "the interface was not designed for 

Koreans". One interviewee, in particular, said, 

"it's like reading an American newspaper 

translated to Korean.” 

The difference might come down to the lack of 

native integration of the interface design when 

Apple Music was first introduced to Android. 

Apple Music’s interface is the same on both 

iOS and Android. However, while it looks 

perfectly native on iOS (Apple Inc., n.d.), it can 

come off as out-of-place on Android, 

particularly in its Korean versions manifested 

by Samsung’s OneUI and LG’s LG UX. Given 

that Apple represents just 18% of the Korean 

smartphone market (Gallup Korea, 2020), most 

older Koreans will not be familiar with iOS 

design sensibilities. They are more 

accustomed to the visual design best captured 

by Samsung’s OneUI (Samsung, n.d.) - heavily 

rounded and flat icons, with greatly simplified 

colors designed for clarity. Apple Music, with 

its translucent elements, looks foreign and 

out-of-place, particularly to older Koreans.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face should 

have been redesigned with Korean design 

trends in mind, but it never was, making it feel 

like it was taken away from another system. 

3.2 Perspicuity 

Perspicuity in the context of app design refers 

to the clarity of an interface, including all of 

its functional and visual features. We identified 

three main problems with perspicuity - 

cluttered interface, bad nomenclature, and 

poor feedback - mainly from the usability test.  

3.2.1 Clutter 

For almost all Koreans in their 40s, music is a 

side activity, a soundtrack to their commuting, 

work, spending time with family, etc. Only 

10% of the participants specifically dedicate 

time to listen to music, and even that 

happened only on weekends. Because of this 

casual relationship with music, what might 

seem like proper information to younger 

generations - artist interviews, charts etc. - 

can be a clutter for older generations. One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Music streaming is supposed 

to be about music but I find myself lost in the 

sea of artist interviews, various radio stations, 

and other information, and it’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hem visually". Indeed, for 

them, it was: 60% of the subjects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playlists, albums, and 

stations; they looked too similar to one 

another. For example, 70% of the participants 

complained about the "Browse" tab, with too 

much information plastered together.  

3.2.2 Bad nomenclature and iconography 

The problem with the nomenclature is not 

necessarily that it is unlearnable, but that the 

most important features for the Korean users 

in their 40s are consistently misnamed.  

For example, almost none of the participants 

like to listen to randomly charting songs or 

Top 100 selections, instead relying on the 

customized playlists by YouTube (80%). The 

former is present in the “Browse” tab of Apple 

Music, and the latter is in the “Listen now” tab. 

None of the participants could tell the 

func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based 

on the naming, missing the crucially important 

function.  

      

Figure 3: Apple Music’s “Listen Now”, 

“Browse”, “Radio” sections (from left to right) 

As another example, the "Radio" feature 

names both the conventional radio stations 

platformed on Apple Music (Bumbery & Bass, 

2020) and the Apple Music's feature that 

creates a queue of tracks similar to an artist, 

song, or playlist of user’s selection. 90% of 

the users did not understand the concept 

behind this feature and how it relates to the 

feature's name. This is especially problematic 

because the second use of "Radio" is perhaps 

most important for the Korean users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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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s: as indicated above, they do not like to 

actively search for new music, and so rely on 

automatically generated contents from 

YouTube (almost 80%) and Radio (almost 50%). 

Moreover, to see the list of songs generated 

as custom a radio station would involve 

opening the “Queue” icon, which is 

consistently mistaken for the "Lyrics''. 

As a third example, it is almost impossible to 

visually distinguish between albums, playlists, 

and radio. This is important because almost 

none of the participants listen to music by 

albums, and almost all of them listen by 

playlists (80%) - lack of visu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frustrating to the users. “I 

need to click on every picture to understand if 

it’s an actual album or a playlist or an 

interview!”, one user said while trying to find 

a playlist to his liking. 

3.3 Efficiency  

From both interviews and the usability test, 

we determined the main issues related to 

efficiency and the target group’s desires: 

namely, the issues with how the 

recommendation tabs are organized, and the 

so-called contextual problems that arise 

specifically from the way Koreans in their 40s 

listen to music (while commuting and at work).  

3.3.1. Recommendation organization 

Both of Apple’s recommendation tabs - 

“Listen Now” and “Browse” - do not conform 

to the style in which the participants like to 

listen to music. “Listen now”, the de-facto 

home page of Apple Music, heavily promotes 

previously unheard albums and facilitates 

discovery of similar music. From the interview, 

we established that Koreans in their 40s do 

not search for music by albums nor do they 

prioritize discovering new music - 80% of the 

participants consider "Discovering new music" 

an average priority function of a music app. 

More than 70% of them listen to music through 

YouTube, which they like for its customized 

playlists “featuring mostly familiar songs, 

sometimes intermixed with the new”.  

Thus, it seems like to populate the homepage 

with the kind of playlists that YouTube and 

Spotify promote, intermingling mostly the 

familiar songs with new tracks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is demographic, followed by 

playlists by mood/genre, and putting 

completely new albums and discoveries to the 

bottom.  

According to the users’ preference, curated 

playlists, and music by mood or genre should 

be the app’s main focus. “Music by mood”, 

despite being important for most users,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Browse” tab 

making it quite inaccessible. 

3.3.2 Contextual problems 

However, beyond these usability problems 

that can be spotted on the go,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e usability problems that 

can specifically arise in the environment. 

90% of the users indicated that they listen to 

music primarily when commuting. This does 

not allow for much music manipulation - many 

users would simply follow a routine of 

"Connect to Bluetooth audio → Run YouTube 

→ Fix phone with holder → Drive". Combined 

with the fact that almost 80% of the users use 

YouTube to listen to music, it has led to a 

large dependence on the curated content, with 

a user simply choosing between a playlist of 

previously listened to songs or a playlist with 

customized songs. In Apple Music, selecting 

the next playlist/track would involve: 

 Swiping down from the music menu 

 Tapping "back" to get out of the album 

menu 

 Deciding between "Listen Now", "Browse", 

"Radio", "Library", "Search" 

 Selecting a new album\playlist and going 

to the selected album again (after you've 

chosen among dozens of 

recommendations across different 

categories) 

 Tapping on the song 

It is also possible to create a station to get 

infinite queues, but changing a song would 

involve: 

 Tapping on the “Settings” button 

 Tapping “Create station” 

 Tapping on the “more” button 

 Scrolling down the previously playe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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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ing between just two songs that 

were automatically generated as 

suggestions 

 Repeating this over and over until you 

find the two songs you like 

Implementing a YouTube-style queuing 

system, where a simple swipe down from the 

“currently played song” would show many 

recommendations based on that song seems 

like a perfect solution to this problem. 

4. Conclusion 

In our case study, we have shown that the 

Korean users can perceive certain aspects of 

the Apple Music interface as foreign and 

unattractive, due to the culturally established 

design trends (lack of translucent backdrops, 

flat colors, rounded corners, etc.).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influence the participants’ 

associations with music, which can differ 

greatly from the image projected by the 

current visual language of the app (gentle, 

natural colors chosen by the participants 

contrasted with the bright neon aesthetic of 

the Apple Music). Furthermore, many 

functional preferences are shaped by the way 

in which Koreans in their 40s listen to music: 

in a car on their way to work or engaged in 

some other activ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design recommendations 

consistent with the preferences of our target 

demographic.  

 Use lighter themes with natural colors in 

the visual style, following OneUI 

guidelines. 

 Introduce straightforward naming 

conventions that can be understood 

without knowing the industry jargon - for 

example, “Get recommendations” instead 

of “Create station”, “Home” instead of 

“Listen now”. 

 Consider the listening preferences in 

recommendation styles – instead of 

suggesting albums, suggest playlists 

based on mood and previous listening 

history; introduce a YouTube-style 

swipe-down queueing system of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current 

track, instead of utilizing additional 

buttons (i.e.  “Create station”). 

 Simplify the homepage by keeping the 

number of tabs to a minimum - for 

example, by merging similar tabs (in our 

case, the “Browse” and “Listen Now” 

section of the menu). 

However, our study had several limitations. 

First, while many of the research methods are 

standard in the industry and are widely 

accepted, the sample size of our study does 

not allow us to make any of the above claims 

with statistical precision. While it did allow us 

to notice some trends and make design 

recommendations, further investigations with 

larger sample sizes are required. Second, the 

UEQ questionnaire was first published in 

English and then adapted into Korean by our 

Korean members. Although they both have 

professional proficiency in both Korean and 

English, some minor distinctions might have 

been lost in translation and skewed the results 

of our UEQ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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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10 개 장르에 대하여 한국, 미국의 인기 

유튜브 영상 4,863 개의 섬네일 이미지를 분석하여, 

대표 섬네일 스타일을 도출하고 장르별 국가별 주 사용 

스타일을 이해하였다. 사전훈련 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사용하여 섬네일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을 추출하였고,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통해 원본 영상과 편집 효과 

사용에 따른 5 개의 대표 스타일 유형을 도출해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국가, 그리고 장르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섬네일 스타일이 무엇인지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별 장르 별로 영상의 섬네일을  

디자인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주제어 

동영상 섬네일, 이미지 스타일, 유튜브 

1. 서 론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각 영상을 

사용자에게 소개할 때 섬네일(Thumbnail, 마중그림)을 

사용한다. 섬네일은 사용자가 영상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여, 시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수많은 영상이 매일 새로 

등장하는 현 세대에 있어, 영상의 섬네일을 잘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섬네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네일의 효과에 

대해 연구할 결과들이 있어왔다. 그 예로 섬네일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 이해를 도우며[7], 

신뢰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4]. 나아가 

섬네일 스타일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섬네일 내 시각적 구성요소들이 콘텐츠에 대한 종합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혀졌고[1]. 시각적 

구성, 미학적 관점에서 섬네일 스타일의 중요성을 

제기한 연구도 있었다[4][7].  

이러한 연구들은 섬네일 스타일에 대한 유용한 사전 

지식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적은 수의 섬네일 표본 

수가 사용됐고 특정 장르에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대표적 섬네일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로 

사용되는 스타일과 그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는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섬네일 디자인 시 유용할 정보 제공을 

위하여, (1) 섬네일의 시각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섬네일 스타일을 도출하고 (2) 섬네일 스타일 사용과 

영상 장르 및 시청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 내 장르 별 국가 별 인기 영상들의 섬네일 

이미지, 총 4,863 장을 수집해 연구에 사용하였다. 

먼저, 대표 섬네일 스타일 도출을 위해 딥러닝 모델과 

클러스터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사전 훈련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 VGG-16 을 사용하여 섬네일 스타일에 관한 

시각적 특성(Feature)을 추출하고,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추출된 시각적 특성이 유사한 

섬네일들을 그룹 지은 뒤 각 그룹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표 섬네일 스타일을 정의하였다. 그 결과, 총 5 개 

섬네일 스타일이 발견되었으며, 원본 영상에 적용된 

편집 효과의 비중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었다. 

나아가 영상의 장르와 시청 국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섬네일 스타일들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용자가 섬네일을 디자인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스타일 요소(배경제거, 강조텍스트, 

꾸밈 이미지 등)에 대한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 및 

장르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대표 섬네일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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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섬네일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그 예로 섬네일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높여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다[3]. 

또한, 섬네일이 콘텐츠의 대표 특징을 색상, 문자, 인물, 

사물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도 알려졌다[1]. 

특히, 섬네일 스타일이 중요한 요소임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었다. 섬네일 내 다양한 미학적 요소(색상, 

질감, 화질, 대상구성 등)의 중요성이 연구되기도 

하였다[7]. 또한 같은 콘텐츠여도 심미성이 높은 

섬네일을 사용하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4].  

이러한 섬네일의 효과와 섬네일 스타일의 중요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확장하여, 본 연구는 대표 섬네일 

스타일을 도출하고, 장르나 국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스타일 상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유튜브 섬네일 데이터셋 

인기 영상들의 섬네일 이미지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유튜브 통계 분석 웹사이트인 Influencer1을 이용했다. 

Influencer 는 인기 유튜버 순위, 유튜브 동영상 랭킹, 

인기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의 Top 

100’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국가 별 장르 별 인기 

동영상 101 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장르 간 섬네일 스타일 선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 국가(한국, 미국)와 10 개 

장르(영화/애니메이션, 음악, 애완동물/동물, 스포츠, 

여행/이벤트, 인물/블로그, 엔터테인먼트, 뉴스/정치, 

노하우/스타일, 교육) 별 인기 영상들에 대한 섬네일 

이미지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섬네일 이미지는 

크기가 640 x 480 인 JPG 파일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수집일, 국가, 장르에 따라 폴더로 구분하여 저장했다.  

영상이 내려지거나 변경되면서 Influencer 사이트에서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 영상들을 제외하고 6 일 동안 총 

11,317 장의 섬네일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여러 날에 

걸쳐 인기 동영상에 영상에 선정된 영상들이 있어,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여 총 4,863 장의 섬네일 이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https://kr.noxinfluencer.com 

4. 대표 섬네일 스타일 유형 도출 

4.1 CNN 기반 섬네일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 추출  

 

그림 1. 섬네일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 벡터 추출 

본 연구는 섬네일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CNN 모델인 VGG-16 [8]을 

사용하였다. VGG-16 은 이미지 분류를 목적으로 여러 

개 Convolutional Layer 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된 

이미지가 각 Layer 를 거치면서, 이미지 분류(객체 

인식)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 특성이 강조되도록 연이어 

변환되는 특징이 있다. 낮은 층의 출력 값일 수록 

저차원의 시각적 특성(예: 질감, 색상 등)이 추출되고, 

높은 층의 출력 값일 수록 고차원의 시각적 특성(예: 

구조, 모양 등)이 추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이미지 스타일을 생성하고 변환하기도 

한다 [6].  

본 연구는 스타일에 관한 시각적 특징을 추출해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층의 출력값을 사용하였다 

(‘block1_conv1’, ‘block2_conv1’, ‘block3_conv1’, 

‘block4_conv1’, ‘block5_conv1’). 초기 연구에서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장 

마지막 Convolutional Layer 의 활성화 값을 

사용하였으나, 적용 결과 스타일이 아닌 대상 위주로 

섬네일이 그룹핑 되어 다양한 층의 출력값을 사용하게 

되었다. 

원래 VGG-16 의 각 층의 출력값은 세로-가로-채널을 

축으로 가지는데, 뉴럴 스타일 변환 연구[6]와 같이 

채널 간 활성화 관계가 고려되도록 Gram Matrix 로 

출력값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Gram 

Matrix 들을 각각 벡터화 하고 하나의 벡터로 이어 

붙인 뒤, 차원 축소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특성을 담은 256 차원 특성 벡터를 최종 생성하였다 

(Explained Variance Ratio: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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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통한 대표 스타일 도출 

앞서 섬네일 별로 추출된 특성 벡터들에 대하여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대표 섬네일 스타일을 

도출하였다.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은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 기법 중 

하나로, 특성 벡터 간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가 가까운 

벡터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는 

알고리즘이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으로 얻어진 

Dendrogram 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수를 5 개로 

결정하였다. 

그림 2 는 최종 도출된 대표 섬네일 스타일들과 각 

스타일 별 섬네일 예를 보여준다. 대표 섬네일 

스타일들은 편집 효과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섬네일 스타일은 ‘원본 영상’의 한 장면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여러 장면을 간단히 조합하여 

생성한 섬네일이었다. 두 번째 섬네일 스타일 ‘원본 

영상 + 간단 꾸밈 효과’는 첫 번째 스타일과 비슷하게 

원본 영상을 바탕으로 하되 간단한 타이포그래피나 

스티커 이미지 등이 함께 사용된 스타일이다.  

 

a. 원본 영상 

 

b. 원본 영상 + 간단 꾸밈 효과 

 

c. 추출 영상 + 강조 텍스트 

 

d. 추출 영상 + 강조 텍스트 (비중 높음) + 꾸밈 효과 

 

e. 그래픽 

 

그림 2. 대표 섬네일 스타일 유형과 유형 별 대표 섬네일 (Centroid와의 최소 거리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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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르 별 섬네일 스타일 분포 

세 번째와 네 번째 스타일은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제거하여 사용하는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추출 영상 + 강조 텍스트’로, 원본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하여 영상 내 주 대상이 더 

강조되도록 하며, 강조 텍스트가 함께 활용되는 특징이 

있었다. 네 번째 스타일은 ‘추출 영상 + 강조 텍스트 + 

꾸밈 효과’로 세 번째 스타일과 유사하게 배경이 

제거된 대상을 활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강조 텍스트와 

꾸밈 이미지들의 사용 비중이 더 높았다. 원본 영상을 

바탕으로 섬네일을 제작할 때는 가장 편집 작업이 많이 

들어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스타일은 인공적으로 만든 그래픽 

이미지로 섬네일을 사용한 경우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원본 영상인 경우, 영상 중 한 장면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5. 장르 별 선호 섬네일 스타일 비교 

다음으로 영상의 장르와 섬네일 스타일 간 관계를 보기 

위해, 영상 장르(10 개)와 섬네일 스타일 유형(5 개)을 

요소(Factor)로 하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장르와 섬네일 스타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ꭓ2 

= 1898.5, p < .000). Cramer’s V 는 0.288 로 차이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영상 스타일은 ‘동물’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영상에 간단한 꾸밈 효과’를 

주는 스타일은 장르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타일이었다. ‘대상을 추출하고 강조 

텍스트를 함께 활용’하는 스타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됐으나, 대상 추출이 어려울 수 있는 동물 장르는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았다 (미세한 털이나 다양한 

모양 등으로 정밀한 배경 제거 작업 필요).  

가장 편집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영상에서 대상을 

추출하고 강조 텍스트와 꾸밈 이미지를 활용’하는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사용 비중이 높지는 않았으나, 

음악 장르에서는 매우 높았다. 이는 음악 및 가수들에 

대한 팬덤의 애정이 편집노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 그래픽 스타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그래픽이 원본 콘텐츠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장르에서는 7~17% 정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국가 별 선호 섬네일 스타일 비교 

마지막으로 각 영상이 인기 차트에 진입된 국가와 

섬네일 스타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앞선 장르 분석과 

비슷하게, 한국, 미국 2 개로 구분하는 국가와 5 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섬네일 스타일을 요소(Factor)로 

놓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고 (ꭓ2 = 390.41, p < .000), 차이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Cramer’s V = 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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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 별 섬네일 스타일 분포 

미국은 원본 영상 중 일부를 거의 그대로 쓰거나 약간 

꾸미는 정도로 섬네일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미국: ‘원본’ 26.9%, ‘원본+꾸밈’ 45.1% vs. 한국: 

‘원본’ 19.6%, ‘원본+꾸밈’ 32.4%), 그래픽 기반 

섬네일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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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편집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추출+텍스트’ 

17.8%, ‘추출+텍스트+꾸밈’ 1.9% vs. 한국: 

‘추출+텍스트’ 36.4%, ‘추출+텍스트+꾸밈’ 8.9%). 

현재는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섬네일 디자인 및 제작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결론 

본 연구는 대표 섬네일 스타일 유형 5 개를 도출하고, 

장르와 국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섬네일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CNN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던 

섬네일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유튜브의 모든 장르에 

대하여, 두 개 국가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향후 연구로써 정의한 분류체계를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분석 방법을 확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강조 텍스트나 꾸밈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하위 유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향후 각 구성 요소의 위치, 크기에 대한 분석이 

수행된다면 구성요소들의 배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섬네일 

이미지 디자인 및 제작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만들 예정이다. 기존의 섬네일 생성 및 

추천 연구는 영상 장면 중 후보 섬네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섬네일 스타일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제약이 있다 [2][8]. 향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섬네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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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ware Identity (SI) is one of the primary software 

strategies to lead information design emphatically. SI 

creates user awareness of software’s philosophy and 

UI/UX through software development; it is, 

therefore, significant that all of a software’s user 

interface and experience design present its identity. 

This study propose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eed for Software Identity (SI), which bridges the 

communication gap between the user and the 

software, and helps increase usability, emotional 

satisfaction. We also explore how SI affects our 

MementoKey (MK) software, and further examines 

what colour scheme phrasing for successfully 

establishing cyber security identity.  

The human-centred design (HCD), in this study, 

involving 60 diverse participants, indicates that our 

prototype, MK could effectively lead users through a 

visualisation and memorisation technique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to create secure passwords 

between pairs of adjectives and nouns. We found out 

that the colour scheme of the software not only 

increased users' trust but also contributed to a 

greater sense of UI design. We believe that colour 

identity is a meaningful study in connection with 

software identity design in the trend of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Keyword 

Software Identity (SI), Colour Scheme, Cyber 

Security, User Interface (UI), User Experience (UX), 

Human-centred design (UCD) 

1. Introduction 

Software Identity (SI) is essentially writing and 

designing UIs for software, with a fundamental goal 

to support and guide the user to navigate through.  It 

is a way the SI communicates and greets to its users. 

The SI design for MementoKey (MK) involves 

visualisation and word-association technique for 

making, memorising and recalling passwords. Our 

user study, involving 60 diverse participants, shows 

that the prototype, MK could effectively lead users 

through a visualisation and memorisation technique 

in human-centered design to create secure 

passwords between pairs of adjectives and nouns. 

We found that the identity design for the software 

MK not only increased participants' trust but also 

contributed to a greater sense of interface design.  

 

1.1 Password Generation System 

MementoKey (MK) is a new way of creating and 

remembering passwords. It is not a password 

manager because the system does not store user's 

passwords at all, not on the cloud, not in their 

browser, not on their computer. After creating a 

password with the prototype, MK, it exists only in 

the user's head – however, using the system, the user 

will have a strong, secure password that is hard to 

forget [1]. 

 

1.2 Identity Design 

Identity design is the first image of the software or 

services that potential user will see and the design 

makes the first good impression for users to look 

further. It is important to show the user side of the 

design to gain their trust and emotional satisfaction. 

Jeong et al (2016) defined that to a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er, typeface design means creating 

text that deliver information to users in the most 

effective way [4]. And user preference is influenced 

mostly by design. In this study, we approach to the 

colour scheme for establishing cyber security identity. 

We tried to create an identity design, particularly a 

colour scheme for Cyber Security uniquely and 

memorably that engages users, in a positive and 

trust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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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Software Identity for Cyber Security 

Software Identity is essentially writing and designing 

UIs and UXs for software, with a fundamental goal 

to support and guide the user to navigate through. It 

points out that the user’s hand is metamorphically is 

held continuously on throughout the journey. The 

Software Identity (SI) bridges the communication 

gap between the user and the software. We have 

examined the recognition of cyber security and 

design preference for the system to be installed into 

the MK software. We have developed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that can emphasize ease of use 

and visual effects, utilising the graphic design 

evaluation methodology. We also made sample sets 

of seven logo designs and 35 variations.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we were able to 

gather user's expectation and their need that reflects 

emotional satisfaction and preferences. 

2.1 Password Managers 

A password manager is a computer program that 

allows users to store, generate, and manage their 

personal passwords for online services [5]. In our 

study, 14% of participants were using password 

managers or had previous use experience, and one of 

the respondents described how bad his memory was, 

explaining that he had used password managers in 

the past, but later he stopped because he could not 

remember the password to access the app.  

 

Figure 1 Collection of the five best password manager 

2018. 

What was interesting in this experiment was that the 

password memorability of the computer users with a 

high proportion of computer work was measured 

relatively low. The less people need to rely on their 

memory, the lower their ability to memorize. 

Other software for password managers that 

collection of the five best password managers 2018 

has had a colour scheme of blue, black, yellow, and 

red (Figure 1). 

2.2 Colour Identity for Cyber Security 

Colour is the most powerful and important element 

when it comes to creating design. It attracts the eye 

and able us to create focal points in our 

compositions. It has the ability to communicate a 

brand’s personality in an instant, without writing a 

single word. [6]. 

In this sense, we analysed cyber security identity on 

colour scheme. Through literature study, we had 

identified six primary colours (orange, red, blue, 

purple, brown, black) that have the meaning of 

security and safety, and we asked participants which 

colours they intuitively associated with a sense of 

secure identity.  

The findings, presented in descending order, were: 

blue (39%), black (31%), red (12%), orange (10%), 

purple (7%), and brown (2%) (Figure 2). 

 Participants said that blue colour reflects security 

and safety and red indicates a warning sign as if 

something had gone wrong. However, the red colour 

identity strongly for security. 

 

Figure 2 Colour concepts for Cyber Security.         

2.3 Reflection the Colour of Security 

The computer screen has motion, sound, and light. 

Therefore, screen testing is essential [2] in a user 

study. Jeong (2005) reported that their user test 

showed the colour preference and sense of colour 

scheme could be different when viewed on th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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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choosing from a single tone, blue (39 %) 

and black (31 %) match have an excellent meaning 

for security. Moreover, we also asked the 

participants to choose a combination of the two 

colours in 15 pairs of colour combinations to see 

how they felt about them (Figure 3). 

 

Figure 3 Colour pairing associated with Cyber Security. 

The set of colour pairs applied to the public key and 

the private key consisted of 15 items. Among them, 

the colour combination that we considered as the 

highest security identity was Blue + black (25 %), 

orange + blue (14 %), red + blue (9 %), orange + 

brown (8 %), orange + black (8 %), blue + purple 

(8 %), purple + brown (8 %), red + brown (5 %), 

Red + Black (5 %), orange + red (3 %), purple (3 %), 

blue + purple (2 %), and purple + brown (2 %).  

And the colour combination, orange + purple turned 

out to be 0 %. As can be seen in (figure 4),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considered the blue/black 

colour pairing are the most associated with the 

security identity. 

 

Figure 4 Comparison on colour pairing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at when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only one security colour, the 

first one was blue, the second one was black, but 

when we compared the preference of two colour 

combinations, a pair of blue and black also came 

first (25 %). We applied colour variation, pairing 

blue and black for the MK interface based on this 

result. 

3. Prototype design  

Emotional Branding makes experiences as an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3] a software identity. 

In this section, we present the Identity Design for 

MementoKey (MK).  

3.1 UI guideline 

Typography needs to blend in with the aspect of the 

software identity design. Although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 had a different nationality and personal 

experienc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esign 

preference and UI execution. UI design preferences 

are as follows (Figure 5) 

.... My eyes are comfortable on a dark background. 
Don't use heavy text; try blur tutorials or 

annotations on the screen.  

.... I prefer a clean background. Because I think the 
blue colour has a meaning of security, its interface 

should be designed. Do not use strong tone colour. 
You can have a colour identity by using the soften 
colour together. …. 

 

Figure 5 UI preferences for Cyber Security, generated by 

the Online Word Cloud generator.  

3.2 UI design 

The use of the prototype begins with the creation of 

a new password after entering a username and a site 

name of the main page. A list of word pairs of 

adjectives and nouns are generated. The adjectives 

form the public key is used as a memento to aid 

recall of the nouns, which are the private key. 

 

4. Conclusion 

Software Identity (SI) is essentially writing and 

designing UIs for software, with a fundament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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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and guide the user to navigate through. It 

points out that the user’s hand is held continuously 

on throughout the journey. The SI bridge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software. 

Identity design is the first image of the software or 

services that potential user will view and the design 

makes the first good impression for users to look 

further. 

We found that a software identity, especially colour 

design for cyber security uniquely and memorably 

that engages users, in a positive and trustable wa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eed of 

software identity, which increases which increases 

usability, emotional satisfaction, and to explore how 

software identity affects the trust of cyber security. 

We were able to get what colour scheme is required 

for successfully establishing cyber security identity. 

And the prototype, MK, shows visualization and 

word-association technique for making, memorizing 

and recalling passwords. Colour identity design for 

the software, MK on cyber security is not just a UI 

design element, which is limited in forming images. It 

is an ideal factor to affect the whole process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and user desire.  

We believe that colour, as an element of identity 

design is a meaningful study connected with software 

identity design in the trend of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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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대면 트렌드가 지속되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디오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는 성우 섭외와 녹음 및 편집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 콘텐츠의 성우 섭외와 녹음 편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가 텍스트와 나레이션을 자동 

분리하고 text-to-speech(TTS) 기술과 음향을 
드래그앤드롭(drag-and-drop)할 수 있는 저작툴인  
<보블(Vovel)>을 제안한다. <보블>은 웹 기반으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목소리와 
음향효과를 추가하여 손쉽게 오디오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툴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의 오디오 

콘텐츠를 쉽게 저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오디오콘텐츠, TTS(Text-to-speech), 저작도구, 음성 

인터페이스  

 

1. 서 론 

최근,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멀티태스킹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는 

스마트 스피커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등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디오 콘텐츠의 
활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디오 콘텐츠는 1) 

사용자의 인지적 부하를 적게 차지하고 2)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티 태스킹 시 사용할 수 있으며 3) 
풍부한 표현이나 감정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1]. 이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는 책을 자주 읽는 
독자들, 자동차에서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 사람들, 
교육용 도구로 활용하는 교사들, 학생들이나 통근 

시간이 긴 직장인들에 의해 활용된다[2]. 

그러나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높은 성우 
섭외의 비용과 녹음과 편집 시간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출판콘텐츠에 의하면, 오디오 북 제작 

과정은 1) 오디오 콘텐츠 선정 및 준비, 2) 나레이터 
선정, 3) 작업 스케줄 확정, 4) 최종 원고 내레이터 제공 
및 협의, 5) 샘플 작업, 6) 녹음 및 편집, 7) 재녹음 및 

편집, 8) 마스터링, 8) 음원 및 효과음 삽입과 믹싱, 9) 
최종검수, 10) 인코딩 이라는 10단계를 거쳐야 한다. 
에는 나레이션, 편집, 마스터링 작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프로듀싱이 필요하다[3]. 300 페이지 분량의 소설에 
대해 성우 섭외 비용에는 약 800-1000 만원이 

소요된다[4]. 이 같은 한계점에 의해 주요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에 오디오 콘텐츠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디오 콘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오디오 콘텐츠의 저작 툴을 제안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 가운데 김태현 외(2013)는 문서를 

편집하는 편집기와 편집된 문서를 변환하는 변환기로 
구성된 저작 툴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저작 툴이 
기존의 종이 콘텐츠를 변환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5]. Punyabukkana 외(2012)는 
자동화된 오디오북을 생성할 수 있는 

ChulaDAISY 라는 오디오북 저작도구를 제안했다[6]. 
이 저작도구는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text-to-

speech(TTS) 기술을 통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제안한 저작도구가 기존의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절차에 비해 생산성을 약 35%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기반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저작할 수 있는 

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TTS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에 TTS 기술을 통해 더빙을 입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소리 스튜디오[7]나 클로바 
더빙[8], 타입캐스트[9], 셀비 TTS[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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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의 쉽고 빠른 제작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책 형태의 

텍스트 특성을 고려한 오디오 콘텐츠 저작도구인 
‘보블’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기반 콘텐츠의 특징인 

나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대사를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TTS 기술 기반의 목소리를 
합성한다. 둘째,  텍스트 콘텐츠 전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화면에서 나레이션 및 등장인물의 목소리, 
음향효과, 음악을 직관적으로 추가하고 통합 
인코딩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 콘텐츠에 특화된 오디오 
콘텐츠 저작도구는 오디오 콘텐츠의 생산성을 기존의 

방식에 비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디자인 원칙 적용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 콘텐츠 저작에서 저작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디자인 원칙은 

프로토타입의 정보구조,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에 

적용된다.  

   

표 1. 주요 디자인 원칙 

디자인 원칙 설명 

1. 나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분류 

“”로 감싸진 대사를 

등장인물의 대사로 자동 

분리하는 알고리즘 구현 

2. TTS 기술을 

적용한 목소리의 

구현 

상용 TTS 기술의 API 를 

적용하여 등장인물의 목소리 

구현에 적용 

3.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한 
목소리와 음향효과 

적용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나레이터와 등장인물에 

목소리 적용 및 음향효과 적용 

4. 전체 음원의 

통합 인코딩 

전체 음원을 하나의 파일로 
인코딩하고 플랫폼 내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능 

 

2.1 나레이션과 등장인물 대사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저작도구 개발을 위해 기존의 연구로부터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였다.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는 지문과 
등장인물의 대사가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디오북의 비지도 클러스터링을 통해 음성을 합성한 
선행 연구에서도 오디오 콘텐츠의 텍스트를 
나레이터의 대사와 등장인물의 대화로 구분하여 

적용한 바 있다[11].  

이를 위해 보블은 지문(나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주어진 텍스트에서 “”로 감싸진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고, 나레이션의 
화자(나레이터)와 등장인물의 화자 각각에 선택적으로 

음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 이러한 분류는 
오디오 콘텐츠로 변환 과정에서 감정이나 연기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가 오디오 콘텐츠를 듣는 과정에서 

내용을 인식하기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2 TTS 기술을 적용한 목소리 선택 

선행 연구에서 오디오 콘텐츠는 텍스트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계 음성 합성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12]. 이것은 

오디오 콘텐츠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보블은 나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목소리에 

상용 TTS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상용 TTS 
서비스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매칭할 수 있다. 최근 상용 

TTS 기술은 목소리의 감정 종류와 세기까지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사용자는 9 가지 
목소리 가운데 자신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나레이터의 

목소리 및 각각의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 나레이터가 읽는 부분은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일괄적으로 전체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 

2.3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한 음향효과와 음악의 

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의 시간 소비와 
반복적인 레이블링 같은 작업에 있어서 드래그 앤 
드롭(Drag-and-Drop) 방식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사진을 레이블링하는 작업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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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단순화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13]. 
사용자들이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여러 

소스에서 음향 효과 및 음악을 찾아서 편집하고 
삽입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동영상에 음성을 더빙하는 프로그램들도 드래그 앤 

드롭에 기반한 인터랙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블은 드래그 앤 드롭 동작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된 음향 효과 및 음악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텍스트 콘텐츠의 오디오 변환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텍스트 콘텐츠 전체 내용을 표시하고, 음향 
효과나 음악을 드래그해서 문장의 끝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해당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음향 효과나 음악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드래그해서 드롭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인터랙션도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2.4 전체 음원의 통합 인코딩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터랙션 디자인의 중요한 원칙은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거롭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14]. 기존에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음향 효과의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고 편집 절차를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보블은 목소리 및 음향효과를 

포함한 전체 음원을 한꺼번에 통합 
인코딩(encoding)하여 하나의 오디오북 형태로 

추출하고 미리듣기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3. 보블: 웹 기반 TTS 적용 오디오 콘텐츠 

저작도구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주요 메뉴는 ‘홈’, ‘보블 만들기’, ‘보블 감상하기’, 
‘서포트’로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홈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확장자가 .txt 로 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그림 2). 업로드된 파일은 
나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대사가 즉시 분리되어 채팅 
화면처럼 화면에 표시되고(그림 3), 그 후 ‘음향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장인물과 나레이터 
목소리 설정 인터페이스와 음향효과 추가 툴 박스가 

표시된다(그림 4).  

 

그림 1 보블 홈화면 

 

그림 2 직접 작성 및 업로드하기 선텍 화면 

 

그림 3 나레이션과 대사 분리 화면 

 

그림 4 음향효과 넣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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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등장인물 및 나레이터 목소리 추가 화면 

 

그림 6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등장인물과 음향 효과를 
매칭한 화면 

 

그림 7 전체 음원을 하나의 파일로 인코딩하여 미리듣기를 
제시하는 화면 

 

4.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해 5명의 다양한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출판사 대표 1인, 작가 2인, 독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가자가 

일대일로 수행하였으며,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 배경과 연구 참여 방법에 대해 
5 분간 설명했다. 이어서 연구 참가자들은 

프로토타입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연구자가 미리 
샘플로 제시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텍스트 
사이에 오디오를 드래그앤드롭하여 음원 파일로 

변환하고 이것을 감상하는 태스크를 10 분간 
수행하였다. 테스크를 수행한 이후, 사용자들은 
텍스트의 채팅형 변환, 목소리의 TTS 적용, 

드래그앤드롭기능, 음원의 통합 인코딩 기능 각각에 
대하여 기능적 가치, 사용 용이성, 효율성, 만족감에 
대한 인터뷰에 응답하였다. 각 기능이 갖는 기능적 

가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으로 응답하였다.  

텍스트의 채팅형 변환. 텍스트를 채팅형으로 변환하는 
기능은 모든 참여자가 기능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5점 만점에 평균 1.7점). 텍스트 중 등장인물의 

대사를 말풍선으로 분리하는 것이 오디오형 변환을 
위한 구분 절차인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오디오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잘 안들려서 확인을 위해 자막처럼 가끔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채팅형 소설 서비스와 혼동하는 참가자도 
있었다(“기존에 출시된 채팅형 소설 서비스와 유사한 

것 같아요.”) 

목소리의 TTS 적용. 목소리의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기능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5점 만점에 
평균 5 점). 2 명의 독자와 1 명의 작가는 목소리가 

기계적일 경우 감정전달이나 몰입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다(“텍스트만 보면 상상을 하기 좋은데 
오디오가 들리면 상상을 깰 우려가 있다. 특히 효과음이 

너무 기계적이면 치명적이다”). 작가는 목소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업로드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임. 아마추어도 어느정도 수준은 잘 만들 수 있게끔 
템플릿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음”). 독자 1명과 출판사 
대표 1 명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배우들이 녹음을 하는 웹소설은 비용적인 
부담이 되었다”, “기존에는 출판진흥원의 지원을 
받아도 오디오북 제작에 약 200 만원이 소요되었다. 

비용이 50만원 정도라면 사용하고 싶다”). 

드래그앤드롭 기능. 모든 사용자들은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목소리와 음향을 추가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5 점 
만점에 평균 4.3 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드래그앤 드롭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작품을 쓸 시간이 부족한데 각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일일이 드래그앤드롭하여 설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일괄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프로 작가의 경우 텍스트를 
쓰기도 벅찬데 오디오와 음향효과까지 작업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인다면 차라리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음원의 통합 인코딩. 전체 음원의 인코딩에 대해서는 

기능적 가치를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5 점 만점에 
3.7점). 참여자들은 이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안정성이라고 언급했다(“변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에러가 나면 안된다”). 목소리와 음향의 통합 
인코딩된 서비스가 특수 고객들에게 보급되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시각장애인, 난독증 환자, 

시력이 낮은 어르신에게 보급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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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오디오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제안하였다. 

저작도구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조사 결과, 목소리 
TTS 의 적용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TTS 의 적용에 따라 어색함이 많이 
느껴지는 소설 장르보다는 비소설 장르를 위한 

저작도구와 공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독자의 
거부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일괄적용 설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ㄹ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향후 오디오 콘텐츠 저작 
도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오디오 콘텐츠 저작을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한 감정가 인식을 통하여 목소리 
감정 종류와 세기의 매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대사 내용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 
목소리의 감정 종류에서 슬픈 감정을 적용한 목소리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등장인물을 
인식하여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대사에 각각 목소리를 매칭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정 종류의 다양한 구분과 
음향 효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계적인 TTS 기반 오디오북의 어색함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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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폐증 아동의 인지 장애는 시공간적 인지 능력을 통

해 인지 재활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의 전통 치료은 시
시공간적 인지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현실 세계

와 가상 세계를 원활하게 결합하는 기술로서 AR 은 풍
부한 시각 정보와 3 차원 인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 할 수 있다 . AR 기술

의 지원으로 자폐 아동이 치료 과정에서 시각 단서와 
공간 단서들을 결합하여 감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
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인지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AR 의 시공간 인지 특성에 따르면 본 연구는 기
존 AR 자폐 아동 치료 도구를 시각 정보 기반 관점과 
신체 움직임 기반 관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기존의 AR 치료 방법은 인지된 대상의 행동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인지환경에서의 공간 컨텍스트의 중요
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각 정보를 물리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전시켰을 뿐이다. 접근 인터랙션은 사람과 다
른 디바이스의 위치, 신분, 운동과 방향 등 공간 정보
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적 컨텍스트

에 기반한 접근 인터랙션을 AR 인지 훈련에 활용하면 
자폐아동은 변화하는 인지 상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다.  

주제어 

증강현실, 자폐증,인지 재활, 접근 인터랙션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폐증으로도 알려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는 
사회적 장애, 언어 발달 지연, 제한적인 관심과 특정 행
동을 반복하는 상동증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

달 장애이다. 자폐증 환자들은 어린 시절에 과민성, 충
동성, 타인과의 눈 접촉 감소, 소리에 대한 무 반응 또

는 과도 반응과 같은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여준다. 최
근 몇 년 동안 자폐증은 희귀 질환에서 유행병으로 바

뀌었고 전세계적으로 자폐증의 발병률이 끊임없이 증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폐증 연구에 관한 문헌 자료
에서는 자폐증 환자에게 있어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높은 발병률과 거대한 자폐증 환자 
집단에게는 어린 시절에 적절한 개입 치료를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복잡한 병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련된 

특효 약물은 없으며, 자폐증 치료의 핵심은 교육 훈련
과 행동 개입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관
리, 인지 능력, 사회 활동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인터넷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 태블릿 컴
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디지털 형태의 자폐증 치료에 대한 탐구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증강 현실(AR)은 자폐증 아동
의 치료에 있어 우수성을 갖춘 잠재력 있는 기술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개입 치료에 활용하고 있
다. Kurniawan （2018）등의 연구은 자폐증 치료에 
간단한 AR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아동의 동기 부여와 

주의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AR 은 하이브리드 인터랙티브 공간을 만들 
수있는 기술로서 자폐증 치료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

직 초기 단계이며 자폐아동에게 적합한 AR 인터랙션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지에 대한 토론도 거의 이
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R 의 응용 잠재력을 강화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자폐아동의 인지 재활에서 AR 의 잠재력을 더욱 발전

시키고, 자폐아동의 특별한 인지 심리 특성에 인터랙
션 방법을 적용시키며 인간-컴퓨터 인터랙션의 효율
성과 자연스러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시공간 

인지와  조기 개입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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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AR 기반 자폐아동 치
료 사례를 수집하고 기존 AR 인터랙션이  인지 재활에

서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AR 기반 자폐증 
치료에 있어서 접근 인터랙션 디자인(Proxemic 
Interactio)의 적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폐증 인지 발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시공간적 인지 및 자폐증 재활 

2.1 시공간적 인지 

사람은 객관적 사물에 대한 감지, 사고 등의 인식 활

동을 통해 인지를 발전시킨다. 자폐증의 본질은 인지 
장애다. 인지 장애가 있는 자폐 아동은 학습, 기억 및 
사고 판단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다. 예를 들면, 주의력이 분산되기 쉬움, 다
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 표정을 모방하지 못함, 말을 
하지 못하는 등이다. 한편, 언어 소통, 작업 실행, 사회

적 소통과 같은 복잡한 인지 활동은 모두 시공간적 능
력(visual-spatial ability)의 영향을 받는다(Gyselinck, 

V., & Meneghetti, C. 2011, Hellendoo et al. 2015 ). 

시각 처리(Visual processing)는 개체의 모양, 길이, 
크기, 색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식하
는 대부분의 외부 정보는 시각적 채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각적 정보의 형태는 특정 물리 공간에 의존
한다. 공간 인지(Spatial cognition)는 물리 공간 내 사
물의 각 부분 사이의 깊이, 거리, 위치 등의 공간 관계

와 운동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Kreutzer et 
al,2011). 이는 객관적 시각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Johnston(2004)은 사람들이 

심적 회전 작업(mental rotation)이나 공간적 탐색 작
업(Spatial search)을 수행할 때 인지 제어에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변화 가능한 공

간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시각적 자극-지각-
인지 과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간 컨
텍스트를 기반한 시각 정보 학습은 뇌 기능을 자극하

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감각을 통합시키고 사물에 
대한 감지와 행위에 대한 예측을 유도하며 적응 반응
을 나타내게 한다. 시각 처리와 공간인지의 상호 작용

은 시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켜 아동의 인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지 재활을 위해 물체를 식별하고 
터치하며, 움직임과 시각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자폐

아동의 시공간적 능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 

2.2 자폐증 조기 개입 

조기 개입(Early Childhood Interventio)은 자폐증 

재활의 주요 방식으로 자폐아동의 병증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종합한 후 적절한 조기 관여 방법

을 결합하여 훈련한다.  

치료 목적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집된 일반
적인 치료방법을 1)행동 개입, 2)의사 소통/언어 개입, 
3)사회성 능력 개입, 4)감정/지적 개입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시공간적 인지 특징이 있는지

를 표 1 과 같이 고찰하였다. 

표 1. 일반적인 자폐증 재활 치료 

유
형 

치료법 개요 시공간인지 

행

동 

개

입 

응용행동분석

（ABA） 

목표 과제(언어·모방·사회적 교제)를 일

련의 단계로 분해하여, 매 행위 단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복잡한 행위를 형성

하게 된다. 

없음 

구조화된 교수
(TECCH) 

시각적 힌트를 이용하여 개별화된 학

습 계획을 통해 자폐아동의 개인 업

무 시스템과 습관을 돕는다. 
형상,크기 

의

사 

소

통

/

언

어 

개

입 

그림 교환 의사
소통체계

(PECS) 

시각적인 카드의 기능적 활용을 통해 

자폐아에게 의사표현을 위한 도구 제

공한다. 
형상,크기 

음성발현체계

(SGD) 

음성 장치와 음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소리를 내어 자폐아가 의사 소

통할 수 있도록 한다. 

없음 

사

회

성 

능

력 

개

입 

관계 발달 중재
(RDI)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타인과의 연결과 상호작용

을 느끼게 한다. 

형상, 크

기,체적 

상황 이야기

(social stories) 

시각 효과와 서면 텍스트를 통하여 

자폐아가 사회적 상황 (예 : 사회적 

상황에서 등장 인물, 내용, 시간, 장

소 및 이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형상, 크

기, 체적 

감

정

/

지

적 

개

입 

감각 통합 치료
(Sensory integ
rative therapy) 

감각 (시각,청각,촉각,후각) 자극 입

력을 제어하여 어린이가 이러한 감정

을 통합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형상, 크

기,체적，

움직임 

관계 중심 
접근법(Floorti

me) 

바닥에 앉아 여러 가지 놀이로 아이

들과 교감하게 한다. 

형상, 크

기,체적, 
움직임 

 

행동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은 대부분 언어 지
령을 통해 실시되며 시공간적 능력은 거의 활용되지 않
는 것을 볼 수 있다. 자폐아동이 일반인보다 시각적 자

극에 대한 수용도가 강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 사회 적 
능력, 감정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대체적으로 
시각적 인지에서의 크기, 색채, 모양 등 시각 기호를 강

화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각 기호의 입체화와 공
간화, 그리고 공간 운동에서 시각 인지의 자극을 어떻
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아직도 단

일한 시각 정보에 의존하여 훈련한다. 

관계 중심 접근법과 감각 통합 치료(de Boer, S. et 
al. 2004)는 공간 운동을 통해 인지 훈련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단점이 있다.관계 중심 접근법은 주로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아동과 소통하기 때문에 모든 상호 작
용 형태는 물리적 움직임 변화로 제한되고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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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 아동은 평균대 등 도

구로 감각통합 훈련을 할 때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2. 공간 운동 기반 자폐증 재활 치료의 한계점 

치료법 공간적 요소 훈련 매체 한계점 

감각 통합 치료 운동 균형 
스윙,그네,흔들 안락 

의자, 평균대 
안전 위험 

관계 중심 

접근법 
운동 균형 제스처,동작 

상호 작용 모드는 

물리적 동작으로 

제한됨 

 

3. AR 기반 자폐증 인지발달  

새로운 기술로서 AR 은 공간 운동에서 전통 재활 
치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 
할 수 있다. 치료 효과는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때 

사용자가 AR 환경을 이해하는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AR 의 인지 특징을 발굴하는 것이 AR 
시스템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1 AR 환경 내의 시공간 인지 특징 

Salazar (2015)가 제안한 AR Interaction 

Model 에서의 환경(Environment)은 가상 요소를 
인식되는 실제 물리 세계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AR 의 특수 속성으로 인해 사용자 

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인터랙션과 구별되는 인지를 얻게 된다: 

1)  시각의 공간성 

AR 은 이론적으로 모든 지각 채널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는 대부분 
시각적이다. Depth cue 을 사용하여 무늬, 그림자, 

조명의 렌더링 등의 방법으로 시각 자극을 강조하고 
가상 대상의 상대적 크기, 차단 관계, 재질, 투시 등을 
통해 가상 시각 정보에 대한 깊이 지각을 형성 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AR 환경에서는 가상 도형과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포착한 공간의 맥락에서 AR 이 제시하는 가상 시각 

정보에서 그들의 위치와 거리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2)  운동에서의 시공간적 감지 

기술 특성으로 인해 AR 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공간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적응형（self-adaptation） 
모바일 AR 시스템에서는 3 차원 공간 및 1 차원 

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외에도 내츄럴 인터랙션의 
시뮬레이션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더 이상 데스크 톱의 
메타포, 마우스 클릭 및 인터페이스의 버튼을 통해 

경험을 촉발시키지 않으며 움직이는 동안 감각 및 신체 

경험으로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가상 정보에 대한 
인식은 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공간 감지는 모든 인터랙션 경험을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유발시킨다. 

위와 같은 AR 환경에서의 인지 특징에 따르면 AR 

시스템이 인터랙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환경을 
통해 시각과 공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시공간적 
지식을 보여주는 데 우수성을 가지므로 시공간적 

인지에 있어서 적합한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다. 

3.2 AR 기반 자폐증 인지발달 사례 고찰 

자폐 아동은 3D 환경에서 AR 정보에 대해 더 나은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시공간 지식이 AR 기술로 
만들어진 몰입식 학습 환경을 통해 인지, 검증 및 활성
화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AR 의 시공간적 인지 특성

에 따라, 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된 AR 기반 자폐증인
지 훈련 사례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1) 시각적 정보를 기반한 인지 관점; 

 

그림 1 유형 1 의 특징과 한계점 

시각적 형태 정보를 기반한 사례는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시각 형태로 

공간감이나 입체감이 있는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 정보는 흔히 정보량, 표현 형태, 위치 
조합에 중심을 두는데 텍스트, 2D 그래픽 과 3D 

그래픽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자폐 아동이 가상 
데이터를 실제 위치와 연결 시켜 물리 세계의 임무를 

파악하고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3. 시각적 정보를 기반한 AR 자폐증인지 훈련 사례 

사례 치료 화면 입력  출력  

PECS 
(Kurniawa,2018

) 

 

Image tracking 3D 이미지 

표정 게임

(SKBhatt,2014) 

 

Colour detection 

& tracking 
2D 이미지 

social 
stories(Che,2014

) 
 

Image tracking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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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nd 
Play(Bai,2007) 

  

Image tracking 3D 이미지 

Functional life 
skills(Cihak 
D.F，2016） 

 

Image tracking 비디오 

 

치료 결과를 보면 시각 정보에 기반한 AR 치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AR 정보에 대한 
주의력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지 활동의 본질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자폐아들은 특정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주의력을 완전한 학습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위에 사례는 시나리오 학습을 창제함으로 공간 인지 
능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특징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시각적 정보를 물리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전시켰을 뿐이다. 

(2) 신체 움직임에 기반한 인지 관점 

 

그림 2 유형 2 의 특징과 한계점 

시각적 형태 정보를 기반한 사례 중 자폐 아동이 

데스크 톱에서 제한되어 있어야함과 달리 신체 
움직임에 기반한 사례는 사용자의 신체 운동, 위치 
이동을 통해 가상 정보와 상호작용을 한다. 모든 가상 

정보의 촉발과 수행은 대상자의 운동 행위에서 

비롯된다. 

표 4. 신체 움직임에 기반한 AR 자폐증인지 훈련 사례 

사례 치료 화면 입력 출력 

증강돤 거울 

(Casas, X, 2012) 

 

Motion 

tracking 

2D 이미

지 

숫자 게임 

(Antão,2020) 
 

Motion 

tracking 
텍스트 

Mobis  

(Escobedo,2014) 
 

Image 
tracking 

2D 이미
지 

 

동작 추적을 통해 자폐아동은 AR 정보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고 시각적 감지에 따라 가상 

물체를 조작하도록 행동을 조정한다. 그러한 경우의 
인터랙션 언어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터랙션 

범위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게 된다. 그러나 자폐 
아동은 주의력 결핍으로 같은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곤해지면 훈련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Mobis(Escobedo ,2014) 는 모션 추적 기반한 
사례와 달리 공간 안의 물건을 찾고 식별하도록 
유도하기를 통해 공간 위치 개념을 도입하였다. 활동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의 내츄럴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하지 않았고 AR 정보를 물체에 

간단하게 중첩할 뿐이며 피드백 또한 매우 단일하다.  

자폐증 훈련에서 AR 을 도입한 목적은 인터랙션 
환경 속에서 자폐아들과 실제 세계에서의 가상 
물체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에 두 가지 유형의 사례가 정보 
입력과 피드백에 대해 모두 감지된 대상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터랙션 그대로 

이식하여 개선했을 뿐이며 AR 환경에서 공간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AR 치료가 
컨텍스트의 변화를 신속하게 피드백하고 자연스러운 

상황 학습을 만들어 주어 학습내용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AR 기반 접근 인터랙션 디자인 

인류학 학자 Edward Hall(1969)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대인 관계와 공간을 Proxemic 으로 

정의했다. 마치 Proxemic 이론에서 일정한 공간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디바이스와의 인터랙션에서 인간의 사회 패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일부 연구들은 거리를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 삼으려고 
시도하였다 : Lean & zoom 시스템(Harrison,2008)은 

카메라로 사용자가 모니터에 대한 접근 정도를 감지한 
다음에 비례에 따라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대한다. 
사용자나 디바이스가 고정된 구역에 들어가서 명령을 

촉발하고 서로 다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은 접근 
인터랙션(Proxemic Interaction)이다. 접근 
인터랙션은 AR 을 매개체로 사람과 다른 디바이스의 

위치, 신분, 운동과 방향등의 공간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간 작업을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는 작업과 함께 고려할 때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Holly A,2013). 그리고 대부분의 자폐 
아동은 시공간 형태의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다(Sidor,2010). 본질적으로 AR 은 시각,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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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인 정보 조합을 통해 자폐아동의 인식 활동을 

향상시켜주는 공간 경험이다. 

한편 자폐증 아동의 주의력 분배 특징으로 인해 AR 
치료 시스템이 더욱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마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뜻한다. 
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 인터랙션을 AR 
인지 훈련에 활용하면 자폐아동의 변화하는 공간 

상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정보를 기반한 AR 자폐증 훈련 시스템에서는 아동이 
원래의 인터랙션 데스크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감지하면 새로운 공간 환경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모드가 제공되며, 이러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모드는 
거리, 관람 방향, 상호작용의 순서, 정보량, 정보 표현 

등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사용환경에 적응하고 
자폐아동의 분산된 주의를 다시 끌어내서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AR 시스템은 아동의 

공간 위치가 변할 때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경험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AR 과 아동의 인터랙션하는 모든 
순간은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동시에 접근 인터랙션은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적이고 표현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적합할 수 있다. 
식별 작업, 시각 탐색(visual search), 경로 기억(rote 
memory)과 같은 시공간 능력 훈련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체 움직임에 기반한 AR 
훈련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는 아동과 가상 
대상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간 내 잠재적인 정보를 

얻고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접근 인터랙션 이론에 따라 자폐아동의 주의력 
특성을 결합하여 AR 자폐증 치료 시스템에 사용되는 

접근 인터랙션 UI 의 디자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5. 결론 

현재 AR 내 인터랙션 디자인은 콘텐츠 자체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와 
인지 도구가 정적인지 또는 움직이는지에 관계없이 

움직임 및 깊이감 등의 시각적 전략은 자폐아동의 개념 
이해 및 감정에 대한 인지 학습을 촉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움직임과 공간감 등의 시각적 형태는 

AR 에서만 수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치료 
대상자의 치료 진행과정에서 공간 위치의 상대적 변화 
등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AR 치료는 3 차원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인지 활동은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가상 
컨텐츠를 환경과 치료 대상과 스마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AR 디자인은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형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과 위치 등 공간적 분야도 

고려해야 한다  

접근 인터랙션은 공간 컨텍스트 차원 (거리, 방향, 
이동과 위치)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접근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AR 인지 재활 도구가 

개선될 수 있다: 

  1. 치료 대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 공간을 

확장함: 고정된 플랫폼이 필요한 정적 치료에서 자폐 
아동은 발달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없고, 
이상 행동으로 훈련 장소를 떠날 수 있다. 훈련 중단을 

막기 위해 AR 은 자폐아동의 위치에 따라 훈련 
콘텐츠를 보여주며 훈련 플랫폼을 고정된 장소에서 
공간내의 각 구석으로 확대하여 단일한 훈련 

시나리오보다 더욱 적응성이 있을 것이다. 

    2. 공간 이동 중심 AR 치료의 인터랙션 경험을 
풍부하게 함: 3 차원 공간에서의 방향 및 시각 탐색, 

자세 및 운동 제어, 물체 움직임 인지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서, 접근 인터랙션을 이용하면 시각 형태 
(텍스트->이미지) 및 콘텐츠 (2 차원 그림->3 차원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인터랙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치료 시간과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AR 안경 등 사용자의 손을 해방시키는 모바일 
기기가 계속 개선되면서 거리 기반 접근 인터랙션은 
앞으로 AR 의 중요한 인터랙션 전략이 될 것이다. 

AR 에서 접근 인터랙션의 응용은 거의 없으며, 현재 
AR 인지 요법은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 요소가 자폐 아동 재활에 미친 영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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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R 인지 재활 교육에서 

접근 인터랙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Z. Bai, A. F. Blackwell & G. Coulouris, 
(2015)"Using Augmented Reality to Elicit 
Pretend Play for Children with Autism," in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 21, no. 5, 598-610. 

2. Kreutzer, JeffreyS. DeLuca, John. Caplan, 
Bruce.(2011) Encyclopedia of Clinical 

Neuropsychology. Springer New York. 2011. 

2654-2654  

3. Johnston, S., Leek, E. C., Atherton, C., Thacker, 
N., and Jackson, A. (2004). Functional 

contribution of medial premotor cortex to 
visuo-spatial transformation in 

humans. Neurosci. Lett. 355, 209–212.  

4. Barnes, K.A., Howard, D.V., Howard Jr., J.H., 

Gilotty, L., Kenworthy, L. (2008). Intact implicit 
learning of spatial context and temporal 
sequences in childhood autism spectrum 

disorder. Neuropsychology, 22, 563-570. 

5. Nancy Bagatell. (2016). The Routines and 
Occupations of Families With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 1: 49–

59 

6. Kurniawan, Ichwan. (2016). Multimedia 
Augmented Reality With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7. 102-106.  

7. Bhatt, S.K. & Leon, N.I. & Al-Jumaily, Adel. 
(2014). Augmented reality game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n Smart Sensing and 

Intelligent Systems. 7. 519-536.  

8. L. Escobedo, M. Tentori, E. Quintana, J. Favela 
and D. Garcia-Rosas, (2014),”Using Augmented 

Reality to Help Children with Autism Stay 
Focused," in IEEE Pervasive Computing, vol. 13, 

no. 1, 38-46 

9. Casas, X., Herrera, G., Coma, I., & Fernández, 

M. (2012). A Kinect-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10. Harrison, Chris & Dey, Anind. (2008). Lean and 

zoom: proximity-aware user interface and 

content magnification. 507-510.  

11. Li, Xiangdong & Chen, Wenqian & Wu, Yue. 
(2019). Distance-driven User Interface for 

Collaborative Exhibit Viewing in Augmented 

Reality Museum. 42-43.  

12. Holly A. Taylor, Tad T. Brunyé.(2013). The 
Cognition of Spatial Cognition: Domain-

General within Domain-specific。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Academic Press,58, 

77-116. 

13. Sidor, M. (2010).Comparison of two visual-

spatial tasks in children with autism. Ann Arbor: 
The William Paterson University of New 

Jersey.33 

14. Hall, E. T. (1969).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5. Hellendoorn, A., Wijnroks, L., Van Daalen, E., 
Dietz, C., Buitelaar, J. K., & Leseman, P. (2015). 
Motor functioning, exploration, visuospatial 

cogni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9, 32-42. 

16. de Boer, S. R., Griswold, D. E., Myles, B. S., 

Byrd, S. E., Ganz, J. B., Cook, K. T., ... & Adams, 
L. G. (2004). Autism spectrum disorders: 
Interventions and treatments for children and 

youth. Corwin press. 

 

Proceedings of HCIK 2021

- 302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APP 개발
A Study on the Service Design for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of Online Club Open House APP

공저자
심 온

SHIM ON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simmons@yonsei.ac.kr 

공저자
허연실

Hur Yonsil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yhur1@yonsei.ac.kr

교신저자
김현경

Hyoun Kyoung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hyounkim&yonsei.ac.kr

교신저자
백준상

Joon Sang Baek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부교수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joonsback@yonsei.ac.kr

제 1저자
김태련

Taeryun Kim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taeryun314@yonsei.ac.kr 

공저자
왕가기

Jiaqi Wang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Jqwong115@gmail.com

공저자
임수한

Soo Han Im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soohanim96@gmail.com

요약문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 발달단

계인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대학생들

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진로 및 직업 또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최근 COVID-19 로 인해 비대면 상황

이 장기화되며 대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접목시켜 신입생, 재학생, 학교운영진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needs)를 확인 및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및 앱 개발을 진행하였

다. 이후 시범적 실행과 평가를 통해 활용성을 검증하

고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성인 진입기 대학생, 정신건강, 사용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1. 서 론

최근 발달학적인 관점에서 후기 청소년기에서 나아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인 '성인 진입기

'(emerging adulthood)의 시기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rnett, 2000; Shiner et al., 2002; Roberts et

al., 2004).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연장, 다양한 직업적·사회적 역할의 탐색, 자아 정체

성의 실제적인 적용 및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시기를 보냈는지가 한 인간의 전생애

적이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된 바 있다( Arnett et al., 2014; Steger et

al., 2009).

새로운 발달단계를 제안한 Arnett(2000)이 제시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가능성의 시기이지만, 불안

정한 시기이고,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를 맞이한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된 연구들

에 따르면 대학교를 진학한 성인 진입기에 있는 학생

들의 경우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불안을 호소하며, 심화

될 경우 우울이라는 병리학적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

음이 조사되었다(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또

한 그들이 당면하게 될 현실적 과제인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의미 있는 수의 연구 대상자가 우울 및

무기력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우리나라의 경

우 높은 대학 진학률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대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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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한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진로 및 직업 또는 학

업성취와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

다. 최근에는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어 모든 강

의 및 교내·외 활동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중단되면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급격한 변화들 속에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다.

대학생의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동아리 참여 및 활동

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은

성인 진입기에 새로운 공동체의 진입과 의미의 탐색

이라는 관점에서 한 개인의 발달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윤창국, 이혜선, 2014). 동아

리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학습 관련 동기화, 성취

지향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옥분, 2018), 자기 성취감을 높이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사회 지

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

다(오세이, 2013). 아울러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

적응 전반 및 진로 준비 관련 행동과 관련해서도 바람

직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윤영

미, 2013). 종합해보면 동아리 참여는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삶의 전반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알 수 있다(김재운,

2006; 문기훈, 박용범, 2019; 최현욱, 이민석, 2019).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화 되는 비대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

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학생 동아리 활동에 새로

운 방향을 제안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어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정신겅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2. 본문

본 연구는 사용자의 문제를 보다 정성적, 정량적으로

탐구하고,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인 더블 디자인 모델을 활용하였다. 더

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확산과 수렴 단계로 구성된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연결된 형태로, 사용자 중심으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있는 경

험을 제공하여 서비스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이다.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Discover), 문제

를 정의하는 과정(Define),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

어를 발전시키는 과정(Develop), 디자인한 서비스의

결과를 도출하고 전달하는 과정(Deliver) 순으로 총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Discover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

한 기대감 양상과 보다 자세한 니즈를 파악해보기 위

하여 연세대학 학부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

집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Define 단계에서는

Discover 단계에서의 통계 결과를 토대로 학생, 총동

아리연합회, 학교행정팀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해 동아리 신입생과 임원진 그리고 총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해 총 7명의 인터뷰의 과정을 거

쳐 페르소나(Persona)를 설정하여 사용대상자를 구체

화한다. 또한 아이디어의 발상 및 발전을 위한 기술

시연 미팅을 진행한다. Develop 단계 에서는 컨셉과

디자인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Service Blueprint 와

Value Proposition Canvas 기법 그리고 동아리 구성

원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고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liver

단계에서 최종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후 실행

하고 효과성을 검증한다.

그림 1 British Design Council 의 Double-diamond model

2.1 사용자 중심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일차적 분석의 목적은 COVID-19 으로 인

해 변화된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대학생의 기대

(expectation) 및 요구(needs)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연세대학

교 신입생 20 학번 총 3,919 명이며, 입학 전 그리고

COVID-19 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전면화가 이루어

지기 전 시기인 2020 년 2 월에 설문지 형태로 조사되

었다.

분석 항목은 “신입생이 대학 생활에 거는 기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총 22 문항이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SPSS 25.0 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인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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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성

분 분석(추출방법) 및 베리맥스(회전방법)의 설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식의 인자 추출을 시도하였다. 분

석결과 20 학번 신입생들은 학교 입학 전 동아리 활동,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및 교과외적 신체·문화 활동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러한

교과외적, 정서적 기대들은 2020 년 1, 2 학기

COVID-19 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전면화

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추측에 도달케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 학번 신입생들의 동아리 활동,

대학교에서의 인간 관계 형성, 그리고 교과외적 활동

의 부재로 인한 무기력감을 해소시켜 주고 더 나아가

대학 생활의 적응도 향상 및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이다.

2.2 페르소나(Persona) 설정

사용자 중심 데이터 분석에서 도출한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 및 요구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

자인 동아리 임원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2가지 유형의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신입생의 경우, 비대면 시기

와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유대감 및 친목 도모에 대한 요구가

총족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아리 참

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여 인간관계를 넓

히고 싶다는 목적 및 욕구가 있다. 동아리 임원의 경

우, 동아리 모임 및 활동 운영이 제한적이고 신입 부

원 모집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많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비대면 시

기에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자 하는 욕

구가 있다.

그림 2 페르소나(Persona) 유형 분석

3.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컨셉 도출

3.1 The value proposition canvas

동아리 신입생 및 임원진들의 가치 제안 캔버스를

(Value Proposition Canvas) 이용하여 서비스 컨셉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

게 가치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포지셔닝 되

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툴이다.

Define 단계에서 설정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한 사

용자 프로파일 및 가치 제안은 아래 그림 3과 그림 4

와 같다.

그림 3 사용자 프로파일(custom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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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3.2 서비스 컨셉 도출

사용자 프로파일에 의해 도출한 서비스 컨셉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동아리 가입을 원하는

2020 학년도 신입생 측면으로 현재 일방적인 정보전

달 서면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박람회와

달리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를 통해 동아리에 대

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간편하게 가입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및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동아

리 홍보와 활발한 활동 유지를 원하는 동아리 임원진

측면으로 현재 COVID-19 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

들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를 통해 사진, 영상, 음악, 자유게시판, 실

시간 채팅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고 고정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점점 더 발

전된 방식으로 동아리의 활동과 개성을 어필할 수 있

으며 온라인을 통해 제출된 가입신청 서류를 보다 용

이하고 편리하게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다.

4. 서비스 제안 및 검증

서비스 컨셉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은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근거로 주요 기능에 관한 화

면 프로토타입을 그림 5와 같이 설계하고 이를 잠재

사용자에게 제공한 후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4.1 APP 설계

서비스 APP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 전

단계에서 캐릭터 생성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

여 등록한다. 사용 중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탐색하고

자 하는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다. 신입생 사용자는

선택한 동아리의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캐릭

터를 매개로 이동하면서 관심있는 동아리 홍보물과

동아리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

아리 가입을 원하는 경우 APP 을 통해 바로 가입신청

을 할 수 있다. 동아리 임원 사용자는 동아리 특성과

개성에 맞게 오픈하우스 구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

료를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추후 기술적으로 VR

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또한 APP 사용자들은 채팅

및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설계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동아리 신입

생, 동아리 임원진 인터뷰를(n=10) 통해 필요정도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5 서비스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

그림 6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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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 차 MVP 테스트(test)

1 차 MVP 테스트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총

30 명의 학부생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설문은 기본 인적사항, 동아리 정보

관련,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온라인 동아리 방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3가지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0 년도 진행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COVID-19 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으

로 진행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1 차 MVP 테스트 참여자 정보

22 (73.3%) 7 (23.3%) 1 (3.33%)
온라인
활동

있다 없다 모른다
17 (56.7%) 13 (43.3%)

오프라인
활동

있다 없다

11
(36.7%)

6 (20%)
4

(13.3%)
9 (30%)

직급
임원

일반
부원

신입
부원

20 학번

10 (33.3%) 8 (26.7%) 12 (40%)

거주

상태

자취 본가(서울)
본가

(서울 외)

1 1 1 3 4 12 8
학번

13 14 16 17 18 19 20

문항 선택지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었다.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는 게시 되어 있는 동아리 홍보물 탐색 외

에도 음성 대화, 감정표현, 동영상 공유, 웹페이지식

정보 제공(링크), 실시간 채팅, 동아리 가입 , PPT 를

사용한 회의, 포토존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물어보았다. 모두 총점 5점에서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활용도 측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리 운영과 활동면에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 46.7%가 ‘다소 도움이 된다’, 23.3%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많은 참여자

들이 온라인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판단하

기 떄문에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후 5가지 분야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정보 습득 영역 4.4 점, 정보 교류 영역 4.1 점,

그리고 친목 도모, 인간 관계, 진로 탐색 영역이 3.5

점의 영향 끼친다고 응답하였다. 즉, 온라인 동아리

오픈하우스 친목 도모, 인간관계, 그리고 진로 탐색보

다는 동아리에 대한 정보 습득과 대학 생활 관련 정보

교류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 의향에 대한 문항의 경우 평균 3.7 점의 점수를

받았다. ‘보통’ 정도의 사용 의향을 제외 후 분석 결과

56.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16.7%가 부정적

으로 답변하였다. 전체적 평균으로 보았을 때 사용 의

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긍정과 부정의 결과만 보았

을 때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여준 참여자 수가 더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2. 1 차 MVP 테스트 결과(n=30)

사용
의향

1 4 8 8 9

진로 탐색 0 5 10 11 4
인간 관계 0 5 10 9 6
정보 교류 0 1 6 13 10
친목 도모 0 5 11 8 6

영
향

정보 습득 0 0 2 14 14

도움
정도

0 5 4 14 7

온라인 동아리 가입 0 1 8 9 12
실시간 채팅 기능 0 0 3 10 17
정보 제공 기능 0 1 6 12 11활

용
도

동영상 공유 기능 0 0 4 13 13
문항 세부 문항 1 2 3 4 5

4.3 2 차 MVP 테스트

2 차 MVP 테스트는 연세대학교 영화 감상 중앙동아

리 ‘빛 그림자’ 총 5명(부원 3명, 임원 2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검증 과정으로는 우선 자유롭게 APP

을 경험하고 30 분 동안 가상공간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탐색이 진행된 직후 사전에

제작된 온라인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

한 실제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

문지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제공된 서비스의

세부 항목 (5 점 척도: 1-전혀 도움 안 됨/ 5-매우 도

움이 됨)에 대한 효용성 및 가장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응답을 요구

하였다. 설문지는 1차 MVP 테스트에서 수집된 학생

들의 요구를 범주화 하여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효용

에 관한 질문을 심층화와 실증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 구체적으로는 1) 동아리 관련 정보 획득, 2) 동

아리 부원 간의 친목 도모 3) COVID-19 상황에 비

대면 동아리 활동의 세 영역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상 공간 온라인 활동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에 대한 참여자의 높은 흥미도 및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 동아리 활동

을 위해 제공된 일곱가지의 기능, “로비 기능”. “미팅

기능”. “포토존 기능”,“아바타 기능”, “ 프리젠테이션

기능”, “투표 기능”, “ 감정-의사 표현 기능”에 대해

서 동아리 관련 정보 제공,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 그

리고 COVID-19 비대면 상황에서의 동아리 활동 전

반에 대한 세 영역 모두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높

은 만족도 점수(4.15)를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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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 차 MVP 테스트 캡쳐 화면

5.결론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

하여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직접 분석해보고 이를 지

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

구는 하나의 동아리만을 대상으로 최종 MVP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

은 의의가 있다. 첫째, 신입생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

해보지 않고도 다양한 동아리의 정보를 자세하게 파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동아리 선

택을 돕는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정

서적 유대감 및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운영상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리에게는 다양한 방법으

로 동아리를 홍보하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가입신청이 간편하고 관리가 체계적이

고 용이하다는 점과 온라인의 특성상 관리자가 동시

에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등록하여 동아리의 활동

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아리 관련 홈페

이지들과 달리 동아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

의 가상 공간이 고정적으로 제공되어 이후 점점 발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의 기술적인 측면을 발전시킨다면 실제 사용

자 얼굴의 캐릭터 등록, 정교한 가상공간 커스텀, VR

과 AR 활용, PC 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호환과 같

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는 초기 서비스 컨

셉을 제안하는 단계이므로, 이후 여러 번의 디자인 프

로세스를 반복하여 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로부터 발전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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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생활을 

보낸다. 이러한  운동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운동 관리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은 컨텐츠 부실 및 사용성 등의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하기 위해 필요한 
게이미피케이션 전략 요소를 찾아내고, 그 요소들을 
실제로 ‘두잇두핏’ 피트니스 프로그램 디자인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능동적 운동 참여를 유도하며, 

몰입, 사용성,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게이미피케이션, 헬스케어, 피트니스,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2016 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35.4%가 운동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을 하며 
보낸다. 이러한, 현대인의 줄어드는 운동량과 바쁜 

일상,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건강 해결책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기반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특히, 헬스 
케어 애플리케이션 사용 리포트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의 
25.3%이며, 그 이유로는 콘텐츠가 불만스럽거나 
사용이 불편하여 한 번 다운받은 후 삭제한 사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사용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한 지속 
가능한 피트니스 앱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사용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적용한,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통한 몰입 및 사용성, 편의성을 제공하는 

두잇 두핏 (Do IT Do Fit) 이라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2.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서비스에 있어 지속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가장 큰 두 이유는 ‘동기부여 부족’과  

‘의지 상실’로 알려졌다 [2].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를 재정의해 보면, “유희성 목적을 
갖고 비게임분야에 게임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동기유발을 증진시키고 몰입을 유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3]. 특히, 위에 
언급한 피트니스앱의 본질적인 어려움인 동기 및 

의지 부족은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의 전략을 통해서 
해결하여,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은 

비즈니스 달성을 위해 비게임적 맥락인 “피트니스 
분야”에 게임적 사고와 게임 메카닉스를 사용하여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몰입 시키고 능동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3. 관련 연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맵핑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보상체계, 운동 다양성 등을 

고려한 ‘흥미 요소’ 기준으로 실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내외 기존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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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지셔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국내외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맵핑 

문헌 조사는 게이미피케이션, 피트니스, 운동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 5 년 동안 발표된 논문을 살펴 

보았다. 문헌 조사의 목표는 지속 사용 가능한 성격을 
띠는 세부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대화시켜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5 년동안 논문을 검색한 결과는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1 차 선정한 선행연구 리스트 

논문 제목 저자 요소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전략이 사용자 몰입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5]. 

김영준 
(2019) 

보상, 도전, 
경쟁, 관계, 

접근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운동증진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전략 연구[6]. 

박윤하 
(2016) 

보상, 성취, 
도전, 경쟁 

게이미피케이션 MDA+ 기반 
대학도서관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한 연구[7]. 

김성훈 
(2019) 

경쟁, 접근, 
자기표현 

표 1 에 제시한 3 개의 대표 논문을 요소별로 
구분하였고 더불어 대표 논문에서 직접 인용한 

논문들을 2 차 선별하였다. 세부 선행연구 리스트와 
해당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1 차 선행연구와 2 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상, 도전, 성취, 경쟁, 관계, 접근 , 자기 
표현”과 같은  7 개 디자인 인사이트(insight)를 아래 

표 2~ 표 8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보상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 개발방향 

연구, 
이혜림(2014)[8]. 

기업,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사례 분석 
결과 

보상과 
경쟁전략은 

개인의 

성취욕구를 
자극하여 

참여율을 증가 

Working out for 
likes“: An 

empirical study 
on social 

influence in 

exercise 
gamification, 
Hamari Juno 

(2015)[9]. 

20-29세 사이의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물 
제공 후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설문조사 

포인트, 레벨업, 
배지, 피드백 

등의 사회적 관계 
요소 제공 시 

43.1%가 지속적 

사용 의도를 
나타냄 

스포츠 브랜드 
앱의 

게이미피케이션 
활용과 전략 

연구,이승영 
(2018)[10]. 

다운로드 수와 
추천 수가 높은 
3개의 브랜드 
앱을 대상으로 

기능 및 보상 
요소를 분석 실시 

달성 기록 축하 
트로피, 배지, 
그린포인트, 

기념품, 도전자 

전용 쿠폰 등을 
제공 

표 2 를 분석한 결과, 보상 요소는 사용자의 
성취욕구를 자극해 몰입과 지속사용의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난이도에 따른 보상 혹은 배지와 트로피 
등을 통해 수집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상 체계 기획이 

필요하다. 

표 3. 도전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Deconstructing 
gamificati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ontinuous 

measurement, 
virtual rewards, 

and social 
comparison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y,Zuckerma
n, Oren 

(2014)[11]. 

40명(남28,여12)
대상 2주간 목표 

전략 포함된 

‘StepByStep’ 
애플리케이션 
제공 후 행동 

증진 효과성 조사 

개인의 운동량을 
기반으로 목표를 

제공할 경우 

평소보다 약 
10분정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남.즉, 

목표와 보상 
버전을 제공한 
집단의 행동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남 

게이미피케이션에 
기반한 게임 3.0 

시대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정의준(2013)[12]. 

기존의 학제적 
연구들을 토대로 
게이미피케이션
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조적 형태, 
구성 요인 등의 

기저 메커니즘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 

행동 전 임무 
제공은 

사용자에게 
목표를 제공하며 
목표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 

표 3 을 분석한 결과, 도전 요소는 사용자의 몰입과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고 행동 증진의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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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용자가 도전 요소를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몰입 경험을 줄 수 있다. 

표 4. 성취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User requirements 

for gamifying 
sports software, K 

Giannakis(2013)[1

3]. 

21-28세 5명(남 2, 여 

3)을 대상으로 실험과 
설문지를 통해 어떠한 

피드백도 제공되지 

않는 ‘I-got U’ 

기기와 속도, 거리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Endomondo 앱을 

제공한 후 행동 증진 
여부와 사용성 

비교조사 

속도, 거리 등에 

관한 시각적 
피드백의 제공은 

사용자의 운동 평균 

속도, 거리 증가 등 

행동 증진의 긍정적 

영향을 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자 

경험과 관심 요소 

평가 연구, 

최려가(2015)[14]. 

‘Fitbit Flex’ 

실험대상으로 팔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 10명과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은 6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품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휴대폰을 꺼내지 

않아도 운동 목표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표 4 를 분석한 결과, 성취 요소는 사용자에게 실시간 

Data 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에 대한 열정을 

자극시키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쟁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 개발방향 

연구, 

이혜림(2014)[8]. 

스타벅스에서 새로 출시된 
음료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기적으로 시행한 

프로모션으로 도시 별 

경쟁을 통해 처음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보상과 경쟁 
전략은 개인의 

성취욕구를 

자극하여 

참여율을 

증가시킨다고 

주장 

Older Athletes’ 

Perceived 

Benefits of 
Competition, 

Rylee A. Dionigi 

[15]. 
 

44명의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경쟁 스포츠 

참가 이유와 이점 등에 
관하여 약 30분 간 인터뷰 

진행 

 

경쟁 스포츠는 

개인의 도전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더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경쟁활동 

체육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정서 

경험 탐색, 

이인(2012)[16]. 

243명 대상으로 경쟁활동 

체육수업 시 경험하는 

부정적·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 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경쟁활동 체육 

수업 시 

동기유발,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함양, 

열정, 행복감, 

승리감 등 여러 

긍정적 정서를 
경험 

표 5 를 분석한 결과, 경쟁 요소는 사용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여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몰입과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쟁요소는 경쟁 스포츠 
(오프라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계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Workng out for 

likes”: An 

empirical study on 

social influence in 

exercise 
gamification, 

Hamari 

Juno(2015)[9]. 

주로 20-29세 사이 

200명(남 98, 여 

102)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사회적 관계 전략이 
운동 습관 및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사회적 관계 요소 

제공 시 43.1%가 

지속적 사용 의도를 

나타냈으며, 56.8%가 

타인에게 서비스 추천 
의향이 있음을 나타냄 

플로우(Flow)경험

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양영순(2015)[17].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유형을 선택하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웹사이트 

URL를 제공하여 

특정 시간 동안 

정보 탐색을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조사 

상호작용성의 

참여성과 반응성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관계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지속적 이용 
의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 

표 6 을 분석한 결과, 관계 요소는 사용자의 몰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사용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유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지속적 
사용 의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 7. 접근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GamiCAD: a 

gamified tutorial 
system for first 

time autocad 

users, Wei 

Li(2012)[18]. 

14명을 대상으로 

게임화 튜토리얼 
시스템 제공이 행동 

증진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운동 초보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운동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도 및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면 사용자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튜토리얼 설계 

기술수용모델 및 
행동의도실제 

사용에 영향을 

튜토리얼이 스마트폰 
앱에 진입하는 초기 

학습과 유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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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관한 연구, 

강시내(2014)[19]. 

미친다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기술 

수용에 따른 실제 

학습의 효과에 대해 
깊이 연구 

지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을 분석한 결과, 접근 요소는 첫 사용자에게 
사용몰입도와 지속사용의도 및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표 8. 자기표현 

논문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Mirrored selves: 
The influence of 

self-presence in a 

virtual world on 

health, 

appearance, and 

well-being, E 

Behm-
Morawitz(2013)[2

0]. 

279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아바타가 

현실세계에서의 건강, 

자기 존재, 외관, 관계 

만족도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아바타의 제공은 
현실세계에서의 

건강을 위한 

행동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 영향 

표 8 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 요소는 사용자의 

재미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동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문헌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 

도전, 접근” 요소를 강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4. 두잇두핏 (Do it, Do fit  for Sustainable 

Fitness Application) 

4.1 피트니스 게임 앱 서비스 기능 및 차별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애플리케이션 제안을 위해 앞서 

선별된 보상, 도전, 접근 요소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을 표 9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9.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 

게이미피케
이션 요소 

보상요소 도전요소 접근요소 

차별화 실현가능성 
(Realistic) 

맞춤형 
(Customized) 

자동화 
(Automation

) 

피트니스 
게임 앱 
서비스 

기능 

포인트 
전환제도, 
리얼 뱃지 

제도 

맞춤형 
퀘스트 

행동 자동 
감지, Coach 
mark, 맞춤형 

가이딩 
시스템 

4.2 서비스 아이데이션 (Service Ideation) 

본 연구에서는 ‘두잇두핏’의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서비스 아이데이션을 진행했다. 2020 년 05 월 05 일 
연구자들끼리 모여 피트니스, 게임, 게이미피케이션 

키워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자유연상법을 통하여 
연상되는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명사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브레인스토밍에 따른 요소별 비슷한 

키워드끼리 브레인스토밍 시각화를 진행하여 ‘캐릭터 
& 앱 디자인’, ‘혜택’, 집중’, ‘응원 요소’, ‘목표 설정’, 
‘보상의 형태’, ‘스토리 및 모드 설정’, ‘게임 종류’, 

‘게임 구성 요소’로 그림 1 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 브레인스토밍 시각화(Brainstorm Graphic Organizers) 

4.3 서비스 네이밍 및 서비스 가치(Service naming 

& Value) 

‘두잇두핏’은 “You can Do it.”의 Do it 과 Fit 을 

결합하여 “운동하자!”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타 브랜드명과 달리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즐겁게 함께하는 운동’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두잇두핏’의 서비스 가치는 다음 표 

4 과 같다. 

표 10. 두잇두핏(Do it, Do fit)의 서비스 가치 

Easy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닌 친구와 가족을 
초대하여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맞춤형 캐릭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몸 상태, 행동 등이 미러링(Mirroring)이 
되어 함께 운동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Enjoy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이용하여 
적(지방)을 물리치는 스토리를 가진 ‘신개념 

게임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반 
게임처럼 레벨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캐릭터를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캐릭터는 본인의 운동 정도에 따라 체형이 
변화하여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Healthy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모드별, 운동 부위별 
운동 설정을 통해 보다 사용자에게 알맞은 
건강한 운동을 지원한다. 운동 목표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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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맞춤형 스토리 모드를 제공한다. 

Encourage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운동 목표를 설정해 얻은 맞춤 퀘스트가 

운동 의지를 격려해준다. 게임을 통해 
경험치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단게별 
퀘스트를 완료하여 뱃지를 획득 할 수 있다. 
획득한 포인트는 제휴사 포인트와 연동하여 
제휴사 mall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뱃지는 10개를 얻으면 
리얼뱃지(실물뱃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4.4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적 요소와 차별화, 서비스 기능 
그리고 ‘두잇두핏’이 추구하는 서비스 가치를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은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4.4.1. 보상 극대화 요소 

[포인트 전환제도]는 게임을 진행하여 포인트를 쌓고 
얻은 포인트를 운동 관련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온 ·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포인트 전환 제도 

[리얼뱃지제도]는 목표 레벨을 달성하거나 스토리 
모드를 완수하면 뱃지를 얻을 수 있고 10 개의 뱃지를 
채우게 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실물 

뱃지를 제공하여 보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림 4. 리얼 뱃지(Real Badge) 제도 

 

4.4.2. 도전 극대화 요소 

[맞춤형 싱글모드 스테이지]는 개인 운동 목표를 

설정하면 싱글모드의 스테이지가 자신의 운동 목표에 
맞게 설정된다. [개인 전용 퀘스트]는 개인 운동 
목표를 설정하면 현재의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전용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림 5. 맞춤형 싱글모드 스테이지 

 

그림 6. 개인 전용 퀘스트 

4.4.3. 접근 극대화 요소 

[각 화면에 맞는 코치마크 제공]은 처음 서비스를 

접한 사용자에게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메뉴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하는 형태로 맞춤형 가이딩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 인식 감지를 통한 가이딩 

시스템]은 자동으로 자세를 감지하여 화면을 통해 
사용자의 실제 모습이 투영된 캐릭터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맞는 동작 관련 코칭 멘트를 

제공한다. 

 

그림 7. 각 화면에 맞는 코치마크 제공 

5. 결론 

본 연구는 먼저, 기존 피트니스 앱에 대한 현황, 
사전조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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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두잇두핏’ 피트니스 서비스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보상, 도전, 접근을 적용한 차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구현을 통해 운동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성취감을 증폭시켜 사용자의 동기유발 및 

건강 행동 증진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또한, 이를 
통해 서비스 가치를 정립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지속 사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차후 연구에서는 3D 모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밀한 모션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휴대성을 갖춘 VR, 닌텐도, 

키넥트 제품과 서비스를 연동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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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opened up opportunities to explore new 

infotainment in-cars. The need to understand 

and explore future design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However, design methods are still 

limited to support designers to understand 

future scenarios, especially in the in-car 

infotainment systems. Our goal is to help 

designers effectively envision future car 

infotainment in the early design process phase. 

In this paper, we present a collaborative design 

tool to support envisioning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 

supports a co-design session using a car mock-

up prototype and AR projection tool. This 

method allows designers and users to 

collaborate in the design process to generate, 

experience easily rapidly, and iterate on use-case 

scenarios. We conducted three co-design 

sessions to explore the values of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 Based on a qualitative 

study, we suggest that a collaborative design 

tool can help understand and approach 

autonomous vehicle experiences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enhance investigations of the issues 

involved with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design and be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Keyword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System, 

Participatory Design 

1. Introduction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will 

shift the in-car experience. The vehicle will mean 

more than a transportation machine and extend 

its meaning to multifunctional living space [2]. 

The autonomous vehicle opens up opportunities 

to design new infotainments in-car. However, it 

is not easy to design the interaction and 

experience of future autonomous vehicles.  

Designers traditionally used actual scale physical 

mock-up model to share perspectives and 

collaboratively evaluate the concept with others. 

However, the 1:1 scale physical mock-up is static, 

expensive, and difficult to prototype. Thus, it 

limits designers to ideate, prototype, experience, 

and evaluate the autonomous vehicle's 

interaction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design method is 

required to envision future vehicles. It is required 

to explore future technology to understand the 

user's needs and envision new infotainment 

systems.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design 

method of actual scale mock-up, alternation in 

fidelity level with supporting tool and user will 

allow deeper insights at the early stage of the 

design process for vehicle designers and 

researchers. 

This paper proposes a co-design method using a 

collaborative design tool to design and explore 

the autonomous vehicle's infotain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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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co-design session holds two key 

features: car mock-up low fidelity prototype to 

rapidly create and deliver car environment and 

AR projection tool to support designers and 

stakeholders to co-design. The co-design 

method supports understanding users' 

expectancy towards future vehicles in the early 

design process. We conducted a co-design 

session to explore how the collaborative tool 

supported participants and designers to envision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systems. We 

report results and finding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2. Related Work 

The essential aspects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elements, such as a 

classification and taxonomy of design topic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early design 

process. To propose a specific future in-car 

application, researchers have categories by 

combining reviews of research projects, paper, 

patents, and commercial products with a series 

of focus groups to present diverse use cases [3]. 

The researcher introduced 98 examples of use 

case set and design space applications for in-car 

AR through professional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to support the concept development of 

in-car AR systems [7]. The researches support 

designers by providing a systematic approach 

for future-oriented vehicle infotainment design. 

Although researchers have presented use cases 

and categories that can be applied to design 

future vehicles, they have limitations in 

implementing future design space. 

To empower users to express their ideas in 

spatial language, researchers have conducted a 

participatory design methodology. To shift the 

traditional in-car space design method, 

researchers have conducted co-design sessions 

to understand better alternative usage of time in 

driverless cars [6]. The co-design session was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inspiration cards, and a car interior design 

configurator [6]. The user enactment of future 

vehicle interactions and experiences have to 

studies using chalk and four chairs to re-design 

the car space [5]. Through the study, users were 

able to express their ideas verbally and in 

practice. However, researchers have not included 

technologies in their studies, which is critical in 

an autonomous vehicle. 

Researchers from HCI and the design field have 

proposed design tools specifically for design 

methodology. To understand how user 

experience automated valet parking service in 

everyday life, researchers conducted a wild 

qualitative enactment study with a smartphone 

application prototype [4]. New design workflow 

combines experience prototyping with 3D 

sketching and haptic helper techniques to 

immediately enact an immersive experience [1]. 

However, these researches are very static and 

limited to design a variety of scenarios. 

Understanding user-centered future vehicle 

scenarios are challenging, but generative tools 

need to be effectively designed to envision the 

future in the early design phase. 

3. Configuration of Collaborative Design 

Tool for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3.1 3.1 Car Mock-Up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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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r mock-up prototype with three scenario 

video clip and AR projection tool  

The car prototype allows participants to envision 

activities in-car. The proposed tool differs from 

other generative tools in that designers can 

quickly produce the in-car space with a foam 

material that holds transformable characteristics. 

We adhere to the current car design to keep 

SAE level 4 (high automation) because designing 

a new in-car space does not fit our research goal. 

The car prototype is in a 1:1 scale of actual car 

framed with an aluminum profile (Figure 1). We 

expect that actual scale of the car will support to 

evoke the car experience to the user. With its 

size 2000, 1750, 1300 cm. The car components 

are made in foam material. The components are 

consisting of a dashboard, console box, and 

armrest. 65inch television is to replace the car's 

front window and play video clips during the 

design workshop. Two chairs are placed inside 

the car for the participants to be seating. 

3.2 AR Projection Tool 

The tool is used for the co-design session. It 

allows participants to experience their ideas in 

an immersive environment and to iterate rapidly 

based on the experience. The tool allows the 

participant and designer to reach their design 

goal collaboratively. 

The AR project tool has three electronic devices: 

an electronic pad device for the participant, a 

computer for the designer, and a projector. The 

electronic pad device allows participants to draw 

their ideas and share the sketches in digital form 

with the designer. The computer is where the 

designer uses to iterate location, scale, and 

animation of the sketch with the participant. The 

projector directly projects the sketch from the 

designer’s computer. The tool supports 

participants to experience their sketch in a rapid 

and immersive way in car mock-up space. 

4. Co-Design Session 

The co-design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contribute and create with designers in the 

design process. The design method ensures that 

the design outcome meets user-centered needs. 

By drawing design outcomes together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design process and mutually 

understand various stakeholders based on 

participant’s experience and knowledge. 

To test ideas of interactions in real car scale by 

AR projection, we conducted three workshops 

where two participants paired up as a group to 

play the role of driver and co-driver. We 

recruited six participants (four males and two 

females, aged 24-27) who have experienced 

traveling together in the past to share the same 

experiences during the co-design session. 

4.1 Video Clip 

Three video clips are provided to help 

participants visualize the proposed driving 

situation. We three presented an actual driving 

video scene lasting a minute to allow 

participants to grasp the situation quickly. The 

scenarios were: day time commute, night time 

commute, and travel. The different driving 

scenarios will provide diverse infotainment 

concepts to help understand users' infotainment 

need. 

4.2 Use-Case Card 

We present the use-case card to support 

participants’ ideation when designing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We utilized 

the use case from the use-case presented by 

Wiegand [5]. The card consists of 14 cards with 

title, description, example, and image. Th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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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sed during the co-design session to support 

idea generation. 

4.3 Design Assignment 

Participants are to design three different 

scenarios based on three different scenes (day 

time commute, night time commute, and travel) 

shown in the video. They are to select one use 

case card per scenario to design. As the design 

outcome, each team has three use case 

scenarios. 

4.4 Procedure 

 

Figure 2. The procedure of co-design session 

The study took a total of an hour and a half. The 

procedures of the user study are as follows 

(Figure 2). First, we conducted a five-minute 

introduction session to let participants get used 

to the environment and explain the autonomous 

vehicle and infotainment system. After a short 

introduction of the task, participants had 5 

minutes to watch the video clips and go over 

the use case card. Then, they had 10 minutes for 

the ideation session. After the ideation session, 

participants worked on the main task to sketch 

the concept idea. We allowed participants to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draw. Then 

the designer takes over the participant’s sketch 

to create animation. Then, project it to the car 

mock-up. This is when the designer and 

participant work together to iterate and design 

together. They choose the location of the 

projected area, scale the size, and add animation. 

After this process, we conducted a post-

interview. 

4.5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We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the 

observations of the design session and 

interviews. The design process was video 

recorded, and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for 

further analysis. We adopted a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 to find and gain insights 

from the participants' subjective reasoning. 

5. Design Outcomes  

 

Figure 3. The design outcome in day time commuting, 

night time commuting, and traveling scenario with 

different interfaces illustrated in four red icons. 

All of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given 

design assignment. (Figure 3). There are total of 

three design scenario outcomes per each group.  

6. Result and Findings  

6.1 Car Mock-Up: Autonomous Vehicle 

Through Foam-Structure and Video Clip  

The low fidelity car mock-up allows participants 

to experience autonomous vehicles. P2 said, “If 

there were only foam-structures of car 

components, it would not have felt like an actual 

car. However, the actual driving video clip 

recalled my experience in-car.” P4 commented, 

“While the video clip is realistic, the foam car 

components are minimalistic. This helps with my 

creativity to imagine autonomous vehicles.” The 

foam-structure of car components and video 

clips of the actual driving scene supported 

participants to envision the future scenario of 

autonomous vehicles and its info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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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R Projection Tool: Immersive 

Experience and Iteration for Co-Design 

Session  

The participants could experience their ideas in 

an immersive 1:1 scale and rapidly iterate with 

the designer. P3 said, “To experience the sketch 

in real scale felt immersive and new. The tool 

allowed direct and easy iteration process 

because body language communication was 

possible.” P4 commented, “Experiencing the 

same sketches simple inside the screen versus 

projected inside actual scale prototype car 

changed my concept design.” Delivering a two-

dimensional sketch into three-dimensional AR 

experience allowed participants to imagine an 

applied scenario in the early design process and 

to change their design in detail.  

6.3 Co-Design: Different Design Stage, 

Different Expert 

The phase when the participants felt confident at 

design and requested design help differed. P3 

commented, “traveling scene reminded my 

memory, which helped me design based on my 

own experience.” P1 stated, “…feeling design was 

not in the right position was direct. However, 

finding why and knowing how was difficult. The 

designer’s recommendation was where I wanted 

to position my design.” The co-design session 

invited participants to be part of the design 

process and be professionals during the concept 

development process. With the help of a 

designer, participants were able to deliver their 

expected concept design without professional 

design skills. 

7. Discussion and Future Work  

We proposed a collaborative design tool for 

effective envisioning and finding future 

technology problems from a user-centered 

perspective. We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a collaborative design tool to envision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design from 

the co-design session. The result illustrated that 

the tool supports delivering future car 

environments, immersive experience supports 

rapid design iteration, and co-design sessions to 

help designers and stakeholders request at their 

professional level.  

We expect to contribute to future technology 

design in the early design process. Through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 we conducted a co-

design session to gather responses and explore 

users' needs and expectations to improve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design.  

7.1 Freehand Gesture Interaction in 

Autonomous Vehicle  

The autonomous vehicle infotainment design 

shifts dramatically because the role of the user 

change from driver-centric to passenger-centric 

[ref]. From the user-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users interact with the vehicle in a 

freehand gesture as a communication method. 

The users mostly used touch, slide, capture, and 

voice interaction as major freehand gestures. 

Based on the result, the expected interactions of 

the users have been identified. We expect to set 

specific design guidelines for freehand gesture 

interactions for practical driverless vehicle usage 

based on the four categories. 

7.2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Design Tool 

This paper used a collaborative design tool in a 

co-design session to rapidly prototype an 

autonomous vehicle environment and iterate 

design. However, we expect our collaborative 

design tool to be used beyond car scenarios. 

The method will encourage users to actively 

involves in the design process to gain rich and 

developed design outcomes. The tool is most 

useful to support designers in achieving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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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that require rapid large-scale mock-up 

and iteration process in the co-design method.  

7.3 Limitation and Future Work  

In our stud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related 

to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 During the co-

design session, participants expected different 

methods to express their ideas beyond mere 

software sketch tool and AR projection of the 

sketch. Based on the participants' feedback, the 

tool’s advancement in interface design 

development is needed. A clear role defines 

between participant and designer is needed to 

deliver an effective iteration process. In the 

future, we expect to develop the tool to allow 

participants to draw based on motion gestures 

and designers to refine and iterate the design 

through the software tool.  

8. Conclusion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design session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design tool and understand future vehicle 

infotainment from user's perspectiv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llow designers to envision the 

future vehicle infotainment effectively.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s key features allow 

delivering rapid ideation, iteration, and 

evaluation process. Therefore, the collaborative 

design tool can bridge the gap between future 

technology and real needs and understand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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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amination of design particularities within 

democracy can raise significant understanding of 

new perspectives of the design work towards social 

innovation. This is because when discussing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risis scenario, public 

participation is one of the political ventures that are 

being used for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trying 

to solve pressure points generated by the crisis. 

Considering that, design methods and tools have 

been shown as valuable alternatives in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ion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of participatory design 

approach, supporting digital social innovation, to 

offer solutions for the problems faced by digit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s. Examining cases and 

arguments, this paper argues that case studies 

from previous experiences of participatory design 

focusing on government digital participation can 

bring good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digital participation platforms. 

Keyword 

public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sign, digital 

social innovation 

1. Introduction 

1.1 Representative Democracy Crisis 

Aspects of success, failure and therefore crisis of a 

democracy can be defined not only considering its 

normative approach, but also, socio-political and 

historical actuality (Ercan & Gagnon, 2014). 

Considering the contemporary context, Tormey 

(2014) argues that there is no real challenge to the 

hegemony of democracy itself, instead, there is a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Kataja (2017) describ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risis with main pressure points. First, 

the spluttering of the industrial-era political 

machine, characterized by the voter turnout rates 

and party membership rolls decline in the past 

years. Second, the technology and the shift in the 

nature of power, described as the rise of hate 

speech, internet bubbles, fake news and the 

concern over the survival of democracy within the 

shift of power by the new institutions that own the 

sharing, and shaping of content in more 

extravagant ways then tradition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mass media. Lastly, the erosion of 

equality and trust, that the Author explains using 

the global Edelman’s Trust Barometer 2017’s 

findings about the state of mistrust faced in 

democratic nations around the world. (Eldem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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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presents a variety 

of common and particular issues, and because of 

that, the need for complex solutions. Tormey (2014) 

concludes in his work that even though classic 

party-based model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re 

facing obsolescence, and representation and trust 

are in crisis as well, politically active citizens 

increasingly want to speak and act. And this 

willingness is for more complex participation 

spaces, not just deliberative chambers designed to 

give a “voice” that is never heard.  

1.2 Post-representative Alternative  

Post-representative democracy speaks to a 

recognition that engagement outside parliaments 

is part of democratic life (Tormey, 2014). So, 

unrelenting, participation ideas need to be 

addressed when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Empirical research refutes claims that 

most peopl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s. 

Given the opportunity to deliberate with other 

citizens and politicians, people wish to take the 

opportunity. Actually, those most willing to 

deliberate are those who are turned off by politics 

(John S. et al. 2019).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risis claims for new technologies, methods and 

innovations that can allow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 more effective way, considering its 

deepest difficulties and paradoxes. 

2. Design as democracy  

Many theorists are discussing possible design 

interventions in the future of democracy. Margolin 

(2012) suggests the reach of more complex 

possibilities then the product development 

traditional role for designers when working within 

democratic initiatives. He presents three different 

ways in which Design can relate to Democracy: 

Design of Democracy as the engagement with the 

institutions of a democratic system. So, possibilities 

for designers to propose changes in governance 

systems that are usually not managed by designers. 

Design for democracy addressing the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rocesses by citizens, 

not focused on the fixed structures or frames of the 

governance system but on mechanisms for citizen 

engagement and government transparency. And 

Design in a democracy, that refers to design 

initiatives that are particularly connected to the 

goals of democracy that can be addressed through 

design like the provision of basic human rights. 

Ezio Manzini and Victor Margolin in their Open 

Letter to the Design Community: Stand Up for 

Democracy (2017) add a fourth realm, Design as 

Democracy. The practice of participatory design 

that allows diverse actors to shape present and 

future worlds in fair and inclusive ways.  

Contributing to this idea of a design work within 

democracy, DiSalvo (2010) presen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sign for democracy’ drawing on the 

notion of agonistic pluralism. The author highlights 

the differences between design for politics and the 

political design within agonistic pluralism (model of 

democracy that addresses productive conflict or 

contest). Specifying the role of designers in 

agonistic pluralism context, the author defend that 

the most ‘design for democracy’ projects are in the 

politics realm, with a focus on improving 

mechanisms that enable governing. While such 

projects are important, they are not political in an 

agonistic sense.  

Disalvo defends a more political work for designers, 

that actually aims in changing and understanding 

the social structures that carry democracy. While 

literature about public participation efforts are 

addressing the needs for better spaces of 

deliberation, the design and democracy literature 

defends an approximation between these two 

field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methods 

and technologies that can make it possible for 

citizens to be part of the decision ma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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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aking processes in a manner of changing 

their own reality.  

As can be seen in Kataja’s proposals (2017) for 

future interventions that aim to contribute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democracy by overcoming 

current problems, the design work has possibilities 

of delivering what theoretical literature is proposing. 

Reinforcement of trust and dialogue in the society, 

Transformation of consultation into civic dialogue, 

shared learning processes for decision-making, and 

Converting technology from a threat into a servant 

of democracy. These proposals exemplify possible 

participation approaches that can only be real with 

the accurate participatory approach, and with 

accurate technology. These proposals have 

elements that were addressed by the design 

theorists as well, opening a discussion about what 

can the design work offer as good support for 

these ideas. But is necessary more understanding 

of the focused problems in actual participation 

initi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more practical 

usage of the design methods and tools in this 

concern.  

3. Participation Problems 

Dalton (2017) presents an argument about the 

problems of current participation policies, and how 

they can actually be a damage to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from 2004 

to 2014 shows that beside the voting turnout 

decreasing,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access points for people to influence 

political processes. (GESIS, 2016) 

However, whil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have 

increased, the skills to utilize these initiatives are 

not equally shared through society. Dalton (2017) 

argues that there is an evident socio-economic 

status gap across all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cies and projects. As citizens become more 

active in non-electoral forms of participation, skills 

and resources are even more important in allowing 

these activities. Productive use of deliberation asks 

people to be prepared for participation activities at 

the community level (Sanoff, 2008).  

Participation gap problem is also present in some 

participatory design experiments. Participatory 

Design can be a privileged activity that neglect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equitable design 

solutions among minorities and other excluded 

groups. (Harrington, Erete, & Piper, 2019) 

Thinking about the endeavors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of the future, there are some other 

aspects that need attention as well. The digital 

divide, for example, as in some cases a lack of 

access to internet or digital skills can be a barrier to 

citizens practicing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One 

solution could be the implementation of offline 

activities together with online ones. Another 

problem is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participation. Ultimately, people rarely 

participate for altruistic reasons only, they need to 

see the benefits of their participation. And, ideally, 

these benefits should be tangible, immediate and 

visible to the community of participants. And the 

forms of working with participation is a problem as 

well. Traditional forms of working need to be 

replaced with more cross-sectoral, multi-

disciplinary working, and there must be clear 

incentives and motivation for civil servants to 

embrace innovative new approaches. (Simon, Bass, 

Boelman & Mulgan 2017). 

4. Participatory Design, Digital Social 

Innov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participatory design is to bring 

people who may be affect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systems together with 

researchers and designers to ensure their views 

and concerns. Kraff (2020) proposes the inclusion 

of agonism in participatory design, as a w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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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participatory process, providing 

people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diverging 

views. She also believes that this agonistic 

approach can also be virtual, creating a digital 

space for debate and contestation by the public. 

Digital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with 

introduction of agonistic participatory design 

approach, could become even more coherent to a 

post-representative democracy view. This 

proposition opens a discussion: How to improve 

current digital participation spaces, allowing them 

to have better deliberative discussion, and 

decreasing the participatory gap problem? 

Manzini (2019) comes up with the concept of a 

project-centered democracy, an environment that 

tends to give everybody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ng.  

Digital Social Innovation describes a range of 

projects that use digital technologies, community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co-creation 

strategies and bottom-up approaches to solve 

societal needs (Romano & Loglio, 2017). When 

understanding the opportunities that come with 

using technology for social good, we can also 

imply that Digital Social Innovation holds potential 

for promoting a democracy that allows productive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Considering these concepts of a project-centered 

democracy that allows participation focusing in 

solutions of everyday democracy, agonistic 

participatory design, and digital social innovation 

approach, it is possible to open a future analyzes of 

cases, that in some degree, can be put as examples 

of success in applying these ideas or have related 

problems. These cases could be crowdsourcing 

projects for example. Crowdsourcing has been 

gaining traction as a public participation tool for 

governance and planning (Brabham, 2013). 

Makerspaces are good exampl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s well, being community-based 

workshops that enable people to access 

technologies and to build solutions for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ies (Adrian Smith. 2017). 

Makerspaces and crowdsourcing based projects, 

present initiatives where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new communities in technology development 

are opening up. Also, they may be instructive for 

innovation, democracy and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Participants can buil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at are incredibly versatile towards 

local circumstances. (Smith. 2017) 

Evidence for that can be seen in crowdsourcing 

projects that are addressing th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through innovative solutions. The 

Seoul Design Governance, for example, is a 

municipality project where citizens solve public 

problems. People of diverse fields, such as students, 

designers, professionals, and companies form a 

team to solve public problems proposed by citizens 

on-line. Beyond the level of simply gathering 

citizen’s opinions, the Seoul Design Governance 

Team, trough service and participatory design, 

offer tools for the citizens to define the problems 

they want to solve, and after these problems being 

voted by other citizens, the most popular ones, are 

addressed to be solved through participatory 

design methods, in a group formed by volunteer 

citizens, invited experts, and design professionals. 

The progress and results of all projects are shared 

on the website to receive feedback from citizens. 

(IF WORLD DESIGN GUIDE) 

One of the problems solved by this participation 

mechanism was the inconvenient visual information 

experience in Seoul subway. The project trac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tations maps, and the 

team developed new ones.  The new design 

highlights and shows the information required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each guide 

map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waiting r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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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iting room,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latform in the platform). And some important 

features were replaced, to make it easy to see 

which elevator is connected to the ground for 

example. (DESIGN SEOUL)  

Seoul Design Governance is an example of a digital 

participation platform that addresses the problems 

related to digital participation with a design 

approach. The digital divide problem as addressed 

through a hybrid experience that includes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The interest of people in 

participating is nudged through a problem solving 

approach, that shows results in a tangible way. And 

through the formation of teams to solve each 

problem, there is a cross-sectoral, multi-disciplinary 

method of participation, that put people in contact 

with professionals from different fields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5.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crisi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complex 

set of factors that encompass the world's 

information, monetary and social systems. One of 

the symptoms of this crisis is the imminent 

decrease i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that citizens 

have towards their representatives. Popular 

participation appears as an alternative to alleviate 

this problem.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conventional or digital participation has its 

limitations. Digital initiatives, for example, suffer 

from socio-economic, generational and technical 

gaps. This work brought together concepts from 

different fields, trying to open new horizons for 

possible future research work, possible tools and 

practical methods that can be used in the 

elaboration of better digital participation platforms. 

Based on the paths traced in this work, more 

complex research will be made with study cases of 

digital public participation, inequality reversal 

policies, participatory design and digital social 

innovation, so practical ideas can be cataloged and 

shared. This work acknowledges that a one simple 

study case based evidence is still not sufficient to 

show a proper intersection between participatory 

design and digital public participation in order to 

solve current participation problems. However, this 

paper introduce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investigation and empirical research, aiming to dig 

in new ventures for digital social innovation 

throug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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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자인 문제는 크고 복잡하며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 디자이너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여기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협력 방식은 면대면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의 유행 이후에 
면대면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디자이너들은 이를 대체할 다양한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디자이너들이 왜 
특정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그들의 디자인 과정에 

활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진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를 
회고적 인터뷰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자이너들이 대면 혹은 비대면 협업 방식을 선택할 
때 1) 미팅의 목적 측면, 2) 도구의 효과성 측면, 3) 
시간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업 방식에 어떠한 도구들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내용들은 추후 디자인 협업에 대한 연구와 

관련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디자인 과정, 디자인 문제 해결, 면대면 헙업, 비대면 

협업, 디자인 도구 

1. 서론 

디자이너들은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자인 문제 영역을 

발견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며 문제 영역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해결안을 창의적으로 도출한다 
[4,7].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협업을 하는 

이유는 디자인 문제가 크고 복잡하며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3]. 또한 
디자인 문제 정의와 해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가기 때문에 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6,8]. 

이러한 배경에서 디자인 문제 해결에 가장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협업 방식은 면대면 협업이다 
[5]. 면대면 상호작용 방식은 디자인 협업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언어적 소통을 통한 

의사전달을 빠르고 직접적이다. 또한 디자인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각적, 물리적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 자료들을 공유할 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는 행위들을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8]. 이같은 이유로 

디자인 실무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면대면 협업을 
이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곳 안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9].  

그러나 코로나 19 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디자인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디자이너들은 면대면 협업과 
유사한 혹은 더 효과적인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찾아 
활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다양한 협업 방식과 도구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진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이 모든 협업을 

면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과정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 6 개월 동안 진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팀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대면, 비대면 협업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도구들이 함께 활용되었는지 회고적 인터뷰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단계마다 왜 특정 협업 방식과 도구를 

활용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여기서 발견된 내용은 
앞으로 디자인 협업 관련 연구와 창의적 협업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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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회고적 인터뷰 

회고적 인터뷰 (Retrospective interview) 방법은 
디자이너들이 진행한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일어난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보며 각 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1].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전공자 3명 (성별: 여자 3명, 

평균나이: 23.33)으로 구성된 디자인 팀이 6 개월 
동안 진행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각 과정에서 활용한 디자인 협업 

방식과 도구들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회고적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화상회의 
도구인 줌 (ZOOM)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동의아래 녹화되었다. 다음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어떤 일정과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나 
� 각 단계에서 팀 내부 협업을 진행하는데 
대면/비대면 협업 방식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실제 대면/비대면 디자인 협업 과정에서 활용한 

도구들과 활용 방법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분석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는 
산업디자인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진행한 졸업 
연구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졸업 연구 
디자인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기획부터 사용자 조사, 
분석, 아이디어 도출 및 선정, 구체적인 디자인 
개발까지 디자인 과정 전반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그들이 자유롭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분석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서 약 100 분 분량의 비디오 

파일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문서들, 구글 
드라이브 스프레드시트, 온라인 공유 노트 플랫폼인 
노션 (Notion)에 기록된 노트들, 온라인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ming) 도구인 비캔버스 
(BeeCanvas) 문서들, 온라인 협업 UI 제작 도구인 
피그마 (Figma) 파일들이 수집되었다. 비디오 파일에 

녹음된 내용은 다시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쳐,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의 단위로 재정리되었다. 분석에는 
실제 디자인 팀이 활용한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을 중심으로 1차 분석이 진행되었다.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은 발견 
(Discover), 정의 (Define), 개발 (Develop), 전달 

(Deliver)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여기서 
발견과 개발은 발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이며, 

정의와 전달은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디자인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이 디자인 과정 각 단계에 사용된 디자인 

방법들에서 어떠한 협업 방식과 어떠한 툴들이 
사용되었는지 정리하였다. 2 차 분석에서는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지 3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각각의 측면에서 활용된 도구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 측면과 관련 예시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3. 발견점 

3.1 미팅의 목적 측면에서의 대면, 비대면 협업의 

활용 

앞서 소개한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자인 과정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발산적 사고 단계와 도출된 것을 
정리하는 수렴적 사고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들은 아이디어 도출과 
같은 발산적 사고 과정에서는 면대면 협업을 
선호하고, 수집된 자료와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할 

때는 비대면 협업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협업에서 진행되는 미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미팅의 결과물을 정리·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헌 조사와 사용자 
조사를 통해 도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 친화도법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팀원들간의 인터랙션 보다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업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디자인 팀의 경우 이 

친화도법을 진행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비 
캔버스를 활용하였고 비 캔버스 안에 있는 화상회의 

도구를 팀원간 소통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인터뷰에서 참가자 1은 비캔버스를 활용할 때 다른 
팀원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나타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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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과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하였다.   

 

그림 1 친화도법 진행을 위해 사용된 온라인 협업 문서 
도구 비캔버스 (BeeCanvas) 사례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해야할 때는 아무리 

좋은 온라인 도구가 있어도 비대면 협업 방식보다는 
서로 만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면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참가자들은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이때는 오히려 노트 PC 등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케치할 
수 있는 태블릿 PC 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는 서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면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도구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의 

활용 

디자이너들이 대면, 비대면 협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 중 다른 하나는 도구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이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물을 
정리하여 전달하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한다. 

파워포인트가 온라인에서 활용되기 이전에는 
팀원들이 각자 맡을 분량을 나눠서 진행하고 다시 
모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혹은 모여서 한 

명이 정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의견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파워포인트가 온라인 상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정리할 
때도 따로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캔버스의 사례에도 

적용된다. 비캔버스와 같은 온라인 문서 도구가 없을 
경우 디자이너들은 다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포스트잇을 활용해 내용을 적고 이를 벽에 붙여가며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 문서 

도구가 등장하면서 팀원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과업이 
중심이 되는 활동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친화도법을 진행할 경우 분류가 끝난 뒤 다시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했고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도 있었는데, 온라인 문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결되는 효과가 생겨났다. 

디자이너들은 이 도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효과적인지를 기능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우선은 비대면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구들을 활용해 협업을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협업을 중단하고 
다시 면대면 협업으로 전환한다고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파워포인트나 비캔버스와 같은 온라인 문서 
도구의 경우 디자인 협업에 활용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참가자 1 은 공유 가능성과 공동 작업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과거와 같이 디자이너들 

각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파일을 주고 받는 방법은 
이제 매우 비효율적인 도구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함에 있어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진행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가능성을 갖는 도구들이 각광받고 

있다. 

3.3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의 

활용 

디자인 협업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 방식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 요소로 시간의 효율성 측면이 
발견되었다. 디자이너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수많은 디자인 미팅을 진행한다. 비효율적인 미팅은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디자인 결과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자이너들은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자인 미팅을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면, 비대면 협업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 참가한 

디자인팀은 문헌 조사와 사용자 조사에서 도출된 
발견점과 인사이트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정리하였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여러 참가자들이 

동시에 참여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그 결과물도 
클라우드 상에 기록되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 이 도구를 활용한 결과 디자이너들은 
불필요한 면대면 협업 혹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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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공유된 문서 위에서 다른 사람이 진행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매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며 과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림 2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된 구글 
드라이브 스프레드시트 (Google Drive Spreadsheet) 사례 

반면, 아이디어 도출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과 같이 
디자이너들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면대면 협업이 시간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줌 (ZOOM)과 같은 

온라인 화상 회의 도구를 활용하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보다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협업을 하는 것만큼의 효율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공간감과 긴장감을 언급하였는데, 
공간감은 팀원들이 한 공간에 있지 않아 손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답답함이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의미하였다. 긴장감의 경우 
면대면 협업을 할 때 서로 주고 받는 감시 효과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줄어들고 이는 결국 느슨한 
협업으로 이어져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였다.  

4. 결론 

코로나 19 의 전세계적인 유행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협업을 해온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디자이너들은 그동안 개발되었고 
소개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던 다양한 

방식과 도구들을 시험하였고, 이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 

진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협업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디자이너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특정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활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디자인 미팅의 목적, 도구의 효과성,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 방식이 선택되고 
그에 따른 여러 도구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자인 미팅의 목적을 크게 

발산적 사고 활동과 수렴적 사고 활동으로 나눴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안을 도출해야하는 발산적 

사고에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면대면 
협업이 효과적인 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비대면 

협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효과성은 협업을 위해 지원되는 도구가 
얼마나 온라인 협업을 적합한 가에 대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구가 작업의 공유 가능성과 
공동 작업 가능성이 지원될 때 온라인 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업의 시간 효율성 측면은 대면과 
비대면 협업이 서로 다른 효율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할 때는 면대면 협업이 시간 효율성이 
높은 반면, 간단하게 자료와 의견을 공유할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협업을 진행할 때는 비대면 

협업이 시간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은 하나의 디자인 팀의 
디자인 과정을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 협업과 관련된 연구 및 도구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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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온라인 
협업 툴에 대한 요구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대면으로 이뤄지던 

UX(User Experience) 디자인 프로세스 또한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프로세스로 변화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X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협업 툴인 비 캔버스 (Beecanvas)를 활용해 
친화도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을 수행한 
사용자들의 경험과 대면 상황에서의 친화도 다이어 

그램 수행 경험을 함께 수집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UI (User Interface)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비대면, 온라인 협업, UX (User Experience),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디자인 프로세스들 또한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 수행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짐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협업 경험을 느끼고 

있다. 특히 UX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주요한 
과정인 친화도 다이어그램 또한 온라인 협업 툴을 

통해 수행하게 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활용 행태와 
함께 불편함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사용자로 가정하여, 온라인 협업툴에서의 친화도 

다이어그램 활용 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된 UI 

시나리오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협업 툴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온라인 협업 툴인 비 캔버스를 선정하였다. 해당 툴에 

대한 조사와 친화도 다이어그램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용자 경험 수집을 위한 1:1 심층 인터뷰 (In-
depth-interview)를 기획하였고, 리쿠르팅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온라인 협업 상황에서의 
친화도 다이어그램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UI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2. 온라인 협업 툴 사례 조사와 친화도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의  정의 

2.1 온라인 협업 툴 조사 및 서비스 선정 

본 연구에 적합한 온라인 협업 툴 선정을 위해 국내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협업 툴들의 사례를 
친화도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활용을 
중심으로 하여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온라인 협업 툴 특징 정리 일부분 발췌 

명칭 특징 

뮤랄(Mural)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며, 
화면 이동, 전체 화면 조망, 

히스토리, 채팅 등의  
다양한 기능과 부드러운 화면 
이동성을 갖고 있음. 

자유도가 높고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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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만, 초급 사용자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비캔버스(Beecanvas) 

슬라이드 형태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위한 화이트보드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함.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정리하기에는 쉽지만 전체 
슬라이드 조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패들렛(Padlet)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템플릿 
을 제공하며, 정해진 템플릿 
을 벗어난 자유로운 활용보단 

템플릿을 활용한 자료  
아카이브와 공유에 활용도가 
높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과정보다는 수렴 
하는 과정에서의  활용이 보 

다  편리함. 

잼보드 (Jamboard) 

단순한 기능으로 초보 사용자 
들도 익히기 쉬우며, 형식 
없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산 

에 있어 유용함. 제품과 함께 

연동 해서 사용 가능. 

 
위 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협업 
툴들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정성적인 사용자 경험 

조사를 위해 비 캔버스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림 1.비 캔버스(Beecanvas)서비스 화면 

해당 서비스는 최근 국내에서 3 만명의 사용자를  
단기간에 확보하였으며, 프로젝트, 제품 파이프라인 

관리와 비주얼 캔버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팀에게 
아이디어 단계부터 실행 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툴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화도 다이어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 내용과 국내 인지도 및 사용자 수, 서비스 특징, 
사용자 경험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가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친화도 다이어 
그램 경험 수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2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Affinity Diagram) 정의 

및 특징 

친화도 다이어그램이란 카와키타지로 (Kawakita 

JIro) 에 의해 발명된 방법론으로, KJ 맵,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도 지칭한다. 친화도 다이어그램은 
참여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와 관찰 사실을 라벨에 

적어내고, 이를 분류해서 차트화함으로써 문제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발상 회의 

진행법이다. (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본 
연구에서는 친화도 다이어그램이 UX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다수가 정성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판단하여 이를 협업툴 분석의 주요 

방법론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용자 경험 수집을 위한 
심층 인터뷰를 기획하기 위해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필수적인 단계와 4 가지 측면을 아래와 같이 

고찰하였다.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라벨 

생성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관찰 기록을 카드 또는 접착 가능한 
라벨에 기입한다. 두번째 라벨 그룹핑 단계는 그룹핑 

된 모든 라벨에 대한 제목을 만들고 그것들을 
팀원들과 함께 펼쳐 놓고 읽는 과정을 포함 한다. 
세번째 단계인 차트 작성은 그룹화된 라벨들의 

패턴을 차트로 고안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차트란, 라벨에서 발견된 특정 패턴을 반영하는 
적절한 구성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차트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 되어야 한다. 다음은 친화도 
다이어그램은 4 가지 측면에 대한 개념이다.1) 문제 

해결 모델 2) 질적인 데이터의 서술 및 분석 도구 3) 
새로운 유형의 필드 리서치 개념과 방법 4) 창의성을 
위한 팀워크 개념 (Raymond Scupin, The KJ 

Method : A Technique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필수적인 단계와 
함께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기획하고 

사용자 경험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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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화도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활용 
중심의 온라인 협업 툴 사용자 경험 조사 및 

분석 

3.1 1:1심층 인터뷰 (in-depth-interview) 

대면 상황에서의 친화도 다이어그램 수행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수행 경험의 

비교 분석을 위해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사용자 
들을 리쿠르팅 하였다. 1) 최근 6개월간 비 캔버스를 
활용하여  2명 이상의 팀원과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 2) 2 명 이상의 팀원과  
대면으로 2 회 이상의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 다양한 사례 수집을  

위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각기 다른 UX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용자 5 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1:1심층 인터뷰 참여자 목록 

인적사항 친화도 다이어그램 수행 경험 

(24.대학생) 
비대면 (온라인) 경험 3회 이상  

대면 경험 5회 이상 

(25.대학생) 
비대면 (온라인) 경험 3회 이상  

대면 경험 7회 이상 

(24.대학생) 
비대면 (온라인) 경험 3회 이상  

대면 경험 5회 이상 

(24.대학생) 
비대면 (온라인) 경험 5회 이상  

대면 경험 7회 이상 

(24.대학생) 
비대면 (온라인) 경험 5회 이상  

대면 경험 10회 이상 

 

표 3. 1:1심층 인터뷰 질문 항목 일부 발췌 

카테고리 세부 내용 

준비 단계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진행한 프로 
젝트, 진행 기간. 준비과정, 참여한 인원 

을 말씀 해주세요. (대면/비대면) 

진행 단계 

친화도 다이어그램 진행 단계와 방법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대면/ 

비대면) 

그룹핑 과정, 횟수, 진행 시간, 분석 

방법, 등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대면/비대면) 

진행 과정 중 어렵거나 불편했던 경험 
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를 해 

결한 방법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대면/비대면) 

정리 단계 

진행 후 정리 및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대면/비대면) 

 

3.2 1:1 심층 인터뷰 (in-depth-interview) 결과 

분석 

수집된 사용자 경험의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진행한 UX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또한 
함께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발견 (Discover), 정의 (Define), 개발 
(Develop), 전달 (Deliver)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Design Council, 
2005)을 UX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였으며, 
사용자 조사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 

(Insight)를 도출하는 단계인 정의(Define) 즉, 수렴 
과정에서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분석한 내용을  비교하여 일차적으로 분류하였다. 

표 4. 1:1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카테고리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수행 

대면 상황에서의  

수행 

데이터 
기록 및 

준비과정 

준비 단계에서 대 면 
상황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계획 하려고 
함 . (라벨 색상, 역할 
분담, 시간  등) 

기본적인 준비 과정 
을 거치지만 자유 
롭고 즉흥적인 분 
위기. 계획한 내용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음. 

리서치 내용을 협업 
툴로 옮기는데 시간 
소요가 적어 편리  
함.타이핑이 용이함. 

리서치 내용을 비교 
적  러프한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옮겨 
적어야 함. 시간 소요 
많음. 

그룹핑을 
통한 

아이디어, 
인사이트 
도출 과정 

 

역할 분담이 뚜렷 
해져, 각자 수행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논의와 개입이 적어 
짐. 

서로의 진행 상황과 
전체 과정에 대한 논 
의가 온라인에 비해 

활발함. 

새로운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내는 과 
정에서 대면 상황 

새로운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팀원들 
과의 소통 과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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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의식 해서 단 
계를 설정 하고 진 
행함.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전체 조망이 어려워 

다른 장표에 있는 
라벨을 찾거나 그룹  
핑 하는 과정 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함. 

라벨을 비교적 자주 

옮기고, 계획에 없는 
세부적인 그룹핑과 
정이 즉흥적으로 진 
행 되기도 함. 

추가적인 자료를 넣 
을 때 조금만 흐트 
려져도 바로 맞춰야 
하는 느낌. 라벨 분류 
기준이나 색에 집착 

하게 됨. 

드로잉 하거나 문구 
를 추가 하는 등의 
추가 작업에 있어서  
부담이 적음. 

정리 및 
문서화 

과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 
서 발표 문서나 로우 
데이터로 활용함.   
비교적 정리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 되며 
편리함. 

벽에 붙어 있는 라벨 
들과 결과물들을   
추가적으로 정리 
하고 문서화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 해야  함.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들은 비 캔버스를 활용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수행 과정에서 기존 대면 상황과 
다른 경험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비캔버스를 활용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화면 

온라인 협업 툴을 통한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수행은 
정리 및 문서화 단계에서의 노력이 적게 들어 

편리하지만, 진행 단계에서 비교적 팀원들 간의 
소통과 개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도출에 의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세부 요소를 변경할 
때마다 시각적인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대면 상황에서의 친화도 
다이어그램 수행은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했을 
때보다 정리 및 문서화 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준비 단계에서 직접 수기로 라벨을 

작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팀원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소통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도출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고, 러프한 스케치와 같은 부가적인 자료를 추가할 
때 비교적 시각적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3.3 개선안 도출을 위한 중요도 선정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 도출을 위한 중요도 
기준을 선정하였다. 앞서 인터뷰한 사용자들이 
활용한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에서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심층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언급한 문제점과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4 가지 측면 중 4) 창의성을 

위한 팀워크 개념과 1) 문제 해결 모델을 중요도 
분류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키워드화 하여 최종 인사이트와 함께 
정리하였다. 

표 5. 중요도 순 문제점 정리 

중요도 문제점 기회요인 

1 
시각적인 정리에 대한 

부담감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와 인사이트 도출에 
영향을 줌. 

새로운 라벨이나 정보, 
이미지 등을 추가 할 때 
마다 정리에 신경을 기울 

이게 됨. 

2 
전체 상황  조망에 
대한 어려움 

라벨의 그룹핑과 비교를 
위해 사용자가 여러 번 화 
면을 이동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야함.  과업 보 
다 과업을 위한 수행 과 
정에 많은 노력을 써야함. 

3 
협업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에서는 과업에 집중 하기 

쉽고 용이하나, 소통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 
기엔 한계점이 있음. 

팀원들간의 작업 과정을 서 
로 조망하기 어려워 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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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횟수가 줄어듦.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나 인사이트 도출 기회가 
적어짐. 

3.4 개선안 도출 (UI 시나리오 제안) 

최종적으로 도출된 문제점 키워드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UI 시나리오를 와이어 프레임 

(Wire Frame) 형태로 주요 기능과 함께 제안하였다. 

 

그림 3. 자동 그룹핑 및 분류 

작업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라벨들을 선택하여 
묶으면, 자동으로 그룹핑이 완료되며, 라벨들의 열과 

행을 정리 해준다. 이를 통해 시각적인 정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본래의 과업에 

집중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 서식 저장 및 활용 

특정 서식으로 설정해 놓은 라벨들을 컴포넌트화 
하여 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라벨을 
설정하거나 기존 라벨들의 설정을 변경할 때, 

일괄적으로 쉽고 빠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 전체 조망 모드 

작업 중 원하는 장표를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다. 전체 조망 모드에서는 선택한 장표의 

라벨들이 자동으로 정렬되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 

또한 대시 보드를 통해 제공한다. 

그림 6.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알림 모드 

 

그림 6.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알림 모드 

각 팀원이 자신의 과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환기가 

필요하거나 작업 과정에 개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알림 모드이다. 온라인 협업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부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대면 상황보다 쉽게 
본인만의 작업 과정에만 매몰되기 쉽다. 위와 같은 
기능을 통해 작업 과정에서의 팀원들의 소통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수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협업 툴인 비 캔버스를 

활용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경험과 대면 상황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였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과 인사이트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UI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UX 디자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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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툴의 특정한 사용자 경험을 고찰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표 사례로 선정한 한가지 
온라인 협업 툴 만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사용자 
리서치 및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제안한 UI 

시나리오가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UX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되는 온라인 협업 툴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협업 툴을 

통한 다자인 협업 상황에서의 진행 방법의 제안 등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사용자 경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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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공간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진행·결정할 수 있다. 

선택(클릭 혹은 터치 등)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가상공간 속 대상이나 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계를 만들고 내러티브를 전개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적 행위를 통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비선형적 구조의 탐색 가능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 예로, 본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학십도 VR> 프로젝트에 활용된 3D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3D navigation interface)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사용된 마크로 
내비게이션(macro-navigation)과 마이크로 
내비게이션(micro-navigation)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성학십도 VR>에서 한국적 공간 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중첩성 · 순환성 · 상호작용성을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VR 상에서 

그것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VR 
내러티브에서 내비게이션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VR, 시공간 내러티브, 3D navigation 

interface, <성학십도 VR>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존 VR 공간 안에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전체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공간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경우 ‘메뉴’의 형태로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작한 <성학십도 VR> 공간에서의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제어를 위한 
‘메뉴’가 아닌 콘텐츠 간 이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 우리는 <성학십도 VR>에서 성학십도 

콘텐츠가 갖는 시공간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철학의 
중층적이고 순환적 특징의 개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실제 그 시공간적 내러티브에 대한 직접적인 이동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는 
『성학십도』의 심오하고 방대한 철학적 논의와 이를 

위한 내러티브를 <성학십도 VR> 작업의 시공간적 
체험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VR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러티브의 재구성과 

재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용자들에게 섬세한 
구성과 다양한 사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우선『성학십도(聖學十圖)』란, 조선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성리학의 개념을 1,860 개의 한자와 

동그라미와 X 자 구조의 도상들을 통해 열 폭의 병풍 
안에 압축해 놓은 고도의 사유체이자 정보 집적체이다.  
『성학십도』에 표현된 열 폭의 그림은 퇴계가 

전하고자 하는 철학적 · 개념적 시공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이러한 구성이 성학십도의 각 도와 
각 도 내부에서 시공간을 서로 넘나드는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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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는『성학십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원과 궁의 
건축 등에서도 등장하며 이러한 공간 미학적 특성이 

조선 성리학, 나아가 한국적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있다. 본 연구자들이『성학십도』를 
가상현실 프로젝트로 기획 · 제작하려 한 이유는, 

『성학십도』의 시공간적 구조가 VR 을 통해 
시청각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담겨질 수 있다면 보다 
그 콘텐츠에 대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이고 개념적 사유의 중층세계를 
드러내는 공간과 그 공간 속의 대상물은 물론,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다중 층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고안했다. 
특히『성학십도』열 개의 도를 넘나드는 마크로 

내비게이션과 열 개의 도 내부에서 도상과 해설을 
넘나들 수 있는 마이크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성학십도』의 

시공간적 내러티브가 가상 공간에 체험적 구성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구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달되는지 몇 개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시공간성[2] 

『성학십도』는 10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는 2D 
책이나 <그림 1>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둔 열 폭의 

병풍의 형식을 가진다. 성학십도에서 열 개의 이미지는 
각각 ‘도(圖)’라 부르며 각 도는 여러 ‘권(卷 )’으로 
나눠져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성학십도』의 내용은 

도(道)에 이르는 학문적 길을 안내하는 것인데, 각 
도(圖)의 구성은 성학에 이르는 길을 설계함에 있어 
건축에서의 문(門)과 창(窓)과 같이 중첩적 배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성학십도』내에 그려진 도상은 
한국적 공간 미학의 특징인 중첩성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순환성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그림 1 『성학십도』 병풍 

『성학십도』의 시공간 내러티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대상들 사이를 넘나드는 경험과 
끊임없이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경험해야 

한다. 더불어 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환성 
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성학십도 내에도 
한국 건축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차경(借景, 즉 건물 

주변의 자연풍경을 빌려 건물 내부에 들여오고 이를 
통해 소박한 초가삼간 및 제한된 건축 공간을 대방광의 

광활한 공간으로 확장시킴)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성학십도』의 각 도가 가지는 구성적이고 

내용적인 중층성과 함께 10 개 도와 도 사이, 그리고 각 
도 안에서의 크고 작은 도상에 대해 주목한다.  

2.1 중첩성 

병풍은 전통적으로 공간을 가르는 역할을 했다. 실내에 
세워진 건축적 구조의 형태를 가지며, 실제 3 차원 
공간을 차지하고 나누기 때문이다. 병풍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공간 분할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퇴계가 만든 ‘성학십도 병풍’은 2 차원 
스크린의 3 차원 공간을 통해 열 개의 그림을 

늘어놓거나 이들을 조금씩 중첩시켜 보여준다. 또한 
내용적으로『성학십도』내 그림들은  때로 우주를 
담아내기도 하고 세상 만물을 담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우주를 그림 안에 빌려오는 것은 마치-한국건축이 
그러하듯-차경처럼 나에게 멀어졌던 하늘과 우주를 
적극적으로 내 시야에 불러들이며 이를 새롭게 

환기하도록 공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설계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 (좌)1 도 태극도, (중)4 도 대학도, (우)8 도 심학도 

각 도 내부에 있는 다양한 세부 내용은 구조적으로 
반복 · 순환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많다. 가령 ‘1 도 
태극도(太極圖)’의 경우 그 안에 펼쳐지는 다섯 개의 

원은 각각 권(卷)이라 불리는데, 이들이 서로 쌓이며 
우주와 온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지를 드러낸다. ‘4 도 대학도(大學圖)’ 또한 

3 강령 8 조목을 제시하며 자기 자신을 돌봄으로부터 
출발하는 마음가짐이 서서히 확장되어 가족을 돌보고 
나라를 돌보며, 온 세상을 돌보게 됨을 알려준다. 

이러한 확장 역시 켜켜이 쌓아 올려진 중층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 도 심학도(心學圖)’ 역시 
심(心)의 원과 경(敬)의 원이 위아래 층으로 쌓여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각각의 원을 중심으로 마음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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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르게 작동하고 순환하는지에 대하여 

중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좌)<성학십도 VR> 8 도 전체 구조, (우)경(敬)의 원 

2.2 순환성 

『성학십도』는 모든 존재가 하늘과 땅의 조화를 통해 

생성된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려준다. 즉 우리는 모두 
우주적 존재이며, 때문에 서로 모두 이어져 있다는 
연결성과 순환성을 환기시켜준다. 이런 거시적 

순환성과 더불어 각각의 도상에 있어서도 서로 
연결되고 반복되는 순환성 또한 보여준다. 1 도 
태극도의 두 번째 권인 음양(陰陽)은 음이 다하면 양이 

되고 양이 다하면 음이 되는 순환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태극도의 세 번째 권 역시 우주의 다섯 개 
원소, 오행(五行)이 서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고 

순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좌) 1 도 2 권의 음양, (우) 1 도 3 권의 오행 

7 도 인설도(仁說圖)는 기(氣)가 발하기 전의 상태인 
‘미발(未發)’과 이미 발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발(已發)’, 그리고 이러한 상태 사이의 순환을 

말하며 서로 우주 만유의 대상이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림 5  (좌) 7 도 인설도, (우) 10 도 숙흥야매잠도 

 

10 도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의 순환적 시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성학십도』곳곳에 존재하는 순환적 시공간을 통해 
『성학십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체와 객체, 
능동과 수동, 안과 밖, 시간적 선후 등을 넘나들며 

순환한다. 

2.3 상호작용성 

『성학십도』의 병풍에 둘러싸인 사용자는 몰입적 

구조를 가지는 병풍과 마주하며, 병풍이 상징하는 
초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마주함은 병풍에서 
안내하는 철학적 메시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자기성찰적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병풍을 
바라보는 과정은『성학십도』가 제시하는 수많은 
개념의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된다. 각각의 도들을 한꺼번에 
바라보거나 하나하나 주의 깊게 몰입하여 바라보는 
과정은, 각각의 도상과 철학적 개념들을 접혔다 또다시 

펼쳐지기를 반복하는 것과도 동일하다. 
『성학십도』의 각 도상과 이미지는 사용자가 
독자이자 관객으로서 바라보는 대상이 된다. 또한,  

동시에 그 대상들 자체가『성학십도』를 바라보는 
이들, 바로 사용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파악되기도 
한다. 즉,『성학십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순환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성학십도』는 도(圖), 명(銘), 잠(箴), 
규(規)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명과 잠은 벽에 걸어 

놓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경계토록 한 동아시아 사상 속 
형상적 문구다. 이는 일상생활세계의 각 영역에서 서로 
연결되면 곳곳에서 나타나, 독자 혹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을 수시로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잠(箴)은 마음에 

놓는 침이란 뜻으로, 덕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문류다. 

 

3. <성학십도 VR> 안에서의 시공간 이동 

본 연구자들은『성학십도』내 크고 작은 내러티브를 

각각의 VR 콘텐츠로 만들어 가상의 3D 시공간에 
담아냈다. 또한 부분과 전체의 개념적 이해를 넘나들며 
체험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3D 공간 안에 

내비게이션을 제작하였다. 각 도의 개념을 실시간 
조작과 상호작용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시공간을 사용자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여, 섬세한 
내러티브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내비게이션은『성학십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성학십도』가 안내하는 
내러티브를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돕는다. 

Proceedings of HCIK 2021

- 344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이렇게 내러티브를 상호작용적으로 탐색하며 다양한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터랙티브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성학십도』의 인터랙티브한 
내러티브적 체험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수 
없는 상황과 그 안에서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마음의 

변화 가운데, 경(敬)을 찾도록 돕는 길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각 도 사이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마크로 내비게이션과 각 도 내의 이미지 도상 

사이를 섬세하게 이동하는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을 
제작하였다.    

3.1 마크로 내비게이션(macro-navigation) 

마크로 내비게이션은『성학십도』 내의 열 개의 
‘도(圖)’를 이동하는 대분류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는 
각각의 도를 넘나들어 언제 어디서든 소환되어 열 개의 

도 사이의 이동을 가능케 돕는다. 예를 들어 1 도 
태극도(太極圖)에서 4 도 대학도(大學圖)로, 4 도 
대학도에서 8 도 심학도(心學圖)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마치 책이 가진 구조와 같이, 눈으로 
자유로이 이동하며 각 도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와 같으며 바로 이것이『성학십도』병풍이 

의도한 바라고 상상했다. 우리는『성학십도』병풍 
자체를 마크로 내비게이션의 형상으로 가져와 

디자인하여, 가장 직관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림 6 <성학십도 VR>의 마크로 내비게이션 

또한 마크로 내비게이션은『성학십도』 10 개의 도가 

소개하는 여러 철학적 개념의 시공간을 체험자가 VR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여 그 
상호작용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병풍의 안과 밖, 

시간적 선후를 넘나들며 자율성과 순환성을 부여한다. 

3.2 마이크로 내비게이션(micro-navigation) 

한편 『성학십도』의 각 도 안에는 도마다 서로 다른 

세부적 구조가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 1 도 태극도는 
5 개의 권이 존재하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 권은 
태극, 2 권은 음양, 3 권은 오행, 4 권은 건도성남과 

곤도성녀, 5 권은 만물화생 등의 미세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이러한 권들 자체는 <성학십도 VR>에서 
각기 다른 각각의 VR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 권들 사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는데, 이를 

마이크로 내비게이션(micro navigation)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1 도의 1 권에서 5 권으로, 5 권에서 4 권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림 

7 참조). 또한 1 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 내에서도 
도상이나 한자로 이루어진 개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유의 개념 공간을 자유로이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7 (우) 『성학십도』1 도 태극도(太極圖), 
(좌)<성학십도 VR> 1 도의 마이크로 내비게이션 

2 도 서명도(西銘圖)의 경우는 상도(上圖)와 

하도(下圖)의 구성을 갖고 있다. 2 도에서 상도는 세계 
내에 다양한 인간관계의 구성들을 바둑판 위의 
바둑돌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으며, 하권은 그 바둑판 

위에서 바둑돌을 두는 것과 같다고 하여 각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소개한다. 2 도 
서명도의 상하도 역시 <그림 8> 좌측 이미지의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 가능하게 설계된다.  

 

그림 8 (우) 성학십도 2 도 서명도(西銘圖), (좌) <성학십도 
VR> 2 도의 마이크로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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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학십도 VR>에서 마크로 내비게이션과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VR 컨트롤러를 통해 소환되며, 도와 도 안의 도상을 
넘나드는 구조를 갖추어 간다. 예를 들어 1 도 5 권에서 
2 도 하권으로의 이동은 어렵다. 2 도의 하권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병풍, 즉 마크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불러 2 도를 선택한 뒤 그 이후에 
자신이 체험하고자 하는 권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성학십도』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경(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잘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 경(敬)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이해되거나 추구될 수 없기 때문에 『성학십도』 
내에서 퇴계가 그토록 반복하고 공들여 강조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는 오늘날 마음 
챙김(mindfulness)으로 이해될 수 있다. 퇴계는 
이러한『성학십도』의 가르침을 통해 임금도 부단히 

노력하여 성군이 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노력을 
거듭하여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일반인들도 모두  경(敬)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9 <성학십도 VR>의 각 도에서 밝게 빛나는 구슬로 
형상화된 경(敬)의 모습이다. 이는 각 도에서 소개되는 
경(敬)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향후 우리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경 구슬을 다양한 방식으로 꿸 수 
있는 인터랙티브 내러티브를 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대로 현재 <성학십도 VR>은 열 개의 도가 
각각의 VR 로 만들어졌으며, 몇 개의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더 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이크로 내비게이션 제작을 통해 <성학십도 VR>을 
도에 이르는 길, 성학의 길을 안내하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학십도』 

곳곳에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경(敬)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성학십도 
VR>을 체험하는 이들에게 경이라고 하는 주제적 

내러티브이자, 각기 다른 일상 속 시공간 상에서 
끊임없이 추구될 수 있는 경을 현대적인 맥락에 맞게, 
수많은 경로를 통해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 여러 번의 레이어를 거쳐 
드나들 수 있도록-덕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중첩문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4. 결론 및 향후 계획 

<성학십도 VR>은『성학십도』의 공간 미학을 
VR 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우리는『성학십도』내의 여러 도상과 도설들을 

가상공간 안에 배치된 다양한 대상들과 경험들 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공간의 레이어-중첩 현상, 그리고 
우주와 자연, 만물과 넘나듦의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크로 내비게이션과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의 사용을 통해 중층성(multi-
layered)을 체험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내비게이션 통해 내러티브의 구조와 조합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도 인터랙티브 게임 혹은 인터랙티브 필름 

등에서 다양한 내러티브의 구조와 내비게이션이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순한 구조와 
메뉴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을 뿐 콘텐츠의 시공간적 

내러티브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접근된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자들은 퇴계 『성학십도』에 표현된 
10 개 도와 도의 사이, 각 도 안에서의 크고 작은 

도상들을 중첩적으로 배치하여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도(道)에 이르는 길, 즉 경을 구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결국 『성학십도』가 전달하고자 한 

핵심적이며 주제적 내용이자 개념이다. 그리고 
성학십도 자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 내러티브가 된다. <성학십도 

VR>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조작을 통해 
섬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인 것이다. 본 
연구의 마크로 내비게이션과 마이크로 내비게이션은 

각각의 콘텐츠로 개별화되어 제작된 콘텐츠를 서로 
연결하며 내용상 확장시켜 볼 수 있는 확장성은 물론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롭게 콘텐츠를 생산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학십도 VR>의 이러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향후 체험자들이 경(敬)에 이르는 

길, 즉 마음 챙김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면서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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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던 업무가 자동화 및 개인화 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개발자와 비개발자 사이의 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기사를 
작성하고 검수하는 편집자와 데이터를 연동하는 개발자 
사이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본 

연구는 야구 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인 “프로야구 뉴스 
로봇"과 대선 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인 “나리(NARe)”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템플릿 기반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협업 사례를 살펴보고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한다. 

먼저 개발 환경과 편집 환경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실시간으로 작업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편집자에게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함을 발견했다.  

주제어 

협업, 데이터 저널리즘,  로봇 저널리즘. 

1. 서 론 

많은 조직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데이터 중심적(data-
centered)” 접근을 도입함에 따라, 개발자, 기획자, 
분석가, 에디터, 프로젝트 매니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stakeholders)가 서로 협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직군 사이의 협업의 중요성이 

HCI 와 CSCW 분야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3,6,7].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기사 생성을 위해 에디터(기자)와 
개발자 사이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자동으로 기사를 생성하는 “자동화된 
저널리즘” 분야에서의 협업이다. BBC 의 뉴스 제공 챗봇 
서비스 팀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에 따르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자는 개발자와 협력하여 
결과물을 보내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기자는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며, 개발자는 쉽게 검색하고, 
재조합할 수 있는 기사 형식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봇 개발 부서의 시니어 저널리스트와 

같이 편집 능력과 개발 능력을 고루 갖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저널리즘 작업에서 에디터와 개발자가 
실제로 협업하는 방식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challenges)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며, 에디터와 개발자 사이의 완만한 협업을 
보조하는 기술적인 툴 역시 충분하지 않다.[1]. 나아가 
데이터 중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발자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 프로세스를 
증진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7]. 개발자와 비개발자 사이의 협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개발자의 관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속한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일부분만 바라보는 한계점이 있다. 

에디터와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협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툴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구성원(e.g.,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의 관점 뿐 아니라 비기술적 구성원(e.g., 에디터, 
기획자, 매니저)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저널리즘 분야의 
협업 관행(practices)과 어려움(challenges)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툴에 대한 
디자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프로야구봇"과 “나리(NARe)”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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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널리즘에서 기사 생성되는 과정과 개발자와 
편집자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서술한다.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차후 협업 시스템 개발을 위한 디자인 임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1) 코드와 템플릿 작성 환경의 혼재, 
(2) 문장 검수 과정에서 연동된 데이터의 낮은 접근성, 
(3) 데이터와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재로 

나타났다. 제시된 이슈를 바탕으로 협업 도구 디자인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로봇 저널리즘 

오토메이티드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으로도 

알려진 로봇저널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분야를 말한다. 
정확성과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인간 기자의 통찰력과 

보완을 이루며 더 좋은 기사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석해 기사를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2].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hci+d lab.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프로 
야구 경기 결과를 기사로 작성함으로써 [4], 국내 최초로 
로봇저널리즘 연구가 이뤄졌으며 이후 언론사에서도 

로봇 저널리즘을 활용하기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로봇에 의한 자동 뉴스 작성은 (1) 데이터 수집, (2) 
이벤트 추출, (3) 중요이벤트 선별, (4) 기사의 분위기 

결정, (5) 뉴스 기사 생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 (5) 
뉴스 기사 생성 (News Article Generation)은 이전 
단계까지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문장을 생성해 

기사로 생성하는 마지막 단계다. 선별한 중요 이벤트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장을 선택해 이야기를 
생성한다. 뉴스 생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기사의 내용, 

콘텐츠나 플랫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템플릿을 통해 뉴스 기사를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2.2 템플릿 기반 자동 뉴스 기사 생성 시스템  

금융, 날씨, 스포츠, 선거 등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고 
데이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야일수록 데이터 

저널리즘을 적용하기 수월하다. 해당 분야에서는 기사 
작성 대상이 되는 사건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사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정규화 되어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만들면 매번 기사를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템플릿은 
기존의 기사 형식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익숙한 형태의 기사를 제공한다. 나아가 

하나의 템플릿을 더 작은 단위의 모듈로 나누어 문장 및 
모듈을 재사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템플릿을 이용한 자동 뉴스 기사 생성 시스템은 템플릿, 
데이터 모델, 기사 생성 엔진으로 구성된다. 템플릿은 

기사의 틀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문장 안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표기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달라질 때 
마다 같은 형태의 서로 다른 내용의 기사가 생성된다. 

템플릿은 하위 모듈로 나눌 수 있고, 모듈의 재조합을 
통해 템플릿 자체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거나, 

기사 생성에 적합한 클래스를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기사 생성 엔진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템플릿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연동하여 문장 안에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 기사를 생성한다. 

 

 

그림 1 자동 뉴스 기사 생성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3. 사례연구 

본 연구는 스포츠 경기와 대선 선거에 관한 2 개의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를 인터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과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사한 인터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주제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각각의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업 프로세스에 관해 서술한다. 

• 야구 뉴스: 프로야구 뉴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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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봇은 한국 프로야구 경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페이스북1에서 관련 정보를 요약 및 정리해서 

뉴스 기사로 제공한 프로젝트다. 단순히 경기 승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어떤 선수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승패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등 승률이 급변하는 대목을 주요 이벤트로 

선정해 뉴스 기사를 생성한다. 

• 선거 뉴스: 나리봇2 

나리(NARe)는 SBS 와 서울대 이준환 교수와 이교구 
교수가 공동개발한 2017 년 대선결과를 알려주는 로봇 
저널리즘 시스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선결과를 바탕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하여 대선결과 관련 기사를 

제공한다.  

4. 결과 

사례연구 결과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개선점은 크게 3 가지로 
나타났다: (1) 코드로부터 템플릿 작성 환경의 분리, (2) 
문장 검수 과정에서 연동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3) 

템플릿에 포함된 데이터 표현 방식.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 해당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툴 및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4.1 코드로부터 템플릿 작성 환경 분리 

초기 템플릿 방식 기사 생성 모델의 경우 문장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기사를 생성하는 코드 안에 있거나, 코드 

내부 모듈로 일부분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기사 생성 코드의 기본적인 기능이 갖춰지면 
기사를 출력해보고 검수한 후 잘못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표현을 찾아 수정 사항을 개발자에게 전달하였다. 
개발자는 수정 사항에 해당하는 문장 표현을 코드 
내에서 찾아 고치고, 다시 기사를 생성하면 검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집자는 템플릿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서만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고, 개발자는 

템플릿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여 문장을 추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템플릿을 작성하는 편집 환경을 
개발 환경과 최대한 분리하여, 문장 생성 및 수정에 관한 

편집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장에 넣을 변수 표현에 
대한 규약을 정함으로써 개발자는 문장 관련 업무에서 

 

1 https://www.facebook.com/kbaseballbot/ 

독립하여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자는 
스프레드 시트로 규약에 맞게 템플릿을 작성하고, 

템플릿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면 개발자는 데이터 
모델과 연동하여 변수를 채워 넣어 기사를 완성한다. 
문장 표현 중에서도 계산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나 템플릿이나 문장 표현을 선택하는 조건식은 
여전히 개발자 측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장의 추가 및 수정 외에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편집자와 개발자 간에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업 툴에 관한 디자인 제언 1: 문장 생성 및 수정하는 
공간을 인터페이스 상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에디터의 

뉴스 수정 자유도를 높인다.  

4.2 문장 검수 과정에서 연동된 모든 단위의 구조에 

접근성 고려 

두번째로 템플릿을 수정하기까지는 완성된 기사를 

출력하여 검수하고 반영하는 과정 뿐 아니라, 기사를 
생성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거나 문장 내 변수의 
표현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가령 

대선의 경우, 당선 확정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표율과 1 순위 후보의 득표율, 2 순위 후보의 득표율 
등 당선 확정 사건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뉴스팀은 

이와 같이 특성 사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나아가 조건식에 확률이 개입한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표현이나 기사가 나올 

때까지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테스트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었다. 데이터 구조 역시 복잡해질 
경우, 해당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했으며, 서로 이해를 끝난 후에도 데이터 구조가 
명확하게 외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관해 중첩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편집자와 개발자 간 소모적인 
소통을 줄이고 실시간에 가깝게 작업을 반영하려면 
대부분의 과정에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템플릿 안에 있는 문장은 변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를 통해 예상되는 문장을 보여주어야 하며, 해당 

문장이 포함되는 기사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구조를 템플릿 편집 환경에서 시각화를 통해 

2 
https://news.sbs.co.kr/news/reporterPage.do?report

erId=NARe&selectTyp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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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편집자와 개발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요청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제공하는 것은 다수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협업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협업 툴에 관한 디자인 제언 2: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환경에서 높이고, 사용자 정의 변수를 요청하거나, 
편집하는 공간을 인터페이스 상에서 지원하여, 변수 

표현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및 데이터 구조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4.3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선택권 

마지막으로 데이터 표현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자유도를 높이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 뉴스에서는 관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야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닝(5)과 실점(0) 데이터를 가져와 문장을 쓸 때,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5 이닝 0 실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5 이닝 무실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엔진 내부적으로 표기법을 해당 변수가 
0 인 경우 ‘무'로 표기한다고 정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편집자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문맥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하다. 

• 협업 툴에 관한 디자인 제언 3: 편집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뿐 아니라, 표현 방식에 

대한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5. 논의 및 결론 

데이터 저널리즘은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가 
도입되면 기사 작성 단계 별로 부분적으로 자동화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데 드는 노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슈를 탐색하거나 
템플릿에 사용할 문장을 수집 및 생성하고, 축적된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 및 이미지, 그래픽을 
생성하는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목이나 편집 초안을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를 작성하는 
대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선택,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향후 음성 인식, 번역 

기술, 이미지 분석, 패턴 인식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될 것이며, 발전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업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에 대한 중요성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개발자와 비개발자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서의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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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집단의 SNS 이용에 대한 

목적과 양상을 조사하고, SNS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2010-2020 년 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조사하였고, 조사한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범주화 했다. 그 결과, ASD 집단이 SNS 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ASD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SNS 에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더해서 ASD 집단은 SNS 상에서 제한된 

대화 주제, 유행하는 신조어 이해의 어려움,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문자기호의 저조한사용 등의 

이용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용양상의 원인이 

되는 ASD 집단의 특성으로는 정서인식과 정서통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인식 및 정서 맥락 이해의 어려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올바른 SNS 사용에 대한 지원 

및 software program 을 활용한 정서인식학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주제어 

ASD, 발달장애, SNS, 정서인식 

1. 서 론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social 

networking sites (SNS)는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플랫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ASD 집단도 SNS 를 음악, 

영화, 만화 등의 취미 및 여가생활의 수단,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 유행을 따르는 수단 등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1].  

SNS 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구어나 문어만이 아닌 사진이나 그림, 음악과 같은 

다양한 표현수단을 활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구어나 문어 사용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ASD 집단은 SNS 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 [2].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를 사용하는 ASD 

사용자의 SNS 이용목적 및 이용양상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ASD 집단의 정서 및 인지적 특성을 확인 

후 SNS 및 software program 을 활용한 ASD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효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ASD 사용자의 SNS 이용목적은 무엇인가?  

2. ASD 사용자의 SNS 이용양상은 어떠한가? 

3. ASD 사용자의 SNS 이용양상에 영향을 주는 

ASD 의 정서적 특징은 무엇인가? 

4. ASD 사용자에 대한 SNS 의 교육적 효과는 

있는가?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도출한 위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ASD 집단이 SNS 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D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SNS 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양상을 보였다. 

또한 SNS 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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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으로는 이모티콘 

선호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낮으며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제한된 

표현을 사용하며 핵심적인 대답 대신 지나치게 

상세한 관련 정보 나열 등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모습에 대해 비유하여 표현했을 때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더해서 제한된 대화 주제, 유행하는 신조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문자기호의 저조한 

사용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용양상의 

원인이 되는 ASD 집단의 특성으로는 정서인식과 

정서통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서인식 및 정서 맥락 이해의 어려움은 software 

program 을 활용한 정서인식학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림 1. ASD 집단의 SNS 사용에 관한 논문들의 주제 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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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본 연구는 최근 10 년간 RISS 

(http://www.riss.kr/index.do)와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에 등록된 ASD 관련 

학술지 연구들을 대상으로, ‘autism, autistic 

spectrum disorder, emotion recognition, face book, 

instagram, sns’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결합하여 

검색하였다.  ASD 집단의 SNS 사용과 관련한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ASD 집단의 SNS 이용목적에 대한 연구 3 편과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에 대한 연구 4 편, ASD 집단의 

정서인식에 대한 연구 4 편을 선정 및 조사하였다. 

조사과정 중 SNS 와 software program 이 

ASD 집단의 정서인식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SNS 와 

software program 의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 5 편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총 16 편의 논문들을 조사하여 4 가지의 상위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해당 주제는 ASD 집단의 

SNS 이용 목적, SNS 이용 양상, 정서특성 및 인식, 

정서교육 효과이며, 각 상위 주제에 대해 2-3 개의 

하위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1>). 

3. 본문 

3.1 ASD집단의 SNS 이용목적에 대한 연구 

Mazurek et al.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목표로 SNS 를 사용하는 ASD 사용자들은 

다른 목표의 ASD 사용자들보다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와 관련한 ASD 집단의 SNS 이용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친구 및 내가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문자의 반응(댓글)의 즐거움’ 등의 이유를 

높은 비율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1]. 또 다른 

연구에서도 SNS 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로 하는 것 

보다 편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인사 

및 안부’ 등의 이유를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2]. 이 

결과들을 통해 ASD 집단도 SNS 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D 집단의 SNS 이용목적에 관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ASD 집단이 

SNS 를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었다 [3].  이는 비 ASD 이용자들은 

SNS 이용을 통해 타인과 상향비교와 유사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이 SNS 에 대한 부정적 태도 

(attitude)를 거쳐 결국 SNS 이용중단(behavior)에 

이르게 되어 최근 SNS 의 이용자수가 줄거나 

정체되어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대조적인 

결과임을 시사한다 [4]. 

3.2 ASD집단의 SNS 이용양상에 대한 연구 

ASD 집단의 SNS 상 이모티콘 사용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ASD 집단은 이모티콘에 대한 선호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 유형에 따른 선호도 평균을 

비교하면, 얼굴표정 이모티콘 표현의 경우, 일반 

집단이 ASD 집단 보다 더 높은 선호도 점수를 

나타냈다. 사물 상징 이모티콘 표현 역시 일반 집단의 

선호도 평균이 ASD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즉, 

ASD 집단의 얼굴표정 이모티콘과 사물 상징 

이모티콘 대한 선호도 평균 모두 일반 집단의 

선호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5][6]. 

청소년 ASD 집단의 페이스북 이용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ASD 집단은 특정한 상대방을 향해 

보내려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올라간 듯한 의미 없는 

텍스트들이 섞여 있다. 메시지의 유형은 주로 그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니야’, ‘뻥이야’, ‘신기해’, 

‘이 게임 누가 이걸 보낸거야’ 등 메시지를 업로드할 

때의 맥락이 없이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신이 생활하는 복지원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자신이 소속된 곳을 알리기도 

한다. 전혀 연관이 없는 외국인과도 친구를 맺어 그 

사람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반응하기도 한다. 또한 

관심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페이스북 상의 

프로필 이미지에는 자신의 사진보다는 아이돌그룹, 

연예인 등의 사진을 자주 바꾸어 올린다. 청소년 

ASD 집단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며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글과 이미지, 

영상을 공유하며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이러한 컨텐츠를 교환하고 

관찰하며 서로 반응하는 행동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보였으며 타인과의 소통에 의한 

자기확인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7]. 

ASD 집단의 SNS 상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ASD 집단은 제한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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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핵심적인 대답 대신 

지나치게 상세한 관련 정보를 나열하며,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모습에 

대해 비유하여 표현한 것을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서 제한된 대화 주제, 

유행하는 신조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문자기호의 저조한 사용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의 

원인으로는 ASD 집단의 정서인식 및 복합적 상황 

통합 능력의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8-

13]. 

3.3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ASD 집단의 정서특성 및 정서인식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 집단과 ASD 청소년 집단의 정서 

인식 비교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ASD 청소년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정서 인식 

총점과 인식 정확도 점수를 보였다. 이는 ASD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정서 인식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 것이다. 정서종류에 따른 

정서 인식 비교에서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ASD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정서 인식 정확도 점수가 낮았으며 추가적으로 

중성적 정서의 경우에도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ASD 청소년 집단에서 낮은 인식 정확도 점수를 

보였다 [10]. 이러한 ASD 집단의 낮은 정서 인식력이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문자기호의 

저조한 사용, 이모티콘이 사용된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8-13]. 

 ASD 집단이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즉, 

행동반응에서는 결함을 보이지 않는 ASD 집단 

일지라도 fMRI, ERP, fEMG 의 뇌 영상 및 신경 

심리 연구 결과에서는 ASD 의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ASD 집단은 정서 

자극이 단일 감각이 아닌 다중 감각으로 제시되었을 

때 정서 정보 통합의 이득이 일반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SD 집단은 정서 정보를 통합할 때 

정서를 잘 인식하기 위한 보상 기제로 주의와 언어 

기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기제는 정서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ASD 집단에 

있어서 정서 정보를 탐지하는 초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언어는 ASD 집단이 정서정보를 

해석할 때에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ASD 집단은 언어 정보 중 ‘비언어적’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비언어적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정서 탐지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ASD 집단의 정서 인식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ASD 집단의 전체 정서 인식력은 40.1 점으로 

나타났다.  39 점 이하를 평균 이하의 정서 

인식력으로 해석하는 지침에 의하면 이들의 정서 

인식력은 정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정상 범주 

내에서도 하위집단의 정서 인식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 이해력을 제외한 나머지 2 개 

영역, 즉 정서 변별력과 맥락 이해력은 규준집단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SD 집단이 정서 변별과 맥락이해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 이러한 

ASD 집단의 정서적 특징은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모습에 대해 비유하여 표현했을 때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는 등의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2]. 

일반 집단과 ASD 집단의 얼굴인식 순응연구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얼굴 순응과제 이후 일반 

집단은 목표 얼굴의 정서와 주변 얼굴의 정서가 일치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정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불일치 

조건에서는 ASD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정서 강도를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D 집단이 주변 

맥락 얼굴의 정서에 관계없이 목표 자극의 정서에만 

집중하여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ASD 

집단이 상대적으로 맥락정보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시사한다 [13]. 이는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며, SNS 에 맥락 없는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3.4  SNS 와 software program 를 활용한 

ASD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서 인식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ASD (Autistic Disorder, Asperger Disorder, or 

PDD-NOS), mental retardation (MR) 등의 

발달장애를 가진 10~52 세의 환자 총 241 명을 

대상으로 4.5 년 동안 증상호전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성장할수록 32 개의 자폐증 증상 중 19 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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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었고 8 개의 부적응성 행동 중 7 개가 크게 

개선되었다.  부적응행위의 개선 가능성은 31 세 이상 

연령층에서 10 세에서 21 세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자폐증 증상은 모든 연령대 걸쳐 꾸준한 속도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SD 증상이 성장과정 

중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4]. 

미국의 스마트러닝 사례에 관한 연구에서는 

PDD-NOS (범발달장애), autism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7 주에서 10 동안 mind reading 

software program 을 활용한 각 감정 별 표정, 목소리, 

상황에 대한 정서 학습의 결과로 emotional 

recognition 점수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 얼굴색, 

목소리, 얼굴윤곽 인식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SD 집단의 정서인식 어려움을 software 

program 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5]. 

 SNS 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또래 수준의 언어구사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중등 발달장애 학생 3 명이 2013 년 8 월부터 

11 월까지 총 22 회기 동안 SNS 교육을 받은 후 

SNS 활동을 진행하였다. SNS 활동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친구에게 자신의 관심을 특별히 표하거나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타인의 장래 희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등 타인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대되었다. 

무엇보다도 친구와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SNS 

상에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활용이 ASD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6]. 

ASD 아동청소년 28 명 에게 8 주 총 56 일동안 

‘LookAtMe’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얼굴인식 

훈련 과제(4 개)와 구체적인 사회기술을 가르치는 

과제(3 개) 총 7 개의 과제를 실시한 이후 참여 전후 

ASD 아동 청소년의 부모와의 눈맞춤, 정서이해, 

정서표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눈맞춤,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훈련 후 눈맞춤의 질이 향상되었고 ‘역겨움’과 

‘놀람’등 일부 정서 이해 수준이 높아졌으며, ‘놀람’과 

‘슬픔’ 등의 정서표현 향상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software program 을 활용한 정서학습을 통해 

정서 인식 뿐만 아니라 ASD 집단의 정서표현 향상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7].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D 집단의 SNS 사용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등 ASD 집단도 SNS 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느정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NS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은 단조로우며   

감정표현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ASD 집단의 

이모티콘 선호도 평균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제한된 표현의 반복,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 

나열, 비유가 포함된 문장 또는 관용어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서 제한된 대화 주제, 

신조어와 이모티콘 이해의 어려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및 문자기호의 저조한 사용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관찰하며 서로 반응하는 행동을 

하는 등, SNS 를 활용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셋째, ASD 집단의 정서인식에 대한 정확도는 다소 

낮은 편이며, 이는 SNS 사용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과 ASD 청소년 

집단의 정서 인식 비교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ASD 청소년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정서 인식 

총점과 인식 정확도 점수를 보였다.  

  정서종류에 따른 정서 인식 비교에서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중성적 정서 모두 ASD 집단에서 일반 

집단에 비해 인식 정확도 점수가 낮았다. ASD 집단의 

정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ASD 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SD 집단의 정서적 특징은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모습에 대해 비유하여 표현한 것을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며,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등[2]의 ASD 집단의 

SNS 이용양상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넷째, mind reading software program 을 통해 각 

감정 별 표정, 목소리, 상황에 대한 학습 후 

ASD 집단의 emotional recognition 점수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 감정 별 표정 목소리, 

얼굴윤곽 인식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SD 집단의 정서인식 어려움을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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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다. 

ASD 집단은 SNS 를 의사소통의 매체 중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SNS 가 

ASD 집단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적 매체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소속되었거나 생활하는 곳을 SNS 에 

공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로 SNS 상에 표현하는 

ASD 이용자들의 이용양상은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불링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할 수 있다. 이는 ASD 집단의 높아진 

SNS 참여만큼 SNS 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SD 집단의 SNS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SNS 를 어떻게 사용하고, 해당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지 등에 대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ASD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인식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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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연구 

: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for Enhancing Traffic Safety  

Awareness Focused on Vulnerable Road Users in Pohang

요약문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s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nearly 3 million in the 

last 10 years in 2020. This increasing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The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drivers which also increases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every year.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pedestrians are 

increasing as well. However, Korean society 

has ye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elderly-related traffic accidents. Recently, 

municip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uch as voluntary return of 

licenses, for elderly driver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take proper measures. Pohang City 

is also conducting voluntary return of driver's 

licenses to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but 

their effectiveness is low. Gyeongsangbuk-do 

Province, where Pohang belongs, is already 

super-aged with an aging rate of more than 20 

perc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nage 

elderly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 

accidents.  

주제어 

데이터 분석, 노인, 취약계층, 교통사고, 고령화, 

포항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운전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5 년간 노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 년 23,063 건에서 2019 년 33,239 건으로 약 

44%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중 57.1%가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포항 지역은 

경상북도에 속한 곳이다.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20%이상으로 이미 초고령화 상태인 지역이다. 

경상북도는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총 

5,309 건이다. 또한,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가 총 214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은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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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2 배가 넘었지만, 사망자 수는 더 

적었다.(2018~2019 기준, 출처: 전국 경찰청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포항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 

형태로 결과물을 도출하고, 분석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의 

교통정책 현황 

2.1 안전 취약계층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 9 의 3 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6 세~12 세까지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노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5 세 이상의 사람을 정의한다. 

2.2 국가 차원의 교통관리 현황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7 월 발표한 ‘제 4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난 사망자는 사회 재난과 안전사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에서 매년 

5,00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65 일 전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 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 

공동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1] 

2.3 경상북도 내 교통사고 관리현황 

 경북교육청에서 2019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2 개월간 유치원 707 개원, 초등학교 470 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파악했다. 그 결과 

경상북도내 19 개 지역, 유치원 56 개원과 초등학교 

172 교 등 228 개 기관에서 514 곳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개선 가능 

298 곳(58%), 개선 불가능 108 곳(21%), 검토 중 

79(15%), 유관기관 협의 필요는 29(6%)로 

파악되었다.[2] 

 우리 연구의 대상인 포항시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0 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 월 3 일부터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경찰서/운전면허 

시험장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범위와 접근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 우리나라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활용하며, 지역적으로 전국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율이 높은 

경북지역, 더욱 좁혀 포항 지역의 노인 운전자와 

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는 항공, 

선박, 철도 등의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교통사고로 한정한다. 

 연구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가설, 즉 노인 연령층의 

교통사고 취약성 및 빈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령층의 사고 빈도의 증가폭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그 심각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3.2 분석 절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추가로 우리나라의 

인구조사 통계에 대한 자료이며 이에 대한 수집이 

첫 단계이다. 둘째로는 조사된 자료에서 분석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정제 

처리 단계, 마지막으로 구글차트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단계이다. 

3.3 분석 환경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한글 데이터 가공의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택하고, 분석 프로그램은 통계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지원이 확실한 R 프로그램과 

구글차트를 사용한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정부기관에서 공식 조사된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다. 

3.4 분석 방법 

 분석은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가해 유형에 관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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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해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 처리한 후, 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구글차트를 활용해 시각화 

한다. 

4.  경상북도와 포항시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4.1 경상북도 교통사고 사상자 분석 

그래프 1. 2019 년 기준, 경상북도 관할 상위 8 개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그래프 1 는 경상북도 교통사고 건수를 시각화 

해보았다. 포항시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2777 건으로 경상북도 평균보다 약 4.35 배 이상 

많았다. 교통사고 건수가 두번째로 많은 구미시와도 

약 700 건 정도 차이를 보이며 경상북도에서 

압도적인 교통사고 건수 1 위를 기록했다. 

그래프 2. 2019 년 기준, 경상북도 관할 상위 8 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의 총합 (출처: 

도로교통공단) 

 그래프 2는 경상북도 관할지역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의 총합을 시각화한 자료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 약 350 명이 더 많았다. 포항시는 

경주시, 구미시와 함께 경상북도 평균보다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다. 

포항시 교통 데이터 분석 결론 

 포항은 경상북도에서 교통사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래프 1 에서처럼 총 2777 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 위인 구미시보다 약 700 건 정도 

더 많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인구 비율은 포항시가 구미시보다 약 20% 

정도 많지만, 사고 건수는 약 37% 더 많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사상자 수를 기록했다. 포항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5. 교통안전 취약계층 중심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그래프 3. 2019 년 기준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노인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계층으로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5.5%가 노인이다. 

 

그래프 4. 2019 년 기준 연령별 보행 사망자수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연령별 보행 사망자 수에서 57.8%가 노인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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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2019 년 기준 인구 만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인구 만명당 연령대별 사망자수를 확인해본 결과 

65 세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65 세 전까지는 

인구 만명당 연령대별 사망자수가 1 명 미만 

이였지만, 65 세부터는 1.48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71 세 이상은 2.17 명으로 한번 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즉, 나이가 더 많을 수록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포항시의 교통안전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도시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 약자에 대한 점수는 다른 

분야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 포항시의 

교통약자의 안전 점수 69.45 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등급 또한 

D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그래프 6. 교통약자의 안전 지수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의 안전 점수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표를 보면 포항시 노인의 

안전 점수 61.94점으로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체 평균보다도 14 점 가량 낮은 모습을 

보이며, 포항시 노인 관련 교통안전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6. 포항의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군집화 및 분석 

 

그림 1. 포항시 보행 노인 사고 다발 지점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위 그림은 포항시의 보행 노인 사고다발지점 

(사고다발지점의 정의 – 반경 200m 내, 교통사고가 

3 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을 시 

교통사고 2 건 이상인 지역)을 클러스터링하여 

나타낸 것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은 계층적 군집 

분석의 와드연결법을 사용하였고, 총 세 군집으로 

나누었다. 분석에 사용된 입력변수로는 발생 횟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를 

사용하였다.  

등급 
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수 

위험 사고 다발 지점 5.67 건 6.17 명 

경고 사고 다발 지점 4.20 건 4.8 명 

주의 사고 다발 지점 3.32 건 3.36 명 

표 1. 사고 등급별 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군집분석 결과 세 군집별로 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높은 군집을 ‘위험 사고다발지점’ 

(빨간 핀으로 표시), 두번째로 높은 군집을 ‘경고 

사고 다발 지점’ (파랑 핀으로 표시), 세번째로 높은 

군집을 ‘주의 사고다발지점’ (연두 핀으로 표시)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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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횟수와 사상자 수의 평균 차이가 군집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군집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고 발생 횟수, 

사상자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유의수준 0.05 에서 실시하였다.  

귀무가설(H0)과 대립가설(H1)은 아래와 같다. 

H0 
군집에 따라 사고 발생횟수(사상자 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H1 
사고 발생 횟수(사상자 수)에 평균 차이가 

하나라도 유의하게 있다. 

표 2. 귀무가설(H0)과 대립가설(H1)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횟수와 사상자 수 모두 

유의확률(p-value)이 0.05 보다 작으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횟수와 사상자 수는 군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포항시 보행 노인 사고 다발 지점 (데이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지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포항시 보행 노인 사고 

다발 지점은 포항의 원도심이 위치해 있는 육거리 

부근에 빈번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의 등급의 분포를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에서는 육거리 지역을 

확대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의 

사고다발지점’과 ‘위험, 경고 사고다발지점’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의 사고다발지점’은 

육거리를 중심으로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위험, 경고 사고다발지역’은 육거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복잡한 축에 드는 삼호로 인근과 

죽도시장으로 이어지는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7.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웹사이트의 

개발 

 

 

그림 3. 결과물 [4] 

 포항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본 연구 

내용을 포항 시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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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소개, 

사고 다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맵 차트, 네 개의 

서브 페이지,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도와 하단 바의 

푸터(footer)로 구성하였다.  

 활용 프로그래밍언어는 html, css, js 이며, 무료로 

간단하게 호스팅할 수 있는 Heroku 서비스를 

활용하여 퍼블리싱 하였다.[4] 

8. 결론 

 본 연구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가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적인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의 교통안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포항시의 사고 건수, 및 안전 지수, 

사고다발지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노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노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분석을 통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분석 내용을 

재가공해, 웹 사이트의 형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누구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2 가지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매년 교통사고 건수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되면서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와 교통관리 시스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항시의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죽도시장 근처 도로에서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점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과반수를 넘는 위험, 경고 노인 보행 교통사고 

지역이 이 지역에 속해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도로 상황에 대한 파악 및 개선과, 노인들이 이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시간을 분석한 후 교통 통제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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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즈니스 영역에서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UX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의료, 제조업, 학교, 은행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고객 세분화 분류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으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중 조직 

구성원의 성과지표 및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면평가 시스템 사례를 

영역별로 살펴보고, 엔터프라이즈 UX 에 대한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 실증 연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UX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엔터프라이즈 UX, 다면평가, 소프트웨어 

1. 서 론 

다면평가(Multisource Evaluation)는 상급자, 하급자, 

동료, 고객, 자신을 포함하는 복수 평가자로부터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성장에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기업 및 기관 내부 성과평가, 리더십 개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면평가 도입 초기에는 오픈 된 장소에서 

설문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평가 

형태는 평가자의 자율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각 기업과 

기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다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왔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면평가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의 비즈니스 영역(Domain)에 활용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영역의 포괄적인 요구사항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세분화된 최종 고객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과 다면평가 제도의 융합은 기업 내부 

고객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지향의(User-oriented)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와 비즈니스 영역에 맞추어 특정 

요구(Secific Needs), 특정 고객(Specific 

Customers)을 위한 UX 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의 이론적 고찰과 영역별 

소프트웨어 사례 분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UX 

특성을 정의하고,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UX 사례인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 기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UX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엔터프라이즈 UX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면평가 개념 및 사례 분석 

2.1 다면평가의 개념 및 활용 목적 

다면평가 제도는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피평가자 한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와 같이 다면평가가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통상 

부하, 동료, 본인, 외부인이 참여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면평가라 하며, 상사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단면평가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1].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목적은 첫째, 리더십과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이다. 관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들의 관리행위를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사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면평가는 상사에 의한 하향식 인사 평가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셋째, 인사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과를 승진, 임금, 배치전환 등 각종 인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그 밖에 

조직변화 또는 조직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관리자의 

자기인식을 높임으로써 조직문화가 보다 참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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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바뀌게 되고 내 ·외부 고객의 필요에 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된다[2]. 

이처럼 다면평가는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성과지표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의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다. 

2.2 다면평가 시스템 사례 분석 

다면평가 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별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영역별 다른 고객 세분화 

정보와 요구사항을 통해 각기 다른 Task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표 1. 영역(domain)별 다면평가 시스템의 고객 세분화 및 

요구사항[3][4][5] 

영역 고객 

세분화 

요구사항 

의료 

(A 병원) 

의사, 

간호, 

사무, 

행정, 

기술직 

직무분류체계를 '과업'중심 단위로 변경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성과관리 

커뮤니케이션 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자기개발계획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제조업 

(B 기업) 

부서/팀 

관리자, 

전일 

혹은 

시간제 

근로자 

관리자들의 인력관리 효율성을 위한 관리자 

피드백 프로그램을 설계 필요 

관리자들은 관리 및 리더십 기술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직원들이 관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 제공 

근로자는 한 명의 관리자에 대해서만 피드백 

제공 

교육 

(C 기관) 

부서장, 

팀장, 

팀원 

조직원 대상으로 한 1 차 평가 : 업적평가,  

역량평가 

각 평가요소별로 2 차 평가자 점수조정 및 

확인 

업적평가, 역량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개인 

종합평가점수 도출 

상대 서열화를 통해 개인 종합 평가등급 

도출 

A 병원의 다면평가 시스템의 고객은 의사, 간호, 사무, 

행정, 기술직 직원으로 분류되며 성과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서 단위 직무분류체계를 

'과업'중심 단위로 변경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상시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 1 A 병원 다면평가 시스템 Task 

B 기업의 고객은 부서/팀 관리자, 전일 혹은 시간제 

근로자로 세분화하였고, 관리자들의 인력관리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리자 피드백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관리자들은 관리 및 리더십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직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리자들에게 건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그림 2 B 기업 다면평가 시스템 Task 

C 기관은 부서장, 팀장, 팀원을 고객 세분화하였고,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1 차 평가 시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요소별로 2 차 평가자 

점수조정 및 확인 이후 업적평가, 역량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개인 종합 평가점수 도출하였다. 또한, 상대 

서열화를 통해 개인 종합 평가등급 도출하여 

활용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 승진,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하였다. 

 

그림 3 C 기관 다면평가 시스템 Task 

위 사례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 혹은 기업과 

기관별로 요구하는 정책과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획일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 시 사용자 경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면평가의 기본 속성인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과업이다. 기업 및 

기관마다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행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 시 진행되는 피드백이다. 일반적으로 객관식 

Proceedings of HCIK 2021

- 365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형태로 진행되는 평가는 고민의 깊이가 얕을 수 

있지만, 서술형으로 작성되는 피드백은 피평가자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및 경력개발의 

연계이다. 단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에서는 이 결과를 보상, 승진 

등에 활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기관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 

3.1 기존 다면평가 시스템 

본 연구의 대상인 U 기관은 비즈니스 영역 중 교육 

기관에 해당하며 학제 간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현장 

경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의 국가연구소대학이다[6]. 

U 기관은 2019 년까지 직원의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과 의료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다면평가 등을 컨설팅 하는 R 기업의 다면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다면평가 

시스템은 영역별 공통 요구사항과 부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교내 성과지표 

체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불필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유지관리(Maintenance)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기관의 재정 부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U 기관의 

다면평가 시스템의 신규 개발이 불가피하였다. 

3.2 신규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 

신규로 개발될 다면평가 시스템은 교육 기관의 고객 

세분화 중 교수자와 학생 그룹을 제외한 기관 직원의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기관 직원 

그룹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었다. 또한, 영역별 사례 분석 후 도출된 

사용자 경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인 다면평가를 

위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 시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및 경력개발의 연계는 추후 

진행되는 인사고과 시스템 연계 시 진행되도록 

결정되어 이번 개발 과업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U 기관의 직원 그룹은 총장을 제외하고, 3 처 2 실로 

각 팀 단위가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은 실장, 팀장, 팀원으로 평가 그룹을 분류하였고, 

모두 부서를 기준으로 다면평가가 진행되도록 

설계하였다. 단, 본 평가는 기관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외부인은 제외되었다. 

 

그림 4 피평가자에 대한 다면평가 구조 

실장이 피평가자일 때 자기평가 및 하위자(동일 

부서의 팀장) 평가로 진행되었고, 팀장은 상위자, 

하위자, 동료(동일 부서의 타 팀장), 자기평가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팀원은 상위자, 동료, 

자기평가로 진행되었다.  

표 2. U 기관 다면평가 시스템 고객세분화 

고객 세분화 평가자 내용 

실장 본인, 부서의 하위 그룹 

팀장, 기타 지정 평가자 

업무연관성이 높은 

처 · 실의 상위 

감독자 

팀장 부서의 상위 감독자, 본인, 

팀원, 기타 지정 평가자 

업무 연관 팀의 

상위 감독자 

팀원 팀의 상위 감독자, 본인, 

팀원, 기타 지정 평가자 

업무 연관 팀의 

구성원 

요구사항은 표 3 와 같이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결과 

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 결과는 모두 개인에게 

공개되는 정책으로 진행하였고, 개인이 결과 

데이터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결과 데이터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를 함께 

노출하여 평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기평가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타인이 내린 

평가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중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나의 진행 시간을 노출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와 타인이 평가한 나의 

평가인 타인평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평가자 

자격은 피평가자를 기준으로 부서의 상위자, 하위자, 

동료, 자동 평가 대상자로 지정한 평가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면평가는 상위자의 부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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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하향식 평가가 아닌 평가 

결과에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형태이다. 

표 3. U 기관 다면평가 시스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평가 

투명성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는 그래프, 도표, 수치를 통해 접근성이 

쉬운 인터페이스 설계 

평가시간 노출 

평가 

공정성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로 나뉘어 평가 

부서를 기준으로 상위자, 하위자, 동료, 자동 평가 

대상자로 지정 

평가자를 기준으로 한 부서 이외의 타 부서원을 

피평가자로 지정 

평가 

결과관리 

평가 결과는 3 년 기준의 데이터만 조회 가능 

인사고과 시스템과의 연계/확장이 가능 

평가 결과 관리 측면에서 추후 인사고과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시 유지관리 비용이 시스템 개발 비용에 

준하여 책정될 것을 예상하고,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U 기관의 다른 

내부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였다. 또한, 기관 내부 

특성상 2~3 년 주기의 부서 이동과 업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 데이터는 3 년 기준으로 

제한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5 U 기관 다면평가 시스템 Task 

앞에서 분석한 비즈니스 영역별 Task 와 마찬가지로 

U 기관의 Task 역시 다면평가의 기본 속성인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평가 실시에 대한 공통된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과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비즈니스 영역인 C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히 다른 Task 를 보였다. 이는 동일 

영역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내부 규정과 정책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엔터프라이즈 UX 는 시장의 비즈니스 영역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 다면평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구조와 

평가 방식의 획일화로 각 비즈니스 영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 

비즈니스 영역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UX 의 적용은 소프트웨어의 전문성 

강화와 재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의 이론적 고찰과 영역별 

소프트웨어 사례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실증 

연구로 비즈니스 영역 중 교육 기관의 다면평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다면평가 제도를 활용한 

시스템이더라도 내부 정책 및 규범에 따라 각기 다른 

고객 세분화와 요구사항, 그리고 Task 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평가 실시 과업을 제외하면 다른 Task 를 

나타낸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영역일지라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과 Task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영역별 다양한 사례의 

실증 연구를 통해 공통된 과업과 기업 및 기관별 

요구하는 과업이 확장성을 갖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UX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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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챗봇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대중화되고 있다. 

대중화된 챗봇은 주로 시나리오 기반과 대화 모델로 

구현되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점이 다른 방식의 

단점이 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챗봇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하고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실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챗봇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참가자 

14 명으로부터 총 349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참여자가 챗봇에게 한 질문의 

내용은 법률, 신고, 지원 기관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질문 안에 컨텍스트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완성된 문장이 아닌 키워드로 

입력한 것도 발견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1) 신고 과정을 돕는 시나리오, 

2) 질문의 맥락 정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챗봇을 

디자인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도출했다. 

주제어 

챗봇, 하이브리드 챗봇,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1. 서 론 

챗봇이 고객 센터, 심리 상담, 설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대중화되었다. 대중화 배경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졌고, 챗봇 빌더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기술적 

진보로 발전한 챗봇은 사람처럼 대화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챗봇은 크게 2 가지 방식인 대화 모델과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현된다. 대화 모델은 자연어 처리 

기술로 구현되어 챗봇과 일상의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완벽한 대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물으면 

챗봇이 답하는 단발성 대화가 가능한 대화 모델로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대화를 수행하기 어렵다. 

반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대화의 흐름으로 시나리오가 구현되어 사용자가 

이를 따라가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나리오 기반 챗봇으로 사용자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챗봇과 시나리오대로만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대화 중간에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 

답변하지 못한다. 

대화 모델과 시나리오 기반 모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챗봇을 제안한다. 즉, 

시나리오 기반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화 모델 챗봇이 

단발성 대화에 그쳐 목적을 지닌 대화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하는 점을 

찾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분야에서 실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역할로 

하이브리드 챗봇을 연구한 이유에는 4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관한 신고, 심리, 의료 지원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대화에 임한다.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상담사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마다 다른 피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 상담 

진행 내용과 다른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챗봇과의 대화는 

일반 대면 상담보다 부담이 적다.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타인과 대면하여 상담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챗봇은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챗봇과의 

대화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신의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챗봇은 대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4 가지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챗봇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챗봇에게 어떤 질문을 할 지를 

수집했다. 수집된 질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서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가이드라인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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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문 

2.1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하이브리드 챗봇 

챗봇의 3 가지 구현 방식인 시나리오 기반, 대화 

모델, 하이브리드 챗봇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챗봇이 묻는 질문에 

사용자가 정해진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챗봇에 어떤 것을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쓰이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궁금한 점이 시나리오에 없거나, 

시나리오가 복잡하여 찾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궁금한 점을 직접 챗봇에게 

물어도 답변을 구할 수 없다.  

대화 모델 챗봇은 딥러닝 기술 등으로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시나리오 챗봇처럼 

사용자가 정해진 질문에 주어진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가 챗봇에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궁금한 

점을 챗봇에 묻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챗봇의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피해 상황에 관해 

정리하는 대화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이브리드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 대화 모델 

챗봇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다. 사용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시나리오 중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의 대화를 이어 나간다. 이는 앞서 

지적한 시나리오 챗봇의 한계점인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 모델 챗봇의 단점으로 지적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황에 적용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궁금한 점을 챗봇에 물으면 챗봇은 그에 

응답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시나리오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 촬영 어떻게 신고해?’라고 물으면 챗봇이 

불법 촬영의 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신고를 위해 

피해 내용을 정리하는 대화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챗봇으로 3 가지 

구현 방식 중에서 하이브리드 챗봇이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2 선행 연구 

2.2.1 챗봇의 역사 

최초의 챗봇이라 일컬어지는 Eliza[1]는 1966 년에 

개발되었으며, 심리 치료사 역할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의 모든 입력에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규칙으로도 꽤 

좋은 대화 능력을 선보였다. 1988 년에 개발된 

Jabberwacky[2]는 규칙에 따라 대답하는 이전 

챗봇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사용자와 나눴던 이전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컨텍스트에서 가장 적절한 

대화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ALICE[3]는 “가장 

사람다운 컴퓨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기존 

챗봇보다 성능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챗봇으로 

1995 년에 개발되었다. Artifici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 이라는 것을 이용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다른 챗봇 개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1 년에 개발된 

SmarterChild[4]는 주식 정보,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의 정보를 주는 챗봇으로 윈도우 메신저에 

탑재되며 약 3 천만 명의 사람이 쓴 대중적인 

챗봇이었다. 이후 애플에서 만든 Siri 는 개인비서의 

컨셉으로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음성 기반 

챗봇으로 2010 년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이후 

주요 IT 회사에서 Microsoft Cortana, Amazon 

Alexa, Google Assistant, IBM Watson 등의 

챗봇을 출시했다. 

2.2.2 챗봇 기술의 발전 

음성 비서뿐만 아니라 최근 챗봇이 고객센터, 심리 

상담, 설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대중화되었다. 챗봇의 대중화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이 밑거름되었다. 구글에서 공개한 

BERT[5]의 경우,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로 이전의 다른 언어 모델보다 눈에 띄는 

성능의 차이를 보여줬다. BERT는 기계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개한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SQuAD) 을 이용한 

테스트에서 사람의 평균 독해력 점수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언어 모델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성능을 진일보시켰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언어 모델이 챗봇에 쓰이면서 단순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넘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챗봇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연어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챗봇 빌더의 발전도 

챗봇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챗봇 빌더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뜻한다. 기존의 챗봇을 만드는 방법은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었지만, 

챗봇 빌더의 발전으로 프로그래밍 없이 많은 사람이 

손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Chatfuel 등 

다양한 챗봇 빌더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빠르고 쉽게 만들도록 했다. 

2.2.3 성폭력 

성폭력 문제는 일부 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전 세계 어디서나 양성평등 정도와 관련 

없이 발생하고 있다[6]. 성폭력 피해자의 94%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7], 강간의 

피해를 본 여성의 33%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8].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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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더 쉽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기도 하다[9].  

성희롱 문제가 만연함에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여성이 많다[10].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불신으로 야기”[11] 되며 이는 성폭력의 암수율이 

높은 이유와 크게 연관 있다. 최근 많은 여성이 

Safecity 같은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MeToo 

해시태그를 올리며 자신의 피해를 알리며 다른 

여성들과 연대했다 [12]. 이는 그동안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으나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13]. 

#MeToo 와 더불어 #WhyIDidntReport 운동은 

성폭력을 겪은 피해 여성들이 왜 신고를 하지 

못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WhyIDidntReport 해시태그를 단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신고를 하지 못한 8 가지 이유가 

밝혀졌다: 부끄러움, 부정 또는 최소화, 두려움, 

무기력함, 약물, 정보 부족, 가해자 보호, 너무 어린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관해 매우 이야기하고 싶어했지만, 대면 접촉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11].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전화나 종이에 

적은 글로는 자신의 피해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한 

사례도 있다[6].  

2.2.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 년 이후, 

정부와 민간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18]. 구체적으로 “심리, 정서, 신체적 

으로 위기상태에 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성 중 

72.0%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13.7%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20].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여성의 1.7%만이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며, 심지어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여성의 61.7%만이 본인이, 

40.1%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 했더라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해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2.4%,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5% 순이었다”[20].  

수사 기관 이외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각 대상별로 도움 요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이웃이나 친구’ 61.7%, ‘가족 이나 

친척’ 39.6%, ‘선후배’ 16.7%,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7.1%,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7.0%, ‘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입소 

시설)’ 2.7%, ‘여성긴급전화 1366’ 2.1%, 

‘해바라기센터’ 1.8%,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 창구’ 1.4%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고 답한 이유는 

“여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6.4%,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22.0%,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14.9%,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6.7% 순으로 나타났다[20].”  

2.2.5 성폭력 피해자 챗봇 

MeToo 의 사회적 운동 이후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챗봇이 개발되고 있다. #MeTooMa 

astricht[14]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 신고를 위해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챗봇을 만들었다. 그 외 

Spot[15]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챗봇이다. Lawbot[16]은 성폭력 

피해자가 마주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해주는 챗봇이다. 이렇듯 챗봇이 성폭력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는 많이 

시도되었으나, 대화 모델로 피해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있는 대화의 시나리오로 이끄는 

하이브리드 챗봇은 연구된 바 없다.  

선행 연구를 통해 챗봇에 관한 기술적인 발전과 

성폭력에 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 

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해 침묵하지 않도록 돕는 시나리오 기반과 

대화 모델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3. 연구 방법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챗봇에 할 질문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18 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20~40대였고, 직업은 

대학원생 혹은 직장인이었다. 

3.1 설문조사 

성폭력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문에 넣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 

젝트를 추진한 단체인 ‘프로젝트 리셋’[17]에서 

만든 챗봇을 참고하여 설문을 설계하였다. 우선 

프로젝트 리셋의 챗봇에 나오는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총 27가지로 만들었다. 27가지 상황을 

3 개씩 묶어서 총 9 가지 설문 유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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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 개의 설문 유형을 만든 후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각 설문 

유형마다 2 명의 참가자를 배정하여 구글 설문으로 

만든 링크를 전달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참여자는 

한 가지 설문 유형을 전달받고 3 가지의 상황마다 

챗봇에 할 질문 10개씩 총 30개를 작성했다.  

표 1. 9 가지 설문 별 성폭력 피해자 상황 

설문 유형 상황 참여자 

1 불법 촬영 기기 발견 P01, P10 

합성물 

처음 신고 

2 공공장소 불법 촬영 P02, P11 

타인에 의한 신상 공개 

법률 용어 

3 SNS 의 성적 댓글 P03, P12 

친족 성폭행 

처벌 확인 

4 불법 촬영물 유포 P04, P13 

스토킹 

지원기관 정보 

5 불법 촬영물 재유포 P05, P14 

온라인 음란 메시지 

어릴 적 피해 

6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P06, P15 

계정 사칭 

미성년자 

7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P07, P16 

랜덤채팅 

익명 보장 

8 게임 내 성희롱 P08, P17 

음란 사진 전송 

삭제 요청 

9 지인 불법 촬영 P09, P18 

진술 

증거 수집 

각 상황에 관해 참여자가 피해자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질문을 쓸 수 있도록 상황에 

관한 설명을 사실적 제시와 그 상황에서 느낄 

감정과 반응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상황인 공공장소 불법 촬영 기기 발견은 사실적 

제시로 ‘당신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몰카)를 발견 했습니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느낄 감정과 반응으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처한 

상황에서 챗봇에 질문을 하도록 ‘이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챗봇에 무엇을 질문하시 

겠습니까?’라고 했다. 

4. 데이터 분석 

설문 응답에 관한 정량적 기초통계 중 하나인 

결측치를 파악했다. 이후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설문 응답을 오픈 코딩하여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18명의 참가자 중에서 14 명의 참가자가 답변했고, 

총 420개의 질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총 420개의 

질문 중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71 개였다.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중복된 질문이거나, ‘…’과 

같은 데이터였다.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49 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4.1 질문 내용 분석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참여자가 상황별로 챗봇에 

질문한 총 349 개의 데이터를 오픈 코딩으로 분류한 

결과 모든 질문이 총 14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표 3). 법률 관련 질문이 83 개로 가장 

많았으며, 24%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 60개, 지원 

34 개, 증거 31 개, 대응 방법 26개, 삭제 26개, 

피해 확인 25개, 심리 17개, 향후 단계 17개, 유사 

사례 12 개, 용어 11 개, 기타 3 개, 피해 사실 2 개, 

관련 정보 2 개 순이었다.  

각 카테고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법률’의 

경우, 처벌(형량), 법 조항, 피해 보상, 공소시효 

등이었다. ‘신고’의 경우,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신고할 곳, 수사, 신고 시점, 신고 비용, 신고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이었다. ‘지원’ 카테고리에는 상담 

지원, 심리 상담, 근처 지원 기관, 익명 상담, 지원 

기관 리스트, 신고 지원, 상담 비용 등에 내용이 

담겼다. ‘증거’에는 직접 증거 수집 방법, 증거 없을 

시에 관한 대처 등이 있었다. ‘삭제’의 경우, 빠른 

삭제, 모니터링, 영구 삭제, 본인 확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피해 확인’의 경우, 유포자 

검거, 피해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이 속해 있었다. 

‘심리’ 카테고리에는 걱정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였으며, 가해자에 의한 보복, 약한 처벌, 

주위의 소문이 날 것에 관한 두려움의 내용이 

있었다. ‘향후 단계’에는 신고 및 소송 단계별 

안내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유사 사례’에는 

비슷한 사례의 처벌 결과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표 1 오픈 코딩 분석 결과 카테고리별 질문의 수 및 비율 

카테고리 질문 개수 비율(%) 

법률 83 24 

신고 60 17 

지원 34 10 

증거 31 9 

대응 방법 26 7 

삭제 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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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확인 25 7 

심리 17 5 

향후 단계 17 5 

유사 사례 12 3 

용어 11 3 

기타 3 1 

피해 사실 2 1 

관련 정보 2 1 

4.2 질문 특징 분석  

참여자는 피해 내용이나 상황에 관한 설명 없이 

질문을 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상황에 관계없이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례를 볼 수 있나요?’나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 가능 한가요?’처럼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질문을 설문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349 개 질문 중에 103 개 (30%)의 

질문이 맥락 없이 챗봇에 던져졌다. 일부 참여자는 

완성된 문장으로 챗봇에 질의하는 대신 키워드만을 

입력했다. 3 명의 참여자가 35 개(10%)의 질문을 

키워드로 입력했다.  

5. 하이브리드 챗봇 디자인 가이드라인 

5.1 신고 과정의 예행연습을 돕는 시나리오 설계 

질문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가 성폭력 상황을 

가정하고 챗봇에 한 질문은 ‘법률’, ‘신고, ‘지원’, 

‘증거’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을 통해 상황을 적극 타개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 ‘신고’와 ‘지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이 전체 질문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 

비추어, 챗봇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챗봇의 비대면적 특성은 성폭력 피해 

상황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챗봇과 대화하도록 돕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까지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해 원활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챗봇이 신고 방법을 가이드하는 

목적을 지닌 대화 설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상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챗봇에 대한 신뢰 형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2 질문의 맥락 정보 구체화 

질문 특성 분석 결과, 피해자의 상황에서 챗봇에 한 

질문 중에 30%가 맥락 정보가 빠져있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챗봇에 구체적인 

맥락까지 적어가며 챗봇에 질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람처럼 챗봇의 입장에서도 맥락 

정보가 없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챗봇은 맥락 정보가 없는 질문을 

받으면 이를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연결하기 위해 

빠진 맥락 정보를 채워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2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맥락 정보가 

빠진 질문의 경우, 하이브리드 챗봇이 사용자에게 

맥락 정보를 되물어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례를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어떤 피해 상황의 사례를 알려 

드릴까요?’라고 맥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되묻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의 맥락을 하이브리드 챗봇에게 전달하고, 

챗봇은 맥락에 맞는 시나리오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챗봇이 이전 질문에 

포함된 맥락을 저장하고 이어지는 질문의 앞선 

맥락을 대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몰카 신고 어떻게 해?’라고 묻고, 이어서 ‘내가 

남겨야 할 증거가 있어?’라고 묻는다면 뒤에 증거 

수집 방법에 관한 안내는 불법 촬영(몰카)의 

맥락에서 응답한다. 

6. 결론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하이브리드 챗봇의 

개념을 제시하고, 디자인 할 때 고려할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에서 챗봇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수집하고, 질문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질문 내용 분석 결과, 챗봇에 ‘법률’, 

‘신고’, ‘지원’, ‘증거’ 순에 해당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는 

챗봇으로부터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 성폭력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어떤 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점을 

알수있다. 또한, 질문 특징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챗봇에 한 질문 중 맥락 정보가 없는 

질문이 30%였고, 완성된 문장이 아닌 키워드로 

질문한 것이 10%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챗봇에 할 질문에 맥락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챗봇을 디자인하기 위한 두 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신고를 

예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맥락 정보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 시나리오에 연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하이브리드 챗봇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챗봇의 대화 맥락 설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추후 챗봇 설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될 방안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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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에게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감성 AI 기술은 미래에 더욱 발전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위로 맥락에서 인간과 AI 스피커가 

감성대화를 나누는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상담기법 네 

가지(내담자에 대한 이해, 경청하기, 정보 제공, 관심 

기울이기)와  VUI 의 특성 세 가지(소리의 높이와 속도, 

답변의 길이, 리치 인터랙션)가 AI 스피커의 발화에 

적용되었을 시 사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답변의 개인화 정도가 클수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수록, 답변의 음성에 어조가 있을수록, 답변의 

길이가 길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주제어 

AI 스피커, 감성대화, 위로, 인공지능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 AI 스피커가 기본 기능인 음악 재생, 날씨 

알림, 단순질문 이외에도 ‘감성교류의 상대’로 진화하고 

있다. 감성대화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등 

화자의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한다.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에게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감성 AI 기술은 미래에 더욱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로 맥락에서 인간과 

AI 스피커가 감성대화를 나누는 행태를 관찰하고 AI 

스피커가 어떠한 말을 건넸을 때 사용자가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AI 스피커가 인간을 

위로하는 맥락에서의 바람직한 감성대화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다양한 감성대화의 맥락 중 ‘위로 맥락’에서 

AI 스피커가 말을 건네는 상황으로 한정 지어 감성 

대화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현재 AI 스피커 

감성대화의 사용빈도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감성대화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취업준비생, 고시생, 학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 맥락의 감성대화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을 하였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효과적인 상담기법이 AI 스피커의 답변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 Irvin David 

Yalom 은 상담자에게 언어란 외과의사의 메스와 

같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맥락에서 건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상담기법 중 ‘내담자에 대한 이해’, 

‘경청하기’, ‘정보 제공’, ‘관심 기울이기’가 위로 

맥락에서의 AI 스피커 발화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둘째, AI 스피커라는 매체에서 사용되는 소통 방식인 

VUI 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AI 스피커의 발화에서 

TTS(Text-To-Speech)의 ‘운율(Prosody)’, ‘답변의 

길이’,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여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리치 인터랙션’이 달라짐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세웠다.  

 

Ⅰ. 효과적인 상담기법 적용의 위로 효과 

가설 1 답변의 개인화 정도가 클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경청 횟수가 높아질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감탄사가 많을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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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VUI의 특성에 따른 위로 효과 

가설 5 모노톤 음성의 답변일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6 답변의 길이가 길수록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7 리치 인터랙션을 추가한 감성대화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효과적인 상담기법과 위로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간이 

가진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인간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를 바탕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심리상담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상담기법은 효과적인 위로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상담기법 네 가지가 위로 

맥락의 AI 스피커 발화에 적용되었을 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내담자에 대한 이해’이다. 상담자가 상담 

초기에 하는 일은 내담자의 인적사항, 상담경위, 사회적 

관계, 주요 발달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이며 공감적 분위기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둘째, ‘경청하기’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 

Scott Peck 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부신 치료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즉 내담자의 문제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보 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사실, 자료, 

의견 등을 정보 자원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을 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이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고,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은 

수정하여 생각을 확장시켜주기 위함이다.  

   넷째, ‘관심 기울이기’이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자세, 표정,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내담자와 

이야기를 할 때 “음”, “그렇군요” 등의 추임새를 넣는 

것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2.2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VUI, Voice User 

Interface)는 컴퓨터와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성이 뛰어난 인터페이스이다. VUI 의 세부 

요소로는 음성의 성별, 억양, 말투, 어휘, 속도, 길이, 

화법, 메시지 내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율(Prosody)의 종류 중 소리의 ‘높이(주파수)와 

‘속도’, ‘답변의 길이’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리치 

인터랙션)’을 다르게 한 답변에 따른 위로 맥락의 AI 

스피커 답변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T 용어사전에 따른 ‘운율(Prosody)’의 사전적 

의미는 음성 중에서 발화 내용을 나타내는 음운정보 

이외의 억양이나 강세 등을 의미한다. 운율은 소리의 

크기(에너지), 소리의 높이(주파수), 소리의 길이(지속 

시간)에 의해 제어된다. 리치 인터랙션(Rich 

Interaction)은 기존의 텍스트 기반 대화를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파일, 오디오, 동영상, 이미지 등이 있다. 

그러나 VUI 만을 사용하는 AI 스피커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리치 인터랙션 요소로 ‘오디오(음악)’, ‘오디오 

(유명인의 목소리)’, ‘오디오(책 낭독)’을 선정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실험 참가차 

실험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에 문제가 없는 30 대 

성인 여성과 남성 각 5 명씩 총 1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균 연령은 33 세(SD = 2.05)였다. 

이희준, 조창환, 이소윤, 길영환(2019)이 33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스피커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이용 동기 요인 연구」에 의하면 AI 스피커를 

활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3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0 대를 본 실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각 

성별 당 5 명의 사람들을 표집하였다. 

3.2 실험 도구 

1) 실험 스크립트 

7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I 

스피커의 VUI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VUI 의 발화 맥락이 사용자를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이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맞는 AI 스피커의 

답변을 본 스크립트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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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요소 스크립트 

1. 내담자에 

대한 이해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 답변 1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2 : OO 님!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3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가장 

비관적인 세대가 바로 30 대라는 기사도 있을 만큼 

30 대 사람들의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건 어떠세요? 

- 답변 4 : OO 님!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가장 비관적인 세대가 바로 30 대라는 

기사도 있을 만큼 30 대 사람들의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건 

어떠세요? 

답변의 개인화 요소로 [이름]과 [연령대]를 

선정하였다. 1 은 기본 답변, 2 는 [이름]을 추가한 

답변, 3 은 [연령대]를 추가한 답변, 4 는 

[이름]+[연령대]를 추가한 답변이다. 

2. 경청하기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 답변 1: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2 :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 말씀 

해주실래요? – (사용자 발화)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3 :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 말씀 

해주실래요? – (사용자 발화)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요즘 휴식을 취한 날이 

있으셨나요? – (사용자 발화) - 그러셨군요! 가수 

아이유는 우울할 때 몸을 최대한 움직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울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사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면 AI 

스피커가 이를 경청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1 은 기본 답변, 2 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한 번 

경청, 3 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두 번 경청한다.  

3. 정보 제공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 답변 1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 답변 2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가수 

아이유는 우울할 때 몸을 최대한 움직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울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1 은 보편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 2 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답변이다. 

4. 관심 

기울이기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 답변 1 :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2 : 저런...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음... 우울한 감정도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1 은 기본 답변이고, 2 는 [저런...], [음...], [자,] 

라는 감탄사 추임새를 추가함으로써 AI 스피커가 

사용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5. 운율 中 

소리의 높이와 

속도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 답변 1 : 모노톤 음성 

- 답변 2 : 밝은 음성 

- 답변 3 : 우울한 음성 

  

 

1 은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작은 

단조롭고 빠른 소리(7.34s), 2 는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크고 보통 속도의 소리(8.83s), 

3 은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크지만 낮고 

느린 소리(10.22s)로 말하는 답변이다. 2 는 ‘밝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들리고, 3 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들린다. 

6. 답변의 길이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 답변 1 : 우울함도 곧 괜찮아 질 거예요 

힘내세요. 

- 답변 2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 답변 3 :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것도 금방 지나 갈 거예요. 힘내세요. 

1 은 16 자의 답변, 2 는 31 자의 답변, 3 은 51 자의 

답변이다. 

7. 리치 

인터랙션 

- 사용자 : 나 요즘 우울해 

요즘 우울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우울한 감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요. 조금 쉬어 

가 보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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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 기본 답변  

- 답변 2 : + 제가 좋은 노래를 들려 드릴게요. 

NCT 127 의 Dreams Come True 노래를 

추천해요. (노래 40 초 간 재생) 

- 답변 3 :  + 제가 가수 이효리의 응원 메시지를 

들려 드릴게요. (응원 메시지 38 초 간 재생) 

- 답변 4 : + 제가 공감했던 책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하완 작가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 낭독 28 초 간 

재생) 

리치 인터랙션의 종류로 [노래], [실제 사람의 위로 

음성], [책 구절 낭독 음성]을 선정하였다. 1 은 

기본 답변이고, 2 는 가수 NCT127 의 ‘Dreams 

Come True’ 노래 음성을 추가하였고, 3 은 가수 

이효리의 실제 목소리로 들려주는 위로 음성을 

추가하였고, 4 는 작가 하완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구절의 낭독을 추가한 답변이다. 

 

2) 음성 제작 

 AI 스피커의 답변 VUI 를 제작하기 위하여 네이버의 

CLOVA Voice 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Deep Neural 

TTS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이다. HDTS(High-quality 

DNN Text-to-Speech) 기술을 통해 특정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 특성을 살려 최고 품질의 합성음을 

구현했고, NES(Natural End-to-End Speech 

Synthesis) 기술을 통해 짧은 녹음 시간만으로도 사람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화자인 ‘아라(기쁨)’과 ‘아라 

(슬픔)’의 목소리를 사용하였다. AI 스피커의 모든 

답변은 AI 스피커가 사용자의 발화에 공감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아라(슬픔)’ 목소리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였고, 가설 5 의 검증을 위해 ‘아라(기쁨)’ 

목소리를 사용하여 밝은 목소리(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크고 보통 속도의 소리)를 생성했다. 

 또한 가설 5 의 검증에 사용될 모노톤 목소리의 

음성을 생성하기 위하여 Amazon Polly 를 사용하였다. 

Polly 의 TTS 서비스는 고급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음성을 합성한다. 또한 새로운 기계 

학습 방식을 통해 말하기 품질을 더욱 높이는 

NTTS(Neural TTS) 음성을 제공한다. 특히 Polly 의 

장점은 SSML (Speech Composition Markup 

Language) 태그를 통해 스피치 생성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편집하는 등 음성을 추가적으로 제어하며 

음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SSML 태그를 작성하여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작은 단조롭고 빠른 목소리를 만들었다. 

3.3 실험 방법 

본 실험은 Wizard of Oz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스마트폰에 실험 

음원을 저장해 두었고, 피실험자들이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면 그들의 발화에 맞는 준비된 

음원을 들려줌으로써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검증해야 할 

가설이 7 개였기 때문에 실험은 총 7 셋트로 

진행되었고, 총 15 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 

셋트의 순서에 따른 결과값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참여자들마다 실험 셋트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 셋트에서 하나의 VUI 음성을 들을 

때마다 AI 스피커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만족도는 리커트형 7 점 척도(1 = 매우 불만, 7 

=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또한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를 주관식 답변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4 데이터 분석 

 가설 3, 4 는 실험 음성이 2 개이기 때문에 두 음성 

간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 1, 2, 5, 6, 7 은 실험 음성이 

3 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음성 간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25 를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효과적인 상담기법 적용의 위로 효과 

   첫째, 답변의 개인화 정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화 정도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7) = 4.11, p < .05,  

= .35. 구체적으로 어느 답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의 이름을 언급한 답변의 만족도(M = 4.70, SD 

= .50)가 사용자의 나이를 언급한 답변의 만족도(M = 

3.0, SD = .4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과 나이를 둘 다 언급한 답변의 만족도(M = 4.0, 

SD = .57)와 나머지 세 답변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내 이름을 불러주니 

AI 에게서 영혼이 느껴졌다”라고 하였다. 즉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사용자와의 공감적 분위기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30 대가 다 우울하다고 하는 것이 더 

우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즉 통계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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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우울한 감정을 겪고 있으니 

힘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AI 스피커의 경청 횟수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화 정도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8) = 2.12, 

p = .15,   = .19. 각 답변의 만족도 값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AI 스피커가 한 번 

경청한 답변의 만족도(M = 5.20, SD = 1.48)는 

경청하지 않은 답변의 만족도(M = 4.20, SD = 

1.64)보다 높았다. 그리고 두 번 경청한 답변의 

만족도(M = 4.70, SD = .50)는 한 번 경청한 답변의 

만족도(M = 5.20, SD = 1.48) 보다 낮았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경청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으로는 “대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2~3 번 이어지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였다. 반면 경청의 효과가 부담스러웠다는 

반응으로는 “AI 스피커에게 나의 우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다”라고 하였다. 즉 AI 스피커가 

경청을 할 테니 사용자에게 발화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청을 하고 난 이후 AI 스피커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셋째, AI 스피커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답변의 만족도(M = 2.80, SD 

= 1.48)가 그렇지 않은 답변의 만족도(M = 4.30, SD = 

2.1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9) = -2.58, p 

< .05.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의 일화를 설명해준 것이 더 와닿고, 흥미롭고,  

성의있게 느껴졌다”라고 하였다. 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느껴짐으로써 위로를 받은 것이다. AI 

스피커가 위로를 할 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누구나 무난하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위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AI 스피커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의 유무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게는 감탄사를 포함한 

답변의 만족도(M = 5.00, SD = .71)가 그렇지 않은 

답변의 만족도(M = 3.60, SD = .4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4) = -5.72, p < .05. 그러나 

남성에게는 감탄사를 포함한 답변의 만족도(M = 4.20, 

SD = 1.30)와 그렇지 않은 답변의 만족도(M = 4.00, 

SD = 1.00)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4) = .218, p 

= .838.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감탄사를 

포함한 답변이 힘차게 느껴진다”, “대화에 가까운 

행위라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추임새가 너무 인위적이고 

연극톤같다”라고 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감탄사를 

통해 관심을 표현한 위로 음성이 효과적이고, 남성의 

경우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VUI의 특성에 따른 위로 효과 

   첫째, 답변의 운율 요소 중 음성의 높이와 속도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율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8) = 3.60, p < .05,   = .29. 구체적으로 어느 

답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작은 단조롭고 빠른 소리의 만족도(M = 2.50, 

SD = .40)가 소리의 높낮이 변화 폭이 비교적 크고 

보통 속도 소리의 만족도(M = 4.40, SD = .43)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 음성 답변의 

만족도(M = 4.40, SD = .43)와 슬픈 목소리 음성 

답변의 만족도(M = 3.70, SD = .52)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단조로운 목소리는 “빠른 

발음 속도가 무성의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였다. 즉 

변화가 거의 없고 단조로운 톤의 VUI 음성은 사용자를 

위로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밝은 목소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느리고 쳐지면 기분이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였고, 

슬픈 목소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이 우울한데 

밝은 목소리로 답변하면 괴리감이 든다”고 하였다. 즉 

VUI 의 운율에 대한 만족도와 위로의 효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답변의 길이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답변의 길이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8) = 33.75, p < .001,   

= .79. 구체적으로 어느 답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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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긴 답변의 만족도(M = 4.60, SD = .31)가 짧은 

답변의 만족도(M = 2.60, SD = .31)와 보통 답변의 

만족도(M = 3.60, SD = .2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길이가 짧은 답변은 

“우울함에 대해 별 일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라고 하였고, 길이가 긴 답변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답변 충실도가 높아져서 

만족스럽다”라고 하였다. 즉 AI 스피커가 성의 있고 

진심 어린 문장들로 답변을 하였을 시 이용자를 더 

크게 위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리치 인터랙션의 추가에 따른 감성대화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리치 인터랙션의 유무에 따른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7) = .46, p = .71,   = .05. 각 답변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악을 

추가한 답변의 만족도(M = 4.20, SD = 2.15), 사람의 

음성을 추가한 답변의 만족도(M = 4.30, SD = 1.64), 

책 구절 낭독의 음성을 추가한 답변의 만족도(M = 

4.20, SD = 1.40)는 값이 비슷했고 표준편차는 음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음악은 취향 및 선호도에 

따라 만족도가 극명히 갈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의 구절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수도 있었다. 즉 리치 인터랙션은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로를 할 땐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이고 무난한 

콘텐츠로 구성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답변의 개인화 중 

사용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경우 감탄사를 

추가함으로써 AI 스피커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경우 위로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높낮이가 단조롭고 속도가 빠른 VUI 음성과 

짧고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피커가 사용자의 발화를 경청하며 

개인적인 속마음을 털어놓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기술과도기에 있는 AI 스피커를 아직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 사용자의 

경우에는 AI 스피커의 관심 기울이기 표현으로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에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것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성, 사람의 목소리, 책 구절 낭독 

음성 같은 리치 인터랙션의 경우 개인의 취향 선호도에 

따라 위로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난하고 평범하며 

비판의 여지를 최소화한 콘텐츠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AI 스피커가 위로 맥락에서의 감성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발화를 자연어 

처리하여 이해하고 이것에 맞는 개인 맞춤화 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상담 

기법과 VUI 요소들을 탑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발화에 

매칭되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 사용자의 AI 

스피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발화 음성에서 그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서비스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는 10 명의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각 

요인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위로는 AI 스피커와의 일회적인 짧은 대화 

턴(turn)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턴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위로 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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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대면 진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증상 확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증상 검사기 
(symptom checker)를 사용하며 경험하는 알고리즘 
경험(Algorithmic Experience)에 관해 연구된 바는 

아직 적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자가 진단을 위한 
증상 검사기의 알고리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여섯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발성 사고법(think aloud)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를 통해 예측된 진단 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 입력 단계, 결과 제공 단계로 나누어 
사용자들의 증상 검사기 경험을 보고하고, 알고리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점들을 제공한다. 

주제어 

자가 진단, 증상 확인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경험, 

사용자 경험, 헬스케어 

1. 서 론 

1.1 증상 확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및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6]. 미국에서는 3 명 중 1 명의 
성인이 자가 진단을 위해서 온라인 상의 자료 혹은 

도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3].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진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자가 진단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된 
알고리즘 기반 증상 검사기(Symptom checker)의 

대중화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직접 건강정보를 찾을 
때 접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기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알고리즘 기반의 증상 

검사기는 사용자들이 입력한 증상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병 명을 예측하여 알려주거나, 이후에 사용자가 
조치해야 하는 행동들을 알려주는 자가 진단 

서비스로서 [4] 현재 다양한 서비스들(Mayo Clinic 
symptom checker [13], Babylon Health [14], the 
Ada health app [15], and the K Health app [16] 

등)이 출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비플러스랩 사에서 
‘어디아파’ 앱을 출시하여, 비대면 의료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이러한 변화에 따라, 증상 검사기의 사용성, 이용 
행태를 이해하고자하는 사용자 조사 기반의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웹 기반 

온라인 증상 검사기에서부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기반 증상 검사기 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증상 검사기의 성능 비교와 사용 동기 및 

사용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Luger et al. 의 연구는 
노인들이 특정 증상에 대해 WebMD 와 Google 
검색을 사용했을 때의 행동 전략을 관찰하였으며 [10], 

Jungmann 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 (lay 

user)의 정확도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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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상 검사기의 알고리즘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알고리즘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지는 인식과 경험은, 
알고리즘 기반 결과물을 수용하고, 자신의 향후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5]. 특히 질병 진단의 영역에 있어, 사용자들이 
알고리즘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 행동에 
활용하는 지 이해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증상 검사기와 
관련한 알고리즘 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를 통해 이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2 알고리즘 경험 

사용자가 알고리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중심 

연구는 최근 HCI 분야에서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보통 알고리즘은 인간 작업자 혹은 사용자의 상시적인 
운영 없이도  반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시스템을 일컫는데 [11], 알고리즘과 직,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사용자 경험을 알고리즘 

경험(algorithmic-experience)이라고 한다 [1,2].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리즘 경험을 하게 되는 많은 
채널들은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Instagram, 
Tictok 등) 혹은 개인화된 검색 시스템 (예.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 채널 등) 혹은 컨텐츠 
플랫폼(예.Youtube, Netflix 등) 들을 포함 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알고리즘 경험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구 된 바 있다. 예를 들어, 
Bucher [2]의 연구에 따르면 (1)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이 분류되고 있다는 느낌 (profiling identity), 

(2)알고리즘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 (Whoa 
moments), (3) 알고리즘의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느낌 
(Faculty prediction), (4)알고리즘에 의해서 소외되는 

느낌(Cruel connections), (5)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Ruined friendship) 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정의되었다. 

Motahhare et al.의 연구는 사람들이 SNS 를 사용할 
때, 저마다의 알고리즘의 Folk Thories 들을 

만들어낸다는 점과, 자신만의 heuristics 을 활용해 
다음 행동 계획 및 패턴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5].  

지금까지의 알고리즘 경험과 관련한 연구 발견점들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또는 개인화 

된 컨텐츠 추천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증상 검사기 

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알고리즘 경험 
관점에서 탐험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질병 자가 

진단 분야의 경우 사용자 경험 및 인식이 사용자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파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1.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즘 경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디자인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 
구조를 가지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그 작용 기전에 

대한 정보를 일반 사용자(lay users)가 얻기 힘든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디자인 
하는 것이 사용자의 알고리즘 경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7].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디자인 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설명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1)충실도(fidelity), 

(2)완성도(completeness), (3)엄격도(robustness)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9]. 하지만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들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별로 

세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수직적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 검사기를 사용할 때에 
사용자가 겪는 알고리즘 경험에서 설명가능성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증상 
검사기를 사용할 때 알고리즘 경험과 관련하여 

직면하게되는 문제와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에 답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Think-aloud 방법론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증상 검사기에 대한 알고리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특정 질병에 대한 
삽화 (Illness vignette)를 제공받고, 마치 자신이 
증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삽화를 읽도록 지시 받았다. 

그 후, 참가자들은 제공된 삽화 기반으로 증상 
검사기를 사용하였다. 삽화를 통한 실험 방식은, 별 
다른 질환 및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 검사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삽화를 통한 증상 검사기 사용 조사는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으며 [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연구에서 활용된 질병 삽화를 활용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증상검사기로 ADA 

[15]를 사용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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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데이터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하여 저자들에 의해 카테고리화 되었다. 분석 

과정에는 Miro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되었다 {그림 3}.  

 
그림 1 증상검사기 ADA 의 스크린 캡처 화면  

연구 참여자는 총 6 명 (남=2,여=4)으로 실험 참여 
시점에는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실험 
전에 증상 검사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용자들로 

모집하였다.모든 참여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20~30 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3 명은 1 년 이상의 영어권 

국가(미국 2 명, 뉴질랜드 1 명)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 세션당 약 30 분 정도의 참여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는 연구 과정이 음성 녹음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삽화. 두 종류의 삽화 중 한 삽화가 
무작위로 선정되어 사용되었음. 

 

그림 3 Miro 를 이용한 비대면 주제 분석 과정 캡처 화면 

3.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가 진단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을 
크게 두가지 1)증상 입력 단계, 2) 결과 제공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증상 검사기를 사용할 때 알고리즘 
경험과 관련하여 직면 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3.1 증상 입력 단계 

주관적인 증상에 대해 응답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객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증상의 경중, 
부위 및 기간에 대한 질문을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현저한 체중 감량이 

있었나요?”, 또는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와 같은 
질문에서, 참가자들은 얼마만큼의 체중 감소가 
현저하다는 것인지, 내가 느끼는 통증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응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해주거나, 주관식으로 내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다면 더 자신 있게 입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반복되는 질문 구성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참가자들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질문 
형식으로 인한 부정적 사용자 경험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응답을 

하는 경우 ADA 의 알고리즘은 약간만 변형된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제공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에 
대해 모든 참가자들은 “짜증난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맞나?”, “뭔가 날 유도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안들어 주는 것 같다” 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하였다. 일부 참가자의 경우 빨리 

반복된 질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충 응답을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밀하지 않은 척도로 인한 신뢰도 저하: 많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응답의 
척도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인식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척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시스템에 전반의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yes/no 로 입력하게 되니깐, 그런 입력 
방식으로 인해 입력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정보의 입력 방식이 전반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관련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질문: 
많은 참가자들은 질병의 진단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열에 대한 증상을 입력하였는데 치아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가자는 왜 물어 

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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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의 지성(intelligence)에 대한 의심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 이 질문을 

왜 물어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참가자들로부터 

보고되었다. 

“(초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60%이였는데,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헤매는 것 같아서..” 

3.2 결과 제공 단계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과 결과의 연계성 부족: 많은 
참가자들은 자신이 응답한 증상 정보가 
결과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진단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점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은 시스템의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내가 언급한 증상이 질병 안내나 관련 
메시지에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믿음이 안가는 것 
같아. 뭔가 팔다리도 붓고 그랬는데..”. 

알고리즘 결과 제공에 있어 개인화의 부족: 
참가자들은 나이, 성별과 같은 기본적인 사용자 
데이터가 결과 정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 순위로 예측된 진단된 질병의 상세 설명에는 

“10 세 미만이 주로 걸린다” 라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를 접한 참가자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나이) 정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로 인한 전반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였다. 

 “내가 얘기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고려해줬어야 하는데. 적어도 나이 고민은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질병 설명에 10 살 미만이 걸리는 
병이라는데.. 실제로 성인에게도 걸릴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다른 참가자는 결과 제공이 직전 증상 입력 단계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누적된 

여러 회 차의 증상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 

알고 싶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알고리즘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결과물이 제공하는 예상되는 

병명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이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병명은 알았지만,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언급하였다. 

알고리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몇몇 참가자들은 
진단 과정부터 자신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 예상을 하고, 그 예상과 결과가 맞는지 

비교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보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인을 설정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내 몸상태의 경우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의심가는게 있잖아요..” 

4. 논의 

4.1 증상 입력 단계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알고리즘 

결과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알고리즘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질문지 응답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데이터 수집이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다른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과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데이터 입력단계에서 겪는 

부정적 사용자 경험이, 알고리즘 결과물의 인지된 
신뢰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충분히 정 하지 않다고 인식한 입력 척도 설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시스템이 정확한 진단을 제공할 
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객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 특성으로 인해, 낮은 확신을 
가지고 입력한 응답 경험은 사용자들이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가 진단 시스템의 
질문 및 응답 경험 설계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모델의 기술적관점에서는 ‘예/아니요’와 
같은 바이너리 입력 척도가 충분한 정확도로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 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응답을 입력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별도의 주관식 입력 창을 제공해주는 것은 참가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신뢰도 및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4.2 자가 진단 서비스에서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고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한 근거 또는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명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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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그 효과와 목적이 있다 [12]. 우리의 

연구는 자가 진단 시스템에 있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적용이 증상 입력 과정 및 결과 제공 과정 

모두에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은 진단과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에 대해 불평과 궁금증을 호소하였다 (예., 
“이건 왜 물어보는거지?”,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왜 
물어보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응답에 있어서도 “귀찮다”, “이해가 
안된다”와 같이 참가자들이 성실하게 응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거나, 시스템의 지성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사용자에게 질문이 제공되는 이유와 목적을 증상 입력 

단계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응답 
진정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알고리즘 결과물(진단 결과)을 제공하는 부분 또한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경험 디자인에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참가자들은 자신이 입력한 

증상들에 대한 내용과 결과값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만약 결과 내용과 
자신의 입력 내용이 충분히 연관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알고리즘 결과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증상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입력 데이터는 개인의 신체 건강과 관련한 

이상신로호서, 일부  증상들의 원인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시스템이 예측한  주요 질병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증상들에 대한 
보조적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 향상에 

유용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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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에서 개인화된 추천시스템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또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대한 콘텐츠들 중 
각 사용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플랫폼 이용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인의 정보와 취향을 반영한 추천 시스템이 유익한 
측면도 있는 반면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프라이버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보 검색, SNS, 영상 검색 등 
대부분의 웹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의 결과에 사용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거나 쉽게 드러나게 되어 사용자가 

통제하지 못 하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느끼고, 추천 콘텐츠의 어떤 요소들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황과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shame)과 같은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self-disclosure(자기노출) 
측면에서 추후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recommendation system(추천 시스템), 
personalization(개인화), Privacy(프라이버시), self-

disclosure(자기노출), web search, web browsing 

1. 서 론 

웹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의 개인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개인이 입력 및 설정한 프로필 정보와 서비스 사용 
맥락(시간, 장소, 네트워크 등), 기존 검색 기록 등을 

기반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Google)은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아마존(Amazon)은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알맞는 상품 목록을 제시하며, 

유튜브(YouTube)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인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 기반 필터링(User-based Filtering),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등으로 분류되고, 웹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데이터와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  수 많은 데이터 안에서 사용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유익한 측면들이 많지만 
개인화된 콘텐츠가 외부에 드러났을 때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용자 혼자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하는 상황 외에 개인 컴퓨터를 통해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협업 및 공개된 상황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정보가 추천 콘텐츠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발표 도중에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웹을 통한 외부 자료를 참조할 때 

개인화된 추천 콘텐츠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사용자는 원치 않는 민망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개인화된 콘텐츠를 외부에 공유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요소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종류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RQ 1. 화면 공유 상황에서 웹 서비스 콘텐츠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를 불편함을 야기하는가    

- 사용자가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화면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콘텐츠의 요소(썸네일, 제목 등)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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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콘텐츠들에 
개인정보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지,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확인하였다.  

-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 프라이버시 이슈와 

연결하여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상황 및 
타인의 친밀도에 따라 노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지 

조사하였다.   

RQ 2. 특정 카테고리의 콘텐츠 및 콘텐츠에 포함된 
요소가 사용자의 불편감을 야기했을 때, 이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 차원의 요소(기능)에는 무엇이 

있는가   

-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웹 서비스의 사용 행태와 개인화된 

추천 콘텐츠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튜브(YouTube) 추천 콘텐츠에 포함되는 이미지 

요소가 화면 공유 시 사용자에게 주는 당혹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사하였다. 

- 현재 유튜브(YouTube)에서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에서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할지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1 유튜브(YouTube) 화면 예시 - 추천 콘텐츠 

2. 관련 연구 

2.1 Information vs Social Privacy  

Privacy 문제는 Social Privacy 와 Information Privacy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5] Social Privacy 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공개 

정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Privacy 설정 
기능은 Social Privacy 를 관리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정보 공개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SNS 에서 많이 
활용되는 설정 기능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설정한 

그룹(예: 친밀한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Information Privacy 이 경우 조직이나 기관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그 정보를 특정 

목적에 맞게 수집 및 분석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Social Privacy 의 경우 사용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Information Privacy 는 정보 

수집 단계부터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Information 
Privacy 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많은 웹 서비스 제공자(예: 구글, 페이스북 
등)가 개인의 정보들을 다각도로 수집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12] 

즉, 정보가 어떻게 사용자들을 규정 및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프라이버시 위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2.2 Privacy Concern in Using Web Service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자(명확히 인지)의 경우를 Explicit Gathering, 
후자(인지하지 못함)를 Implicit Gathering 이라고 한다. 
Explicit Gathering 은 설명서에 대한 동의, 문서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피드백 등의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명시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다. 반면 Implicit 
Gathering 의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클릭 결과, 게시글 체류 시간, 소셜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 등을 추적하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을 추적, 파악한다.[14]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특정 웹 서비스 회사나 웹 
브라우저에 수집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된다. Private Browsing 이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Private Browsing 이 어떤 단계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Private Browsing 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9] Private Browsing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활동 기록은 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고[10][13]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InPrivate 모드에서 사용한 사용자들의 유저 네임과 url 
히스토리, cached image 까지 복구 가능할 정도로[11] 

Private Browsing 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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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검색 결과, 원하는 상품 검색, 취향에 맞는 

콘텐츠 추천에 활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반영하여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인화는 대부분의 

웹 서비스 상에 포함되어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용자 개인의 
공간에서 개인이 콘텐츠를 마주하는 것과, 타인에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과 구분하여 생각해본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협업을 하는 환경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영상 자료 재생과 같은 외부 참조를 할 때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살펴보고,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어떤 
불편함을 주고, 공개된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인터페이스 차원에서의 개선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3 Extracting Social Context by Image Analysis  

최근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미지의 의미론적 속성[6], 

품질이나 미학 등[3,4,5]이 얼마나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7], 인상에 남는지[8], 인기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예측하고 있다[2]. 한편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은 민망한 광고나 
이미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요소들을 정량화하고 사용자를 당황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일지 조사 분석한다면 사용자가 겪는 불편한 
경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YouTube 의 추천 콘텐츠에 나타나는 

이미지 요소(썸네일, 텍스트)가 불편함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점에 어떻게 반영하면 적합할지 

분석하였다. 

2.4 자기노출(Self-Disclosure), Disclosure of 

Private Information   

다양한 연구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노출(self-

disclosure)의 관계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하는 
입장과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SNS 상에서 쉽게 드러내는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자기 노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추후 개선 방향 설계 과정에서 참고하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사용자가 유튜브(YouTube)를 어떻게 
사용하고, 화면 공유 상황에서 발생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하여 인지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YouTube)사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20-30 대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75 명의 설문 응답자(남: 28, 여: 43)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3.2 연구 절차  

설문조사 링크를 설문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항목은 [표 1]과 같다. 우선 사용자의 전반적인 
유튜브(YouTube)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 빈도, 

환경(공간, 상황), 추천 시스템 활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빈도는 일주일 중 몇 회 사용하는지, 그 외의 질문은 5 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객관식으로 설문하였다.  

추천 시스템과 Privacy 이슈에 대한 설문으로는 
사용자의 인지 및 관련된 경험 여부, 어떤 상황이 
불편함을 주는지 설문하였다. 추천 영상이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추천 영상이 보이지 않도록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추천 영상이 
노출될 시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 관계는 복수 선책 가능 

객관식 설문을 제공하였으며, 그외에는 단일 객관식으로 

설문하였다.   

분류 주요 질문 내용 

 

 

YouTube 

사용 

행태 

일주일에 몇 회 유튜브를 방문하여 사용하시나요? 

유튜브를 사용할 때 추천 시스템을 어느정도 

활용하시나요?(활용 정도) 

평소 유튜브를 사용하는 공간을 선택해주세요. 

유튜브를 사용할 때 주로 혼자 시청하는 편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청하는 편인가요?  

 

 

추천 
시스템과 

Privacy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시 추천 영상이 함께 보여지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의식 하시나요? 

본인 계정으로 추천된 영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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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주세요.(예: 가족, 친구, 회사동료, 직장상사,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들이 보이지 않도록 취한 행동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과정과 단계 서술) 

표 1 설문조사 내용 

4. 연구 결과 

4.1 YouTube 사용 행태  

설문 응답자 중 1 명(1.3%)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최소 
1 회 이상 유튜브(YouTube)를 시청하였으며, 이 
중 57.3%(n = 43)는 매일 YouTube 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YouTube 를 시청하는 공간은 주로 
집(74.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이동 수단에서(18.9%)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학교나 직장 같은 공공장소는 6.8%에 불과했다. 주로 
시청하는 상황은 혼자 시청하는 편이 98.7%(n = 74)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시청하는 상황에 1.3%(n = 1)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4.2 YouTube 추천 시스템과 Privacy 

설문조사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YouTube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매우 적극 활용 14.7%, 적극 활용 29.3%, 
보통 29.3%, 합 88%) 응답했다. YouTube 추천 시스템 
사용 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지, 

YouTube 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추천 영상이 
함께 보여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하는 지에 
대해서는 5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YouTube 추천 시스템과 Privacy 이슈에 대한 설문 결과 

YouTube 에 본인 계정으로 추천된 영상이 노출 되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 관계는 복수 선택하게 하였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직장 상사 (70.3%), 회사 

동료(60.8%), 전혀 알지 못 했던 사람(58.1%), 

가족(39.2%), 친구(31.1%).  

이 결과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친밀도에 따라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자기노출(self-disclosure) 측면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본인의 YouTube 계정으로 추천된 영상이 
노출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이 문항에는 총 64 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59%(n = 38)는 불쾌함 또는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신경 쓰지 않거나 상관없는 

사람은 31.25%(n = 20), 오히려 이를 통해 추천할 수 
있어 좋다는 응답자도 4.68%(n = 3) 있었다. 불쾌하거나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 응답자 중(n = 38) 65.78%(n = 

25)는 자신의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23.6%(n = 9)는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기분이 
든다, 21.05%(n = 8)는 추천 시스템이 부정확하거나 

이상한 영상을 추천한다고 응답하였다. 

YouTube 에서 추천 영상들이 보이지 않도록 취한 
행동에 대한 주관식 설문은 총 65 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47%(n = 31)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행동을 취하는 사람 중에서는 채널을 차단하거나, 영상 
관심 없음 버튼과 같이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가 

21.53%(n = 14)로 가장 많았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이용, 계정 로그아웃, 
물리적으로 가리기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4.3 YouTube 추천 콘텐츠에서 공개되었을 때 

불편함을 주는 요소  

설문조사에 참여한 75 명 중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5 명이 YouTube 콘텐츠에 
나타나는 썸네일(thumbnail)의 요소가 부끄러움과 

수치심(shame)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답변하였다. 
화면 공유 상황에서 콘텐츠 썸네일에 나타난 자극적인 

텍스트 이미지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고 답변한 2 명의 
참가자(P03, P07)는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를 
표출하였다.     

P03 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썸네일 이미지에 함께 보여져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니악(maniac)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썸네일 이미지 상에 보여지는 인물 및 사물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답하였다. P11 은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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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 중요한 업무 미팅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을 때 추천 영상에 특정 인물(아이돌, 여자 

연예인)이 썸네일에 많이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5. 논의 및 결론  

YouTube 의 사용 행태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주로 

혼자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항목에는 없었으나 이동 수단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유튜브를 혼자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추천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사용자의 계정으로 추천된 영상이 노출되었을 때 
사용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크게 부끄러움 또는 불편함 
두 가지로 나뉘었다. 전자는 추천 시스템이 과거에 본 

영상들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경우, 후자는 
부정확한 추천 알고리즘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민망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영상이 나왔을 때였다. 

또한 드러나는 대상은 관계가 멀 수록(직장 상사, 회사 
동료, 알지 못 하는 사람), 가까운 관계(가족, 친구)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는 대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용자는 추천 영상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YouTube 의 추천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구독 취소, 싫어요 버튼), 추천 기능 자체를 

끄거나(로그아웃,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사용), 
물리적으로 영상을 가렸다(영화관 모드, 바로 끄기).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추천 영상 공유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불편한/부끄러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추천 콘텐츠에서 보여지는 요소들 중 이미지 요소가 
화면 공유 시 느끼는 불편함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 외에도 많은 

양의 추천 콘텐츠들이 화면 상에 배치되는데, 특히 
유튜브 썸네일에 나타나는 시각적 특징들(색감, 
텍스트의 크기, 특정 이미지 오브젝트)이 불편하거나 

민망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약하자면, 유튜브(YouTube) 사용자는 대부분 주로 
혼자 영상을 보지만, 언제든지 화면을 공유할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Privacy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사용자의 검색어, 
히스토리를 반영해 자신의 취향을 공개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민망한 영상이 
나오거나, 타인이 자신을 오해할 걱정을 불러 일으킨다. 

유튜브(YouTube)의 경우 추천 콘텐츠에 썸네일과 같은 
이미지 요소가 주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썸네일 
이미지는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현재 유튜브 추천 시스템이 보여지는 방식이 

유용한(useful) 측면도 있는 반면 부끄러운(shameful) 
감정을 일으킬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시청 

상황과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정도에 따라 세밀한 
개선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Private Browsing 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라이버시 이슈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후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에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추천 시스템이 포함된 
서비스를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6. 한계점과 후속 연구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특정 
연령대(20-30 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콘텐츠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연령층에서 파악하지는 못했다. 또한 
대한민국 유튜브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둘째,  
추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지만 요소별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탐색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 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여 새로운 인터페이스 
차원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추천 콘텐츠 상에 

썸네일(thumbnail)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보여졌을 때 
불편함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는데, 추후 불편함을 
주는 썸네일 요소를 이미지의 색상 분류(Color 

Classification), 이미지 인식 및 추론(Image-Object 
Detection), 이미지 내 문자 추출(Text Detection) 
과정을 통해 추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연결하여 

콘텐츠의 타이틀과 같은 텍스트 요소와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후속 연구에서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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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국내 COVID-19 감염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비난 및 혐오 표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Twitter 에서 COVID-19 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비난 표현이 어떠한 형태로 전파되는지 네트워크 

척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후, 다변량 분산 분석 결과, 

지역 및 국가를 향한 비난의 전파보다 개인에 대한 

비난의 전파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난 트윗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의 경우,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COVID-1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비난; 혐오; 정보 

확산 

1.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1].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소개됨과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근거가 

부족한 정보의 전파와 이에 따른 비난과 혐오의 전파 

현상이다 [2].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인 

자유로움과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난과 혐오는 

생성에서부터 전파까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비난과 혐오 표현의 

확산은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비난과 혐오 

대상의 경우, 인종, 사회적 약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 혹은 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의 비난과 혐오 표현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5].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하 COVID-19)의 

확산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 및 혐오 

표현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6]. 이는 비난 및 혐오 표현들이 단순히 의견 표현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COVID-19 확산과 연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국가 간 비난과 혐오 표현의 

형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다 [7]. 최근 

국내에서는 COVID-19 의 전파와 관련해서 해당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비난 및 

혐오 표현의 형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8].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확진자들의 심리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COVID-19 전파에 

관한 비난 및 혐오 표현이 대상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파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개인과 집단에 대한 비난이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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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COVID-19 의 대유행 상황에서 특정 국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비난 형태를 고려하여, 표현의 

대상을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로 나누어 비난 및 혐오 

표현의 전파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전파 

모델은 다음과 같다. 

2.1 데이터 출처: Twitter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Twitter 를 대상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Twitter 는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트윗(tweet)’을 

서로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Twitter 는 

다른 사용자들의 최근 활동을 알게 해주는 

‘팔로우(follow)’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트윗을 작성할 

경우 자신의 팔로워(follower)는 타임라인에서 해당 

트윗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타임라인에 게시된 트윗을 리트윗(retweet)하게 되면 

다시 자신의 팔로워들의 타임라인에 트윗이 

게시되면서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트윗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은 Twitter 트윗의 

예시이다. 

 

그림 1 트위터 트윗 예시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Twitter 에서 최근 국내 COVID-19 와 

관련하여 비난 및 혐오 대상 선정을 위하여 총 11 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으며 (표 1), 이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 중 리트윗 수가 100 개 이상인 트윗들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9 월 28 일 사이에 게시된 832 개의 트윗과 

822,168 개의 리트윗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를 비난 

대상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각 트윗을 대상으로 트윗 

ID, 트윗한 사용자 ID, 리트윗 ID, 시간, 트윗 내용, 

리트윗 내용, 리트윗 수를 수집하였다. 

표 1. 각 그룹당 선정한 키워드 목록 

 키워드 

개인 인천학원강사 코로나, 전광훈 코로나, 3 번 

확진자, 윤학 코로나, 31 번 신천지 

집단 이태원 코로나, 광복절 코로나, 킹클럽 

코로나 

지역 및 

국가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일본 코로나 

올림픽 

 

2.2 트윗 내용 전처리 

각 트윗과 리트윗의 비난 대상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트윗과 리트윗의 텍스트 중에서 

숫자와 한글을 제외한 문자는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Py 패키지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의 명사만 추출하였다. 

2.3 COVID-19 비난 전파 모델 

본 연구에서는, 한 트윗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리트윗을 

하여 전파되는 과정을 트리(tree) 구조의 비난 전파 

모델로 구성하였다. 전파의 시작인 트윗은 루트 노드 

(root node), 트윗의 전파는 엣지(edge), 전파된 

리트윗은 루트 노드 아래의 자식 노드들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은 해당 비난 전파 모델의 예시이다. 

 

그림 2 비난 전파 모델의 예 

비난 전파 모델은 트윗의 내용 내의 비난 대상에 따라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3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요 

비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Textrank 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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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모든 트윗의 텍스트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30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중 대부분의 트윗에서 발견되는 제시되는 확진자와 

감염자를 제외한 4 개 (개인), 4 개 (집단), 5 개 (지역 및 

국가)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각 트윗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표 2).  

표 2. 추출된 키워드 중 비난 대상의 종류로 활용한 키워드 

 키워드 

개인 전광훈, 31 번 환자, 초신성 윤학, 

학원강사, 확진자, 감염자 

집단 신천지, 이태원, 교회, 광화문 

지역 및 국가 중국, 대한민국, 일본, 우한폐렴, 우한 

 

그 결과, 각 그룹 별 사용자 수, 트윗 수, 리트윗 수는 표 

3 과 같으며, 분류된 트윗의 예시는 그림 3 과 같다. 

표 3. 트위터의 수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사용자 수 185,709 273,778 329,524 

전파 모델 내 

사용된 트윗 수 

149 259 424 

전파 모델 내 

리트윗 수  

185,858 274,037 329,955 

 

 

그림 3 트윗 예시 

 

2.4 전파 모델 분석 척도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세 그룹간의 COVID-19 

감염원에 대한 비난 및 혐오 표현의 전파 효과 비교를 

위해, 각 전파 모델의 볼륨(volume)과 

바이럴리티(virality)를 비교 척도로 활용하였다. 먼저, 

볼륨은 전파 모델 내에서 총 노드 수를 나타낸다. 즉, 

볼륨이 클수록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 트윗에 관심을 

보이며, 리트윗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바이럴리티는 Wiener 지표로 계산되며, 바이럴리티가 

클수록 해당 트윗이 많은 사람을 거쳐 전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림 4 Wiener 지표 

T 가 비난 전파 모델일 때, T 의 바이럴리티는 모든 

노드들 간 거리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때, dij 는 노드 

i 와 노드 j 간의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2 의 전파 모델의 경우 볼륨은 8, 바이럴리티는 0.267 

이다. 본 연구는 볼륨과 바이럴리티 두 척도를 이용해 

각 트윗의 비난 행태가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세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게 전파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COVID-19 집단 감염원에 대한 비난 

발언의 전파 특징을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student’s t-test 를 수행하였다.  

먼저, 개인 전파 모델의 평균 볼륨(M=1246.37, 

SD=3415.26), 집단 전파 모델의 평균 

볼륨(M=1057.06, SD=2701.24), 그리고 지역 및 국가 

전파 모델의 평균 볼륨(M=777.20, SD=1562.17)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1, 832)=5.05, 

p<0.05. 본페로니(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개인 

전파 모델의 볼륨과 지역 및 국가 전파 모델의 볼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그림 5). 

한편, 개인 전파 모델의 평균 바이럴리티(M=0.0228, 

SD=0.0159), 집단 전파 모델의 평균 

바이럴리티(M=0.0218, SD=0.0150), 그리고 지역 및 

국가 전파 모델의 평균 바이럴리티(M=0.0220, 

SD=0.0155)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p=0.6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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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파 모델의 볼륨 

 

그림 6 전파 모델의 바이럴리티  

4. 결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국내 COVID-19 감염원의 

대상에 대한 비난 발언의 전파 특징을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Twitter 로부터 832 개의 트윗과 약 80 만개의 

리트윗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볼륨과 바이럴리티 지표를 계산하여 비난 대상에 따른 

비난 발언 전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먼저, 개인 전파 모델의 볼륨이 지역 및 국가 전파 

모델의 볼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0.05).  

이는 지역 및 국가를 향한 비난 전파보다 개인에 대한 

비난 전파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 그룹의 바이얼리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비난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난 트윗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정도는 개인, 집단, 지역 및 국가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한정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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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언택트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공간 

사용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언택트 시대의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연관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상의 생활공간에서의 

언택트 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공지능 활용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공간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팬데믹(pandemic), 언택트(untact), 공간(space), 

개인공간(personal space), 빅데이터(big data),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1. 서 론 

세계 감염병 대유행으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언택트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적공간, 공공공간 등 도시공간에 대한 변화된 공간 

설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공간 사용자들에게 감염병 

확산 예방이 되는 물리적 환경 조성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긴장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인식을 관련 키워드를 통해 

도출하고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자의 인식과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였다.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 이전에 하나의 현상이었던 인간관계를 기피하는 

측면에서의 언택트 공간에 대한 인식과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감염병이라는 환경 요인 적용된 언택트 

공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자료가 되는 본 연구는 공간 사용자의 인식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 설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간 사용자의 인식 분석을 위해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SNS 와 온라인 플랫폼 상 문서를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급 추이 분석, 연관어 분석, 감성 

연관어 정보를 제공하는 Daum Soft 의 Sometrend 

Biz 를 활용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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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um Soft Sometrend Biz 연관어 분석 

순위 전체 count 인물 count 단체 count 장소 count 상품

1 코로나 1927 시장 516 기업 585 시장 516 스마트폰

2 코로나19 1110 고객 428 업계 414 매장 192 로봇

3 온라인 1054 관계자 262 유튜브 144 해외 175 책

4 서비스 806 소비자 208 업체 137 국내 137 차량

5 공간 637 세대 163 회사 119 전세계 109 키오스크

6 문화 631 대표 155 네이버 116 한국 88 자가용

7 기업 585 직원 144 kt 100 호텔 78 반도체

8 기술 584 공유 93 un 89 서울 56 마스크

9 변화 530 모델 87 현대 88 미국 54 카카오

10 시장 516 사용자 75 코리아 80 연구원 48 카드

11 소비 508 이용자 74 가정 64 식당 43 노트북

12 트렌드 461 기자 72 삼성 64 쇼핑몰 42 스피커

13 비대면 456 전문가 71 sk 62 백화점 41 자동차

14 플랫폼 446 본부장 68 sk텔레콤 61 레스토랑 37 pc

15 디지털 431 김용섭 57 그룹 60 아마존 34 테이블

16 고객 428 상무 52 lg 56 전시관 33 랜선

17 방식 421 사원 50 정부 53 점포 33 커피

18 업계 414 연구원 48 롯데 47 중국 33 펀드

19 시스템 405 참가자 48 카카오 42 대한민국 32 앨범

20 바이러스 399 아티스트 47 계열사 41 스타벅스 29 음료

21 산업 363 전무 46 신세계 41 롯데백화점 28 토스트

22 코로나바이러스 329 범법자 44 본사 37 편의점 26 프렌치토스트

23 사업 295 투자자 44 삼성전자 37 공장 25 랩

24 환경 290 관객 42 이데일리 35 관광지 25 블록

25 사회 284 지원자 39 아마존 34 일본 25 화장품

26 콘텐츠 284 파트너 38 대학 33 조선호텔 25 자전거

27 계획 269 임원 37 대기업 31 파크 25 태블릿

28 화상 266 기사 36 조직 29 마트 24 디저트

29 감염증 262 신입 36 롯데백화점 28 시그니엘 23 수건

30 관계자 262 임직원 36 유통업계 28 유럽 23 배터리

 

그림 2. 연관어 키워드 데이터 예시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택트 시대의 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추구되는 도시공간 설계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2020 년 1 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의 

첫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1 월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수집 데이터의 기간을 2018 년,   2019 년, 

2020 년(1 월~6 월)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검색 

키워드로는 언택트 관련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공간(space) 단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표 1). 

셋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수집된 연관어 키워드에서 

공간 사용자의 인식과 공간 설계 및 환경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와 특정 사례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외하였으며, 의미가 동일한 단어는 통합하였다. 언급 

빈도수 10 이상으로 한정하여 상위 30 위 키워드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1. 빅데이터 분석 내용 

구분 내용 

분석방법 연관어 분석 

검색 키워드 언택트, 언컨택트, untact, uncontact 

포함어 공간, SPACE 

기간 2018 년 01 월 01 일~ 

2020 년 06 월 30 일 

빅데이터 분석 시 키워드 빈도수만으로 공간 설계 

요인과 관련된 중요도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 공간 설계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3. 언택트 공간에 대한 문헌고찰 

언택트 시대 이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간인 

개인공간(personal space)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공간 사용자의 심리적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는 최근에 도래되었기 

때문에 공간 사용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언택트 

공간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는 공간 설계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감염병 

환경 요인이 적용된 공간 인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간 사용자 인식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빈도수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 

대한 공간 사용자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18 년에는 ‘기술’, ‘고객’, ‘트렌드’, ‘유통’, ‘서비스’, 

‘상품’ 등의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트렌드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는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세대에서 불필요한 대면소통이나 접촉을 줄이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하나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문화와 함께 홀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뜻하는 케렌시아가 트렌트로 나타났다. 

2019 년에는 2018 년에 비해 언택트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인자동차, 로봇, 

음성인식 등 4 차산업 관련된 기술에서 언택트 공간 및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새롭게 나타난 시점이다. 

감염병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 년도에는 

언택트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였으며, 유통 

분야에서 주로 관심도가 나타났던 2018 년과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어 언택트 공간,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된 관심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에서 업무, 교육, 소비 등에 대한 

생활을 영위할 때 언택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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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순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 월-6 월) 

1 순위 기술(95) 서비스(30) 
온라인 

(1054) 

2 순위 고객(87) 
자율주행 

(30) 
서비스(933) 

3 순위 트렌드(73) 고객(24) 고객(636) 

4 순위 유통(67) 로봇(23) 문화(631) 

5 순위 서비스(48) 
음성인식 

(22) 
기업(585) 

6 순위 상품(43) 기능(13) 기술(584) 

7 순위 무인(38) 재미(13) 변화(530) 

8 순위 소비(35) 특징(13) 시장(516) 

9 순위 쇼핑(34) 데이터(12) 소비(508) 

10 순위 편의점(32) 트렌드(11) 재택(491) 

11 순위 매장(28) - 트렌드(461) 

12 순위 마케팅(28) - 플랫폼(446) 

13 순위 세대(24) - 실시간(436) 

14 순위 온라인(22) - 디지털(431) 

15 순위 데이터(20) - 시스템(405) 

16 순위 변화(20) - 마케팅(334) 

17 순위 편의(20) - 
인공지능 

(320) 

18 순위 
케렌시아 

(19) 
- 생활(303) 

19 순위 점포(18) - 환경(290) 

20 순위 디지털(16) - 콘텐츠(284) 

21 순위 
무인편의점(
16) - 

사회적거리(
249) 

22 순위 성향(16) - 정보(259) 

23 순위 
아이디어 

(16) 
- 원격(240) 

24 순위 
온라인쇼핑(
16) - 교육(231) 

25 순위 가전(14) - 상품(226) 

26 순위 
빅데이터 

(12) 
- 모바일(212) 

27 순위 
산업혁명 

(12) 
- 매장(192) 

28 순위 건축학(10) - 업무(189) 

29 순위 - - 영상(181) 

30 순위 - - 여행(168) 

또한, 언택트 공간 및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간 사용자의 

안전과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한  공간 조성과 

관련된 해결책과 그에 대한 관심은 기술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간의 구조, 배치, 디자인 측면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한 기술과 함께 모든 일상생활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시공간, 건축, 공간디자인 관련된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 뿐 아니라, 

공간 사용자의 인식과 관심도에 대한 키워드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감염병 시대에서의 언택트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사용자의 인식을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하여 공간 사용자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과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공간 환경과 

4 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각 키워드별 도시공간의 특정 공간별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며,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공간 사용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실생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실제 실험 환경을 

조성하여 공간 사용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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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 현존감을 높이고자 

진동을 이용한 힘 피드백을 사용하여 진동에 

기반했을 때 가상객체의 경직성과 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고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진동에 따라 경직성과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가상현실, 현존감, 힘 피드백, 진동  

1. 서 론 

1.1 연구 배경 

가상현실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환경이며, 

오감을 자극해 체험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교육, 

의학, 건축 등 4 차산업 혁명 선도 분양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상 현실에서 인간의 지각을 

높여 몰입도를 상승시키면 현존감이 발생한다.[1] 

이는, 가상현실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된다. 그 중에서 

촉각 피드백(Haptic illusion)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힘 피드백(Force feedback)이 있다. 

촉각을 느끼는 부분은 촉각(Tactile)과 운동 

감각(Kinesthetic)으로 나눠지는데, Tactile 은 손 

끝과 손의 마디마다 느끼는 감각이며, 

Kinesthetic 은 몸의 큰 관절에서 느끼는 감각을 

의미한다. 주로 힘 피드백은 진동으로 많이 

부여되며, 촉감을 녹음하는 것을 Tactile Icon 과 

Haptic Icon 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현재 가상 

현실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고 장치의 한계 때문에 

어떠한 단계가 가장 적합한지 정의가 되지 않아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진동의 경우는 

미세한 촉감이 요구되는 재질이나, 경도의 감각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동을 활용하여 

객체의 경도를 쉽게 인지하기 위해 재질, 경도 

감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 현존감을 높이고자 힘 피드백을 

사용하여 다양한 진동에 기반했을 경우 

가상객체의 경직성과 밀도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간단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셀프 그라운드에서의 힘 피드백 

진동으로 힘 피드백을 부여할 시 누가 내 신체 

어딘가를 만질 경우 정확히 어디를 만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동을 평균 초당 

1KHz 속도로 1mm 단위로 줘야 하며, 피부에 

진동을 가하는 것은 세기가 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단순 반복으로 인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감각이 느껴졌다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 거친 촉감으로 느끼고, 

균일하게 계속 감각을 줄 경우 부드러운 

촉감이라고 느낀다. 이를 Temporal Tactile 

Sensation 이라 하며, 간접적인 장치로도 느낄 수 

있다. 힘 피드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손으로 

자유자재 사용하는 셀프 그라운드[2]와 주로 땅에 

고정된 장치를 사용하는 월드 그라운드 방법이 

있다. 관련 연구[3]에서 월드 그라운드 장치에서 

한손가락을 사용했을 경우 진동의 자극이 

부드럽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두손가락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손가락보다 경직성 인식이 더 

정확하여 진동이 경직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4]에서는 주파수는 

증가할수록 더 매끄럽게 느껴지고, 진폭은 

증가할수록 느껴지는 감각이 분명해져 강한 

진동을 느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주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월드 

그라운드 장치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는 셀프 

그라운드 장치인 컨트롤러를 사용해 진동이 

경직성과 밀도 인지에 영향을 주는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진동의 세기 및 종류 

컨트롤러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의 세기 및 종류는 

관련 연구에서 진동 자극의 세기와 주파수는 

질감을 지각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5]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4]에서 진동의 조건으로 

진폭 1.0~1.5μm 과 주파수 200~1500Hz 를 

부여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값이 

증가할수록 주파수는 더 매끄럽게 느껴지고, 

진폭은 느껴지는 감각이 분명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진동을 받을 수 있게 지속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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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고, 주파수와 진폭의 값을 체계적으로 

정량화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환경 

 

그림 1 실험 시 보이는 가상 객체 

실험 시 장비는 HTC VIVE 의 HMD 와 

Controller 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은 피험자가 

HMD 로 보는 시점의 가상 환경은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큰 녹색 사각형 

틀 위에 파란색 사각형을 배치를 시켰다<그림 1>. 

사람은 객체를 바라볼 때 색깔이 검은색일 경우 

무겁게 느끼고, 흰색일 경우 가볍게 느끼며, 

회색은 중간 값을 나타낸다. 이는 같은 질량인데 

더 작은 물체에 비해 더 큰 물체의 무게를 

가볍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Charpentier 

illusion 의 효과이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파란색으로 지정하였다.[6] 실험 시 독립 변수는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으로 종속 변수는 경직성, 

유연성으로 설정하여 진동의 경향성과 일관성을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10 명을 모집하였고, 한 사람당 다섯 

세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27 가지의 경우의 수는 섞어서 무작위로 하였으며, 

실험자는 순서 바뀌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였다. 실험 중 멀미가 나면 10 분 휴식 후 

다시 진행하였다. 

 

그림 2 실험 시 모습 

실험 시 자세는 실험자가 편안한 자세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눈 앞에 <그림 1>과 같이 보이면 

컨트롤러를 손으로 생각하고 가상 객체를 만지고 

눌렀을 때 컨트롤러를 통해 진동을 가하였다. 이 

때 드는 느낌을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표 1. 실험 조건 표 

 A B C 

지속시간 1 0.125 0.01 

주파수 400 200 10 

진폭 1 0.5 0.1 

피험자가 실험 시 여러가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의 조건을 각각 3 가지 

부여해 총 27 가지 경우의 수로 구성을 하여 

제작하였다<표 1>. 

표 2. 경직도 인지  

 O △ X 

경직도 딱딱하다 애매하다 부드럽다 

번호 3 2 1 

실험 점수는 크게 경직도 인지와 객체 인지로 

나뉘어진다. 경직도 인지는 피험자가 가상 객체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의미한다<표 2>. 

표 3. 객체 인지  

 돌 금속막

대 

애매하

다 

고무 깃털 

객

체 

딱딱하

고 

속이 

꽉 찬 

느낌 

딱딱하

고 

속이 

비어 

있는 

느낌 

애매하

다 

부드럽

고 

속이 

꽉 찬 

느낌 

부드럽

고 

속이 

비어 

있는 

느낌 

번

호 

5 4 3 2 1 

객체 인지는 경직도 인지보다 더 세분화를 하여 

가상 객체를 눌렀을 때 비어 있는 느낌인지 꽉 차 

있는 느낌인지를 파악하여 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번호마다 정한 객체는 피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실험 결과와 크게 연관이 

없다<표 3>. 

3.2 실험 결과 

 

그림 3 실험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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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만든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는 Excel 피벗 테이블로 

행에는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순으로 값을 

넣었고, 값에는 경직도 인지, 객체 인지 순으로 

각각의 평균 값을 설정하여 기입하였다. 파란색은 

경직도 인지, 주황색은 객체 인지를 의미하며, 

그래프를 보면 왼쪽 맨 하단 쪽은 지속시간, 

중간은 주파수, 상단은 진폭을 의미한다. 

1 회차부터 5 회차 까지의 데이터 값을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자가 회차별로 거듭날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진 점을 고려하면 회차별로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가지 값의 진동에 익숙해져 대부분 

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실험 정밀 분석 결과  

실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지속시간 C(0.01)일 경우 <C-A-C>, <C-

B-C>, <C-C-C> 경우의 수와 같이 부드럽고, 

마찬가지로 주파수 C(10)일 경우 <A-C-C>, <B-

C-C>, <C-C-C> 경우의 수와 같이 부드럽다는 

심리적 영향이 강했다. 진폭 A(1)와 진폭 B(0.5)일 

때는 딱딱하고, 진폭 C(0.1)일 때는 부드럽다는 

심리적 영향이 강했다. 본 실험은 진동에 기반해 

가상객체를 만질 때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피험자의 손에 여러 종류의 진동이 가해졌을 때 

경직성 및 밀도와 유연성 및 밀도 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로 총 15 가지의 경우의 

수가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진폭이 높으면 딱딱하고 낮으면 

부드럽다는 결과와 지속시간, 주파수는 최솟값일 

경우 부드러워 실험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4>.  

4. 데이터 분석 

4.1 객체인지 1 빈도 분석 

 

그림 5 객체인지 1 빈도 도표(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객체 인지를 번호 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객체 인지 3 인 애매하다는 무의미한 값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각각 

283 개로 총 849 개 데이터 값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왼쪽부터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순서로 도표를 나타낸다. 지속시간은 A(1)가 

21.9%로 가장 적었고, C(0.01)가 46.6%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주파수 B(200)는 

26.9%로 가장 적었고, C(10)가 37.5%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지만, A(400)와 C(10)의 

차이는 0.8%로 근소한 차이가 나 특정 값에만 

결과를 나타냈다. 진폭은 A(10)가 9.5%로 가장 

적었고, C(0.1)가 73.1%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부드럽고 비어 있는 느낌을 

받으려면, 지속시간과 진폭을 최솟값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4.2 객체인지 2 빈도 분석 

 

그림 6 객체인지 2 빈도 도표(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각각 357 개로 총 1071 개 

데이터 값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지속시간 B(0.125)가 29.4%로 가장 적었고, 

C(0.01)가 39.8%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속시간 C(0.01)의 값이 가장 높았고 A(1), 

B(0.125)의 값이 차이가 얼마 안나는 것으로 보아 

데이터 값을 늘리면 유의미한 값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주파수 B(200)는 25.2%로 가장 적었고, 

C(10)가 45.7%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주파수 또한 C(10)의 값이 가장 높고 A(400)와 

B(200)의 값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데이터 

값을 늘리면 유의미한 값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진폭 C(0.1)는 30.5%로 가장 적었고, A(1)가 

35%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객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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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모든 조건의 값이 특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연구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그림 6>. 

4.3 객체인지 4 빈도 분석 

 

그림 7 객체인지 4 빈도 도표(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각각 284 개로 총 852 개 

데이터 값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지속시간 

C(0.01)가 21.8%로 가장 적었고, A(1)가 44.4%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주파수 C(10)는 

23.2%로 가장 적었고, A(400)가 50%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진폭은 C(0.1)가 23.9%로 

가장 적었고, B(0.5)가 38.7%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는 진폭은 B(0.5)의 빈도 수가 

가장 많았지만 A(1)와 4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을 

보아 실험 데이터 값을 늘리면 유의미한 값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딱딱하고 비어 있는 

느낌을 받으려면, 지속시간과 주파수를 최댓값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4.4 객체인지 5 빈도 분석 

 

그림 8 객체인지 5 빈도 도표(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지속시간, 주파수, 진폭 각각 307 개로 총 921 개 

데이터 값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지속시간 

C(0.01)가 17.3%로 가장 적었고 A(1), 

B(0.125)가 41.4%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는 A(1)와 B(0.125)의 결과가 같은 

것으로 보아 데이터 값을 늘리면 유의미한 값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는 C(10)가 21.5%로 가장 

적었고, B(200)가 56.7%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는 주파수가 특정 값에만 높아 

무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진폭은 C(0.1)가 5.2%로 

가장 적었고, A(1)가 51.1%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딱딱하고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으려면, 진폭을 최댓값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5. 결론 

월드 그라운드 장치로 실험한 기존 연구[?]에서는 

진동이 경직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와 차이점을 

줘 셀프 그라운드 장치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시간 조건을 추가하고 주파수와 진폭의 값을 

세분화를 시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진동이 

경직성과 밀도 인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에도 영향을 줘 기존 연구보다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간단히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부드러운 느낌을 

받고 싶으면 지속시간과 진폭의 값을 낮추면 되고, 

반대로 딱딱한 느낌을 받고 싶으면 높이면 된다. 

두번째, 속이 차 있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진폭의 

값을 높이면 되고, 반대로 비어 있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값을 낮추면 된다. 일반화된 가이드 라인을 

봤을 때 진폭은 일관된 값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냈으며, 주파수는 특정 값에만 반응하는 특이 

사항을 나타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보완점이 발견되었다. 첫번째, 실험 조건의 각각 

경우의 수를 현재보다 더 세분화를 시켜 실험 

결과의 값을 다양화를 시켜야 한다. 특히, 주파수 

같은 경우 특정 값에만 반응해 결국 의미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주파수의 값이 다양하지 

않아 무의미한 결과를 낸 것으로 판명이 됐으며, 

이런 특징을 극복하고자 주파수의 값을 더 

세분화를 시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경직도 인지와 객체 인지의 

수를 늘려 진동의 단계를 넓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보완점을 추가하여 

개선시킨 후 진행할 예정이며, 더 다양한 느낌의 

진동을 구현해 단계를 늘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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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스플레이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초고화질 

컨텐츠 및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연산량을 요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포비티드 렌더링 기법 등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추가로, 사용자는 개인별로 다른 인지 및 

지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야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포비티드 렌더링 조건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총 

20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시야 조건을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과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개인별로 다른 시야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최대 75%의 픽셀 계산량 절감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시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Individualization, Rendering, Foveated rendering, 

Virtual reality 

1. 서 론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VR)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다양한 가상 현실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 중요한 VR 장비중 하나로 머리 

부착형 디스플레이 (Head-mounted display; HMD)가 

있고, 디스플레이와 VR 기술의 발전에 따라 HMD 에 

가상 환경을 렌더링하는데 상당한 그래픽 리소스가 

요구된다.  

이를 줄이기 연구자들은 포비티드 렌더링을 제안하였다. 

Guenter et al.[5]은 사용자 시선 영역 중심의 고해상도 

렌더링 방법으로 데스크탑 기반의 포비티드 렌더링을 

구현하였다. 그들은 인간 주변시의 저해상도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시선 영역 중심 외 픽셀들의 품질을 

저하시켜 그래픽 연산을 가속화하였다. Patney et 

al.[9]은 이전 방법론을 개선하여, 에일리어싱과 블러를 

인지할 수 없는 포비티드 렌더링을 제시하였고, HMD 

기반의 VR 에 적용하였으며, 그래픽 연산에 소요되는 

컴퓨팅 파워를 줄이고자 하였다 [9].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들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사람의 눈은 중심시와 주변시로 구분된다 [7]. 중심시는 

주변시보다 고해상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관심을 둔 물체의 형태 등을 파악하는데 최적화 

되어있다. 반대로, 주변시는 배경의 대략적인 정보나, 

익히 알고 있는 물체를 식별에 민감하다 [2,3,4,6]. 

더불어, 여기에는 여러 요인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한다. 

나이에 따른 눈의 기능 저하가 대표적이며, 특히 

주변시의 노화는 공간 능력을 저하시킨다 [8,10]. 

동일한 색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파장의 색조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 결과는 성별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 이 외에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각 과정의 개인차이가 존재한다 [11]. 

이러한 요점들은 사람의 눈이 개인마다 다르며, 그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시야 조건 (예.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을 

적용한 Individualized 포비티드 렌더링의 필요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의 눈에 존재하는 

개인차에 착안하여 고안한 방법론이며, 실제 방법론은 

두 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HMD 내 사용자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주변시 영역을 

찾는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품질 저하 수준을 찾아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구현한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별 시야 조건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픽셀 계산량 절감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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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 측정 개념도 및 (우)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 측정 개념 

 

2. 실험 방법 

2.1 피험자 

총 20 명의 피험자 (50% 여성; N = 10)를 

모집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4 세 (SD = 2.6)이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은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를 통해 특이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2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Windows 10 운영체제와 

High-end Graphic Card (Nvidia Geforce 1080)를 

사용하는 고성능 데스크탑에서 개발되었다. 90fps 

이상의 주사율과 대각선으로 110 도의 시야를 제공하고, 

양 눈에 1440×1600 의 해상도를 가지는 Head-

mounted display (Vive Pro Eye, HTC)를 사용하였다. 

또한 Vive Pro Eye 에 내장된 eye-tracker 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응시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가상 환경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해 Vive Controller 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가상 교실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환경은 Unity3D (Unity Technology)로 구현되었다. 

2.3 가상현실 내 개인화된 시야 조건 측정 과제 

본 연구에서, Individualized 포비티드 렌더링을 

구현하기 위해, 두 번의 과정을 거쳐 개인화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과정에서, 피험자의 가상현실 내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을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품질 

저하 수준이 4×4 로 고정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경험하였다. 품질 저하 된 주변시 영역은 110.0° 에서 

시작하여 30 초에 걸쳐서 15.0°까지 선형적으로 

감소된다. 피험자는 품질 저하 된 영역을 인지하는 순간 

Vive controller 를 통해 응답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디스플레이 정중앙의 시선 

고정점을 응시하였으며, Vive eye-tracker 를 활용하여 

피험자의 시선이 시선 고정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화면을 차단함과 동시에 측정을 일시 중지하였고, 

시선이 정확하게 시선 고정점에 위치하면 측정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총 10 번의 응답을 

진행하였고, 각 응답 사이에는 3 초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된 품질 저하 

된 영역을 기반으로 피험자 개인의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과정에서 측정된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에 품질 저하 수준을 30 초 동안, 

1×1 에서 15×15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측정과 마찬가지로, 피험자는 

디스플레이 중앙에 위치한 시선 고정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측정을 진행했고, 품질이 저하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에 Vive controller 를 통해 

응답하였다. 총 10 번 반복 측정하였고, 각 응답에는 

3 초의 휴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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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 절차 

실험은 브리핑, 연습 시행,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사전 SCL-

90-R, ITQ, 인적사항에 대한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습 시행은 가상 환경 내에서 시선 고정점에 시선을 

고정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이 진행될 가상 교실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증진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본 

시행은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 측정과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 측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측정은 10 번 반복된다. 또한 각 반복 사이에는 

3 초간의 휴식이 주어지고, 측정 사이에는 5 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피험자는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에 

대한 측정을 우선 수행한 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 측정을 진행한다. 

 

3. 실험결과 

본 실험을 통해 피험자 별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과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의 경우, 평균 63.9 도였으며, 

이는 피험자가 품질 저하된 영역이 63.9 도 내로 

진입해야 주변부에 발생한 품질 저하를 인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Mean=63.9, 

SD=11.9). 가장 둔감한 피험자의 경우 품질 저하된 

영역이 36 도 이내에 진입해야 인지했으며, 가장 민감한 

피험자의 경우 품질 저하된 영역이 85.8 도에 진입하는 

순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의 경우에는 평균 6×6 의 품질 저하 수준에 

이르러야 주변시 영역에 품질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피험자들이 평균적으로 

주변시 영역에 1/36 수준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순간 품질 저하를 인지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가장 

둔감한 피험자의 경우 9×9 에 도달했을 때, 가장 민감한 

피험자의 경우 4×4 에 도달했을 때 주변시 영역의 품질 

저하를 인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an=6, 

SD=0.94). 또한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적용하였을 때 품질 저하 영역내 픽셀 절감량을 

계산함으로써 적용 후 연산량의 절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1. 피험자 별 포비티드 렌더링 조건 및 개인화 된 포비티드 렌더링 적용 후 픽셀 절감량

번호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영역 

경계 (도)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 (픽셀) 

고해상도 

영역 (%) 

품질 저하 

영역 (%) 

품질 저하 영역 내 

픽셀 절감량 (%) 

총 픽셀 

절감량 (%) 

1 81.5  4 36.40% 63.60% 93.75% 59.62% 

2 57.6  4 14.82% 85.18% 93.75% 79.86% 

3 85.8  5 42.34% 57.66% 96.00% 55.36% 

4 54.3  5 12.89% 87.11% 96.00% 83.62% 

5 38.2  6 5.88% 94.12% 97.22% 91.51% 

6 65.8  8 20.52% 79.48% 98.44% 78.24% 

7 74.4  8 28.25% 71.75% 98.44% 70.63% 

8 64.6  5 19.59% 80.41% 96.00% 77.19% 

9 55.5  5 13.57% 86.43% 96.00% 82.97% 

10 64.4  9 19.44% 80.56% 98.77% 79.56% 

11 36.0  7 5.18% 94.82% 97.96% 92.89% 

12 47.2  6 9.36% 90.64% 97.22% 88.12% 

13 63.0  6 18.41% 81.59% 97.22% 79.32% 

14 81.0  7 35.76% 64.24% 97.96% 62.92% 

15 81.4  6 36.27% 63.73% 97.22% 61.96% 

16 43.9  8 7.96% 92.04% 98.44% 90.60% 

17 83.6  5 39.19% 60.81% 96.00% 58.37% 

18 36.6  6 5.36% 94.64% 97.22% 92.01% 

19 83.8  5 39.47% 60.53% 96.00% 58.11% 

20 81.0  5 35.76% 64.24% 96.0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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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래픽 컨텐츠의 퀄리티 향상으로 인해 처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진들은 중심시에 해당하는 

영역은 선명하게 표현하고, 주변시에 해당하는 영역은 

품질 저하함으로써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포비티드 

렌더링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진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화 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제시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포비티드 

렌더링에 개인의 시야 조건을 적용한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제안하였고,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적용하기 

위해 가상 현실 내 시야 조건을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과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피험자마다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 현실 

내에서 각 사람마다 인지 가능한 주변시 영역과 인지 

가능한 품질 저하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마다 다른 시야 조건을 반영하여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을 제공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산량 

감소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별 

시야 조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피험자에게 가상 환경을 제공했을 때, 

기존 방법에 비해 피험자의 감각 수준의 변화를 

연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인화된 

포비티드 렌더링이 기존 방법에 비해 가실 수 있는 

몰임감이나 임장감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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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차량 내 터치스크린에 구현된 가상 버튼을 

조작할 때, 사용자에 제공되는 버튼의 느낌에 대해 청각 

및 촉각의 멀티센서리 피드백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차량 내 콕핏의 터치스크린을 모사한 모듈을 구성하고, 

진동 및 소리 효과를 이용한 멀티센서리 피드백을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상 버튼을 구현하였다. 가상 

버튼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버튼의 선호도, 사실감, 중량감 및 

고급감을 평가하는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가상 버튼을 조작함에 있어 청각 및 촉각 효과가 

모두 큰 영향을 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차량 내 가상 버튼을 디자인할 때 멀티센서리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주제어 

멀티센서리(Multisensory), 가상 버튼(Virtual Button), 

진동 피드백(Vibrotactile Feedback) 

1. 서 론 

차량 내에는 운전 및 차량 조작에 필요한 다양한 

물리적인 버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콕핏(coc 

kpit)에는 운전자가 조작 할 수 있는 차량 내 버튼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이 많이 

이용됨에 따라 최근에는 콕핏의 조작부가 

터치스크린으로 대체되고 있다 [1]. 이에 따라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형태가 존재하는 물리 버튼의 

수가 감소하고, 터치스크린에 구현된 가상 버튼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상 버튼은 실제 버튼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터치스크린에 진동 피드백을 추가하고, 

버튼을 누를 때 다양한 진동 파형을 제공하여 가상 

버튼을 실제 물리 버튼과 비슷한 느낌의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3, 4].  

한편, 차량 내에서 가상 버튼을 조작할 때, 사용자는 

촉각 피드백 외에도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에 사용성이 더 높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일 감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다중 

감각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5]. 그중에서도, 운전 상황에서의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을 통한 멀티센서리 피드백 연구가 

진행되었고, 멀티센서리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6, 7]. 

하지만, 가상 버튼을 사실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연구의 

경우 버튼의 촉각 효과에만 집중했을 뿐 다중 감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고, 차량 내 

멀티센서리 효과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은 운전 

수행 능력 평가에 집중하고 버튼의 사용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차량 내 

터치스크린에 구현된 가상 버튼과 상호작용할 때 

촉각의 멀티센서리 효과가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2. 가상 버튼 구현 

2.1 하드웨어 모듈 구성 

차량 내 가상 버튼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모듈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모듈은 터치스크린(7 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 DFROBOT), 진동자(Haptuator BM2C, 

Tactile Labs),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Arduino Due), 

사운드보드(Bare Conductive Touch Board), 압력 

센서(FS2050-000X-1500-G, TE Connectivity 

Proceedings of HCIK 2021

- 409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Measurement Specialties), 그리고 스피커(3 인치 

풀레인지 스피커 유닛, PRC)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하드웨어 모듈. 압력센서는 터치스크린 하단에 부착. 

본 시스템의 가상 버튼은 터치스크린을 터치 할 때 

버튼이 활성화되는 버튼 타입을 이용하지 않고, 물리 

버튼과 더욱 유사한 가상 버튼을 만들기 위해, 실제 

물리 버튼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일정 압력 이상의 

힘으로 버튼을 누를 때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상 버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동된다 (그림 2).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에 

시각적으로 표현된 버튼을 누름으로써 입력을 주고, 

스크린에 부착된 압력 센서를 통해 일정 압력 값 이상이 

감지되면 버튼을 누른것으로 판단하고 활성화 한다. 

이후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에서는 가상 버튼 

종류에 따라 진동 신호를 진동자에게 전달하고, 적합한 

소리신호를  사운드 보드를 통해 스피커로 전달한다. 

이에 사용자는 청촉각의 멀티센서리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 버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가상 버튼 작동 과정 

2.2 진동 구성 

가상 버튼을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되는 진동의 

주파수와 주기를 다양하게 하였다. 주파수와 주기를 

다양하게 변조시킨 가상 버튼은 총 9 가지 종류 (주파수 

3 종류 x 주기 3 종류) 로 이루어져 있다.  넓은 범위의 

기계 수용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주파수를 50Hz, 

120Hz, 250Hz 의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파수별 진동의 지속 시간의 

영향도를 보기위해 진동을 1 주기, 2 주기, 그리고 

4 주기를 선정하여 시간을 다양하게 하였다.  

2.3 소리 구성 

청촉각 멀티 센서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가상버튼의 소리 

효과를 On/Off 의 두가지 상태로 선정하였다. 버튼 

렌더링에 사용 된 소리는 실제 자동차에서 이용되는 

소리를 녹음 한 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9종류의 촉각 효과와 2 종류의 청각 효과로 

이루어진 총 18종류의 가상 버튼을 렌더링 하였다. 

3. 사전 실험 

3.1 최적의 조작력 결정 실험 

멀티 센서리 효과를 알아보는 본 사용자 실험에 앞서 

가상 버튼에 실제 버튼처럼 누르는 느낌을 부여하기 

위한, 버튼이 활성화에 선호되는 압력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버튼이 활성화 될 

최소한의 압력을 조작력이라 부른다 (단위 N).  

본 실험에는 감각기관에 이상이 없는 10 명의 

피험자(남자 5 명, 여자 5 명. 평균연령 24.1 세)가 

참여하였다. 실험은 청각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을 위해 120Hz, 주기 2 회, 3G의 세기를 가지는 

가상 버튼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총 24 회로 (조작력 

4 종류 x 반복 6 번)구성되었고, 조작력은 매 회 1N, 

2N, 3N, 4N 중 무작위로 정해졌다. 피험자는 매 회 

버튼을 충분히 눌러보고 버튼의 조작력에 대한 

선호도를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조작력을 

바꿔가면서 선호하는 조작력을 찾는 시행 또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를 0-100 점의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그 결과, 2N의 

조작력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55.68, SD = 

9.52). 또한, 사용자에게 조작력을 직접 변경해가며 

선호하는 조작력을 얻은 결과의 평균은 평균은 약 

1.8N 이었다. 이에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조작력은 약 

2N 정도임을 알게 되었고, 사용자 실험에서는 2N 의 

조작력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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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작력에 따른 선호도 점수 

3.2 선호하는 진폭 결정 실험 

조작력 실험과 마찬가지로 멀티센서리 실험에 사용될 

가상버튼 진동의 선호되는 진폭을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는 감각기관에 이상이 없는 20 명의 

피험자(남자 10 명, 여자 10 명, 평균연령 23.4 세)가 

참여하였다. 세 가지 주파수로 이루어진 가상버튼에 

대해서 2주기의 진동을 이용하였고, 실험에는 1G, 2G, 

3G, 4G, 5G 의 진동 세기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조작력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진폭 실험 결과는 그림 4 와 같다. 50Hz 의 진동에서는 

3G 의 진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0Hz 와 

250Hz 의 진동에서는 5G 의 진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이후 진행 될 실험에서는 50Hz 의 

가상버튼은 3G, 120/250Hz 의 가상버튼은 5G 의 진동 

세기를 이용하여 렌더링하였다. 

 

그림 4. 주파수 별 진동 세기에 따른 선호도 점수 

4. 사용자 실험 

4.1 실험 참가자 

실험에는 총 39 명의 피험자(남자 20 명, 여자 19 명. 

20대 14명, 30 대 12 명,  40 대 이상 13명. 평균연령 

32.6 세)가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제 운전 

경력이 1 년 이상으로 주로 차를 가지고 다녔다. 

실험자는 피실험자가 실험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든 피험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시행하였다. 실험 후 각 피험자에게 3 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4.2 실험 장비 및 환경 

실험에는 2 장에서 소개한 하드웨어 모듈과 18 종류의 

가상 버튼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전 실험 결과에 따라 

모든 가상 버튼에는 2N의 조작력이 이용되었고, 가상 

버튼의 진동 주파수에 따라 다른 진동의 세기가 

사용되었다 (50Hz-3G, 120/250Hz-5G). 실험은 그림 

5 와 같이 피험자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하드웨어 모듈은 차량 내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무릎 쪽에 위치하였다.  

4.3 실험 절차 

실험은 가상 버튼 별로 1 회씩, 총 18 회로 구성되었고 

버튼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공되었다. 피험자는 

오른손으로 매 회 버튼을 충분히 눌러보면서 평가를 

하였다. 피험자는 버튼의 선호도 (버튼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사실감 (버튼이 실제 물리버튼과 얼마나 

유사한지), 중량감 (버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고급감 (버튼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총 4 가지 

항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선호도/ 

사실감의 경우 0~100 점의 단방향성 척도를 

이용하였고, 중량감/고급감의 경우 -50~50 점의 양 

방향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왼쪽으로 갈수록 가벼움/ 

저렴함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거움/고급감을 나타 

낸다.).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전 실험과 마찬 

가지로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서술형 설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5. 실험 진행 모습 

4.4 결과 및 분석 

각 버튼 별 피험자들의 평가 평균 결과는 그림 6 과 

같다. 각 조건의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해 삼원분산분석 

(Three-way ANAOVA)을 사용하여 세 가지 조건이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상호작용 

연관성이 있는 조건의 경우 단순효과검증 (Simple 

Effect Analysis)를 하였다. 

우선, 선호도의 경우 대체로 120Hz의 버튼을 선호하며, 

50Hz 의 버튼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리가 있는 버튼을 소리가 없는 버튼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주파수와 주기를 갖는 버튼이라도 

소리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났으며, 특히 50Hz 로 

이루어진 가상 버튼과 120Hz 1주기로 이루어진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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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 평가 실험 결과.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의 순으로 선호도, 사실감, 중량감, 고급감 평가 점수다.

버튼에서는 소리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주파수 x 소리; F(2,76) = 

7.39, p < 0.001). 또한, 가상버튼을 렌더링하는데 있어 

진동의 주기 (지속시간)도 영향을 주었는데, 50Hz 로 

이루어진 가상 버튼에서는 주기가 길수록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120Hz 에서는 1, 2 주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4 주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었다(주파수 x 주기; F(4, 152) = 4.73, p < 

0.001). 한편, 250Hz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는 가상버튼을 디자인 할 때 햅틱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버튼의 소리효과를 잘 디자인 

함으로 사람의 선호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감은 선호도와 유사한 결과 양상을 보였다. 

사실감과 선호도와의 상관계수는 0.96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호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실제 버튼과 비슷한 

느낌을 제공하는 버튼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 

음을 알 수 있다.  

중량감의 경우 양방향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향할수록 가벼운, 위로 향할수록 

무거운 정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가상버튼에 쓰인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가벼운 느낌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량감을 느끼는데 있어, 주파수와 소리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주파수; F(2, 76) = 58.34, p 

< 0.000, 소리; F(1, 38) = 5.20, p < 0.028), 앞선 평가 

항목들과는 다르게 주파수의 영향이 소리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잘 디자인 된 소리 

효과도 중요하지만, 버튼의 중량감/가벼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가상버튼의 촉각 효과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버튼 디자인시 촉각 효과를 잘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감의 경우 그래프가 아래로 향할수록 

저렴한, 위로 향할수록 고급스러운 정도를 나타낸다. 

주파수의 변조로만 이루어진 가상버튼은 대체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20Hz 로 이루어진 가상 버튼은 꽤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주기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주기; F(2, 76) = 2.5318, p < 0.086).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리효과를 추가함으로서 버튼의 

느낌을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소리; 

F(1,38) = 5.22, p < 0.028). 본 실험의 소리효과는 

오히려 소리가 없을 때보다 버튼의 느낌을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촉각 효과와 잘 어울리는 소리효과를 잘 

디자인 한다면 충분히 느껴지는 고급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실험이 다 끝난 후 받은 주관적인 서술평가에서 

몇가지 가상버튼에 필요한 요소들을 뽑자면, 첫째로 

현재 소리는 매우 저렴한 소리가 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소리 자체가 저렴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소리를 추가함으로 복합적인 버튼의 느낌을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실험으로 

선호하는 진동의 세기/조작력을 고정하고 본 실험을 

진행하긴 했으나,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조건은 아니었다. 

실제로 다수의 피험자가 조작력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였다 .  

5. 결론 

본 논문은 청촉각의 멀티센서리 효과가 차량 내 가상 

버튼을 조작할 때, 버튼의 선호도, 사실감, 중량감, 

고급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실험 결과, 진동과 소리가 함께 제공되는 가상 

버튼들이 선호도와 사실감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량감 경우 소리와 진동의 주파수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버튼의 

중량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버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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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의 경우 촉각 효과만 있을 때 보다, 소리와 함께 

있을 때 저렴한 느낌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용자 실험이 차량 내부 환경 모사와 멀티센서리 

효과에 초점을 두어 실제 운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시/청각적 자극과 운전 중 버튼 조작 수행 

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주관적 

서술평가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써, 실제 운전 환경에 

대한 실험 환경을 구성하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차량 내 가상 버튼에서 멀티센서리 효과가 

사용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차량 내 다양한 느낌의 가상 

버튼을 디자인할 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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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도로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시맨틱 세그멘테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로 데이터에서 각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점 

개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객체와 적은 객체를 나누어 학습하고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를 먼저 탐지하고 그것을 제외한 후에 

남은 점들 중에서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를 탐지한다. 

레이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각 단계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한다. 실험 결과 52.89%의 정확도를 

보이며 이는 SemanticKITTI 데이터셋을 사용한 최신 

연구결과들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주제어 

포인트 클라우드, 딥러닝,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차원 데이터는 깊이정보를 통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발생하는 모호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객체 간의 상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노멀벡터가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3 차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가상/증강현실, 로보틱스 등 정확한 장면 이해가 

필요한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3 차원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3 차원 데이터가 갖고 있는 비정형성과 

비순서성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 차원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PointNet[8]이라는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3 차원 딥러닝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은 센서 데이터와 가장 가깝고 

다른 형식으로의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 

원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없이 많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라이다 센서로부터 얻은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도로 데이터를 통해 도로 장면에 대한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로 데이터에서는 

각 객체별 개수뿐만 아니라 객체별로 차지하는 점의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렇게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에서 크기가 작은 관심객체들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관련 연구 

2.1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3 차원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비순서성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른 여러가지 형태로 변환하여 

구조화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다. 먼저 복셀을 

기반으로 한 방법[7, 9, 14, 15]이 딥러닝 네트워크에 

3 차원 데이터를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3 차원 데이터를 복셀 형태로 변환하여 3 차원 

컨볼루션을 통해 객체의 특성을 학습한다. 하지만 

3 차원 데이터의 밀집도가 높지 않고 연산량의 문제로 

낮은 해상도만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멀티뷰를 

기반으로 한 방법[9, 10]은 3 차원 데이터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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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 이미지 데이터로 투영한 뒤 그 이미지들을 

CNN 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형태 분류 등의 

작업에서는 탁월하나 3 차원 데이터를 2 차원으로 

투영할 때 발생하는 레이블링 문제로 인해 

세그멘테이션 등의 문제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스펙트럼 기반 방법[2, 6]과 특징 기반 방법[3, 

4]도 있다.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한 방법은 3 차원 

데이터를 메쉬 형태로 변환하여 적용한 방법인데 

적용이 매니폴드(Manifold) 객체에 제한되어 

비등방(Non-isometric) 객체로의 확장이 어렵다. 

특징을 기반으로 한 방법은 3 차원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추출한 형태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추출된 특징의 표현력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2.2 PointNet 

PointNet 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분류와 부분/시맨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한 

첫 사례이다. 그동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비정형성과 비순서성을 순서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대칭함수와 기하학적 변형으로부터 원래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변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였다. 

지역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의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가며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딥러닝에 대한 발전을 

이끌었다.  

3. 문제 정의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성상 크기가 

방대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적용하기에 앞서 샘플링을 통해 크기를 일정하게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도로 데이터에서 

표지판과 신호등 등의 관심객체들이 포함하고 있는 

점들에 비해 도로, 나무 등 비관심객체들이 포함하고 

있는 점의 비중이 확연히 적기 때문에, 샘플링 후의 

데이터에서 관심객체들이 포함하고 있는 점들의 

개수가 너무 적어 정확한 형태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웨이트 밸런싱 방법과 오버/언더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서 

손실(Loss)을 계산할 때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에 더 큰 

손실(Loss) 값을 갖도록 하는 웨이트 밸런싱의 경우, 

이미 샘플링 과정에서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의 

형태가 소실되기 때문에 손실(Loss)을 조절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없다. 클래스별로 샘플링 되는 수를 

조절하는 오버/언더 샘플링 방법 또한 학습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레이블링 

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가 소실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4. 접근 방법 

4.1 객체 그룹을 나누어 학습 

도로 데이터에서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도로, 나무, 

연석, 가드레일, 방음벽)와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표지판, 신호등)를 분리하여 학습한다.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들을 

먼저 예측하고 해당 객체들을 제거한 후, 남은 점들 

중에서 관심객체이지만 차지하는 점의 개수가 적은 

객체들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제거했던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들을 다시 추가하여 전체 장면을 

완성한다. 

4.2 포스트 프로세싱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레이블 노이즈를 제거하여 

하나의 통일된 객체로 추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점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고 일정 범위 내의 점들끼리 

레이블을 비교하여 극소수의 레이블을 다수의 

레이블로 수정한다.  

5. 실험 

5.1 테이터셋 

라이다 센서로 도로 주행상황을 찍은 데이터셋을 

현대엠엔소프트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총 

758 장면이며 한 장면당 평균 15-20 만개의 점을 

포함하고 있다. 객체들은 총 9 개의 클래스(방면표지판, 

교통표지판, 신호등, 보행자신호등, 연석, 가드레일, 

방음벽, 도로,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5.2 실험 과정 

세그멘테이션의 전체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a)과정에서는 입력데이터로부터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들을 예측한다. 그 후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레이블 노이즈를 줄인다. (b)를 통해 포스트 

프로세싱된 해당 객체들을 입력데이터에서 제거한 후, 

(c)단계에서 남은 점들 중에서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들을 예측한다.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들의 레이블 노이즈를 제거한 

후, 전단계에서 제거되었던 점을 많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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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들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번 더 거쳐 장면을 완성한다.   

샘플링은 각 장면마다 32,768 개의 점을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였으며, 네트워크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3 차원 

SIFT 특징 추출 모듈을 적용한 PointSIFT[5]를 

사용하였다.  

5.3 실험 결과 

그림 2 은 세그멘테이션 결과와 참값(Ground Truth)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위쪽 장면의 경우 연석을 

제외하면 다른 객체들에서는 고르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쪽 장면에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한 것과 방음벽 쪽이 아쉬운 결과를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세그멘테이션 결과 

표 1 클래스별 정확도 

표 2 평균 정확도 

표 1 과 표 2 는 세그멘테이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표 1 은 각 클래스별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 2 는 관심/비관심 객체, 점을 많이/적게 

차지하는 객체별로 묶어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1 에서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모두에서 해당 객체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학습과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표 2 에 나타나 

있듯 전체 객체들의 평균은 52.89%이고 

관심객체(표지판, 신호등, 연석, 가드레일, 방음벽)에 

대한 평균은 45.73%이다. 

6. 결 론 

본 논문의 목표는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도로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한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도로 데이터는 각 객체의 개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객체가 차지하는 점의 개수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면 

내에서 차지하는 점의 비중이 높은 객체와 적은 객체를 

나누어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를 먼저 탐지한 후에 제거하고 남은 객체 내에서 

점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객체들을 탐지한다. 레이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각 단계 후에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한다.  

클래스 
방면 

표지판 

교통 

표지판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연석 

정확도 

(%) 
86.52 32.33 66.32 0 34.95 

      

클래스 가드레일 방음벽 도로 나무 
레이블 

없음 

정확도 

(%) 
31.03 68.99 74.64 81.27 85.42 

대상 
평균 

전체 

평균 

관심객체 

평균 

비관심객

체 

평균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 

평균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 

정확도 

(%) 
52.89 45.73 77.95 58.18 46.29 

 

〮 관심객체: 방면표지판, 교통표지판,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연석, 

가드레일, 방음벽 

〮 비관심객체: 도로, 나무 

〮 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 연석, 가드레일, 방음벽, 도로, 나무 

〮 점을 적게 차지하는 객체: 방면표지판, 교통표지판,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그림 1 세그멘테이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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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20 만개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758 장면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9 개의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9 개 클래스의 평균 정확도는 52.89%이며 

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 데이터인 

SemanticKITTI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한 최신 연구들[1, 

11, 12, 13]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SemanticKITTI 데이터셋을 

적용한 실험을 진행중이며, 샘플링 되는 점의 개수와 

데이터의 밀도에 따라 성능에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샘플링 방법과 데이터의 밀도 

차이에 강건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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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50 단어�내외)�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다양한�종류의�연구와�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수행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VR� 혹은� 모바일� 명상�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가상의� 자연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명상� 세션을� 진행하게� 한다.� 이는� 실제�

자연이�제공하는�명상의�효과를�반영하지�못할�뿐더러�

자연과� 연결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실제�환경을�반영하는�AR 의�특성을�활용해서�

실제�자연을�체험할�수�있는� AR� 마인드풀니스�명상�

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것이다.�

주제어�

증강현실,�자연,�마인드풀니스�명상�

1. 서�론�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다양한�종류의�연구와�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마인드풀니스의� 기본� 정의와� 방법은� 존� 카밧진(Jon�

Kabat-Zinn)�박사가�1990 년에�개발한�마인드풀니스�

스트레스�감소�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을� 통해�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주의집중� 명상(Focused�

Attention),� 통찰� 명상(Open-Monitoring),� 자비�

명상으로�나누어진다[1].��

이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수행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연구들이�자연�안에서�마인드풀니스�명상을�했을�

때� 명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연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됨을�입증하고�있다[2].�하지만�명상�초보자의�

경우,� 명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없기�때문에�명상의�효과를�보기�어렵다는�

단점이�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을� 활용한� 명상� 컨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VR 을� 활용한� 여러�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명상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모바일� 및� VR� 마인드풀니스�

명상�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VR� 마인드풀니스�

명상�컨텐츠는�가상의�자연을�구현한�것이�대부분이고,�

모바일을� 활용한� 마인드풀니스� 명상� 컨텐츠는� 주로�

사용자를�모바일�환경에�집중시킨다.�하지만,� AR�의�

특성상�사용자는�자신이�위치해있는�실제�환경�속에�

증강된� 컨텐츠를� 동시에� 접하면서� 더� 현실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AR 을� 활용해� 명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주어�명상�초보자도�쉽게�명상의�효과를�얻을�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AR 의� 특성을�

활용해서� 실제� 자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AR�

마인드풀니스�명상�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주의집중� 명상법을� 바탕으로� 인터렉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사용자들이� 자연과의�

연결성을�느낄�수�있도록�UI�및�시나리오를�만들고자�

한다.��

2.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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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의�집중�명상을�위한�인터렉션�

본�연구는�마인드풀니스�명상법�중�주의집중�명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의집중� 명상은� 의도적으로�

하나의�대상에�집중하여�필요�없는�인지�활동을�줄여�

마음의�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는� 명상법이다[3].�

기존의�마인드풀니스�어플리케이션은�주로�사용자가�

특정� 시간만큼� 명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안내�

명상(guided� meditation)이� 많다.� 하지만�

Headspace,� Calm,� 그리고� Smiling� Mind 와� 같은�

안내�명상�앱들은�사용자들의�명상�수준을�고려하지�

않는다는�단점이�있다.�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을� 기반으로� 한� 주의집중� 명상�

어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에�관한�연구가�진행되었다.�

모바일� 마인드풀니스� 어플리케이션� Pause 는�

사용자의� 터치� 인풋과의� 인터렉션을� 통해� 주의집중�

명상을� 유도한다[4].� 본� 연구에서는� AR� 환경에서��

증강된�대상에�대해�사용자의�터치�인터렉션을�통한�

주의집중�명상을�하도록�디자인하고자�한다.��

2.2 가상현실�마인드풀니스�명상 �

VR� HMD� (Head-mounted� Display)가� 보급됨에�

따라�여러�VR�컨텐츠들이�개발되고�있다.�이에�따라�

VR�명상�컨텐츠�또한�개발되고,�이를�활용한�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그� 중,� VR� HMD 와� 뇌전도� 기기를�

동시에�착용하고�사용자의�명상�집중도에�대한�피드백�

신호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5].� 또한,� 가상�

자연에서� 명상을� 안내하는� 목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명상을�하는�실험군과�오직�안내�목소리에�

의존한� 명상을� 하는�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 위� 두� 연구� 모두� VR 가상� 자연에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자의� 사용자는� 가상의� 나무,� 호수,� 지형을�

바라보면서�명상을�수행했고,�후자의�경우�사용자들은�

해변,� 잔디,� 호수,� 배� 위라는� 환경을� 선택해� 명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Flow� VR,� Guided�

Meditation� VR,� Satori� Sounds� VR,� Remind� VR�

등과� 같은� 대다수의 VR� 명상�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를�자연에�두고�명상을�하게�한다.�하지만�VR�

마인드풀니스�명상�어플리케이션은�실제�자연이�아닌�

가상의�자연을�활용한다.�이와�다르게�본�연구에서는�

AR�기술을�활용해�실제�자연�속에서�할�수�있는�명상�

경험을�제공하고,�자연과의�연결성을�높이고자�한다.��

2.3 자연�속�마인드풀니스�명상�

본�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AR 을� 활용해�

마인드풀니스� 명상� 중� 주의집중� 명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 자연에서� 진행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연� 환경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훈련의�

효과를�증진시킨다는�연구[7]와� 자연�속에서�명상을�

했을� 시에� 피험자들의� 자연과의� 연결성이� 증가되고,�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8,9]들이�진행되었다.�이에�본�연구에서는�실제�

자연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효과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자연과의� 연결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AR�

어플리케이션을�통해�보이고자�한다.��

3. 디자인 �

3.1 유저�시나리오�

FoRest 의� 전체� 유저� 시나리오는� 그림� 1 과� 같다.�

사용자는� 원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켠다.� 이후에� 지면� 인식� 기능이� 실행되고� 완료되면�

모바일� 화면� 상에� 증강된� 유기체의� 움직임을� 갖는�

그림�1�FoRest�마인드풀니스�명상�어플리케이션의�전체�유저�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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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구(orb)가� 생성이� 된다.� 화면� 하단에는�

사용자가�터치할�수�있는�버튼이�생성되고,�사용자는�

가장�편한�손가락으로�버튼을�원의�방향으로�돌리게�

된다.� 이� 때의� 사용자의� 움직임과� 3 차원� 구의�

움직임이� 연동되어� 사용자가� 버튼을� 터치한� 채로�

버튼을�돌릴수록�3 차원�구의�크기가�커진다.�손가락의�

움직임은�항상�느리게�유지해야�한다.�이는�주의집중�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수행할� 때� 느린� 움직임을�

유지해야한다는�것에�기반한다.�만일�사용자가�빠르게�

움직인다면� 구체는� 작아지고� 너무� 빠르다(Too�

Fast)라는� 메세지가� 나와� 느린� 움직임을� 유도한다.�

3 차원�구가�지정된�크기에�도달하면�명상이�끝나고�

다음�화면에서�명상�진행�시간,�이전에�했던�기록들,�

주변�위치,�그�위치에�존재하는�나무�정보�등을�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 있는� UI 가� 나타난다.� 본�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유저� 경험과� 유저� 시나리오�

디자인은�한국과학기술원�명상과학연구소의�피드백을�

받아�수정,�보완을�진행했다.�

3.2 개발�

본�어플리케이션은�유니티의�Visual�Effect�Graph 를�

활용해� 파티클을� 만들어� 각� 파티클의� 스케일을�

조정하고,� Turbulence� 및� Perlin� Curl� Noise 를�

활용해� 유기체적인� 움직임을� 주었다.� 또한� 유니티의�

ARFoundation� SDK 를�활용해�사용자�앞의�평면을�

감지(plane� detection)하고� 버튼을� 통해� 사용자의�

터치�인풋을�받아�3 차원�구�형태를�증강시킨다.�이후�

사용자� 터치� 인풋의� 속도와� 좌표를� 받고,� 그� 값을�

유니티� Visual� Effect� Graph 에서� 증강된� 구체의�

형태와�움직임에�연동되게�한다.�또한,�사용자의�터치�

인풋�속도의�한계값을�정하고�이를�충족시키면�서서히�

파티클의� 전체적인� 크기가� 증가한다.� 만약� 한계값을�

넘어가는� 속도가� 들어오면� 구체의� 크기가� 감소한다.�

터치�인풋�속도의�한계값을�충족하면서�인터렉션�지속�

시에� 파티클� 구체가� 특정� 사이즈까지� 커지고� 명상�

세션이�종료된다.�이후�저장된�명상�세션�정보를�UI 에�

표시하고,� 이를� SNS 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4. 결론�및�향후�연구�

본�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 속에서�

AR 을� 활용한� 마인드풀니스� 명상� 컨텐츠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자연과의� 연결성� (Connectedness� to�

Nature)을�높이고,�스트레스�완화�및�명상의�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최근에� 마인드풀니스� 명상과�

숲�치유�프로그램과�같은�정신�건강을�챙기는�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VR� 또는� 2D� 모바일�

마인드풀니스� 명상�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실제�주변�환경을�반영할�수�없다.�이에�본�연구에선�

최초로� 실제�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AR 주의집중�

마인드풀니스� 명상�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

버전을�개발했다.�아직�초기�프로토타입�단계이지만,�

향후� 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고�

정량적,�정성적�지표를�통해�위에�언급한�효과를�측정�

및�분석해보고�어플리케이션을�수정,�보완하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사용자가� 정적인�

3 차원�구체와의�인터렉션을�하게�되지만,�후에는�주변�

자연�환경을�인식해�구체가�주변�자연과�상호작용하는�

요소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더욱�

자연과의�연결성을�느낄�수�있도록�개발할�예정이다.�

또한,�향후�마이크로소프트�홀로렌즈 2�및�AR�Glass�

용�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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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막은 공연 예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스크린에 고정된 형태의 자막은 관객의 좌석 위치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있었다. 착용형 
증강현실로 모델리티가 변화하면서 이에 적합한 
상호작용 방식의 논의가 필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을 관람객을 위한 착용형 증강현실에 적합한 
자막의 배치와 증강현실 디바이스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제안한다. 실시간 자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순간적으로 놓친 자막도 제공한다. 놓친 
자막을 켜고 끄는 방식과 자막 배치 방식에 다양한 
변형을 주어 공연 주변 관객과 관객 개인의 관람 경험을 
해치지 않는 착용형 증강현실 상호작용 방식을 
제안한다. 

주제어 

Augmented Reality, Subtle Interaction, AR Text 
Placement  

1. 서 론 

시청각 콘텐츠에서의 자막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어로 구성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 모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 때문에 자막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극장, 공연장에서도 널리 쓰이며 
자막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극장, 공연장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녹화 영상처럼 다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각과 청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 관람객들에게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관람객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있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에 자막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관객의 좌석에 따라 자막 
스크린이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은 공연 관람객에게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 (Augmented Reality Head-
mounted Display; AR HMD)를 제공하여, 관람 위치에 
상관없이 자막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R HMD 는 
스크린형 자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AR HMD 도 극장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개선점은 AR HMD 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극장 관객은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과 다른 
관람객을 관람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AR 
HMD 가 극장에서 사용될 때 AR HMD 를 조작하는 
방법이 옆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사용자의 관람 경험을 
해친다면 이 자막 제공 방식의 대중적 도입은 힘들 
것이다.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극장 상황상 관람객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집중력을 잃어도 내용을 놓친다. 
공연을 놓친 관람객이 놓친 부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자막 스크린처럼 여러 명이 
공유하는 시스템은 조작이 불가하며, 현재 자막 제공 
방식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AR HMD 에 놓친 자막을 
되돌려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이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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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법이 음성, 리모컨, 혹은 HoloLens 2 에서 
제공하는 손 제스처 인터랙션으로 입력을 주는 방법은 
공연 상황에 적합한 인터랙션 방법은 아니다. 
공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AR HMD 조작 
인터랙션은 공연관람객의 경험을 헤치지 말아야 하고, 
인터랙션 하지 않는 사람이 의식하게 되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AR HMD 중 Microsoft 사의 HoloLens 
2 를 사용한다. HoloLens 2 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작인 
HoloLens 의 좁은 시야각 (Field of View; FoV)을 
넓혔다는 점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시선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HoloLens 를 사용하여 
TV 시청 중 수화 통역을 증강한 연구에서도 좁은 FoV에 
대한 피험자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연구자들 역시 시사하고 있다[1]. 그렇기에 
넓은 FoV로 피험자들의 신체적 불편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필요한 시선 추적 기능을 기타 
장비의 부착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HoloLens 2 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관련연구 

2.1 이목을 끌지 않는 AR HMD 상호작용 

공연을 관람할 시 주위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을 AR 

HMD 를 위한 Tactful Interaction 이 필요하다. 스크린 

위의 궤도를 회전하는 작은 원을 응시하여 스마트 

워치의 기능을 실행하는 Esteves., et al. [2]의 상호작용 

방식은 손목을 들어 스마트 워치를 보면 관객을 방해할 

수 있다. Lee., et al.[4] 에서는 flicking, pushing, 

rubbing 이라는 코를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코를 긁는 자연스러운 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은 공연 관람 시 주위 관객들이 

비교적 덜 인식하여 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Subtle 

Interaction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다. Shimizu., et al.[3]과 Lu., et al.[5] 

에서 제안된 눈의 움직임으로 패턴을 그려 입력을 주는 

방식과 눈을 깜빡이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6]과 leap 

motion 을 FoV 에서 벗어난 손목이나 허리, 허벅지에 

부착해서 손의 움직임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7]이 

있다. 

2.2 사용자의 집중을 유지하는 상호작용  

사용자와 AR HMD 와의 상호작용이 관람을 방해해선 

안된다.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는 작은 원을 응시하는 

상호작용 방식[2][3]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항시 

회전하는 작은 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은 자막이 증강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눈의 

움직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식[5]은 AR HMD 의 

화각 상하에 자막 증강에 대한 트리거용 버튼을 

두었기에  긍정 오류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눈을 

깜빡이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6]도 사용자가 의도치 

않을 때 자막이 증강될 수 있게 된다.  

2.3 시스템 반응속도 

AR HMD 와 상호작용 할 때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놓친 자막에 대해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 궤도를 회전하는 작은 원을 응시하는 상호작용 

방식[2][3] 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연에서 부드럽게 

궤도를 추적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사람의 눈의 

움직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식[5]에서 Gaze-

summon interface 방식은 0.5 초 응시하면 반응하는 

빠른 반응속도를 나타낸다. 

3. 시스템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막 시스템은 Subtle Interaction 
으로 사용자와 사용자 주위 관객을 방해하지 않으며 
놓친 자막을 볼 수 있다. Head-fixed, World-fixed 
방식 등 자막을 배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3.1 Tactful Trigger Interaction 

해당 인터랙션은 놓친 자막을 켜고 끄는 기능을 
담당하는 트리거 제스처이다. 공연장에서 주위 관객들과 
본인 스스로 방해가 되지 않을 두 가지 인터랙션 방식을 
고안하였다.  

첫째는 눈동자의 시선 처리 (eye-gaze)를 이용한 
인터랙션으로, HoloLens 2 의 시야각 좌우 끝에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여, 그 
아이콘에 시선을 둠으로써 인터랙션 하는 방식이다.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응시하면 놓친 자막이 증강되며, 
반대로 오른쪽 아이콘을 응시하면 놓친 자막을 끌 수 
있다. 

두 번째 인터랙션 방식은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스처로 놓친 자막을 증강할 수 
있다. 그리고 놓친 자막을 끄고자 할 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놓친 자막의 증강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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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actful Trigger Interaction. 시선 처리를 이용한 
인터랙션 (왼쪽)과 머리의 움직임을 이용한 인터랙션 
(오른쪽). FoV 상의 초록색 부분은 항시 증강되는 현재 
자막을 가리킨다. 

3.2 놓친 자막의 배치 

Tactful Trigger Interaction 을 통해 증강된 놓친 자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  놓친 자막들을 
차례대로 쌓아서 Head-fixed와 World-fixed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Head-fixed 방식으로 사용자의 FoV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FoV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고개를 일정 각도 이상 들기만 해도 놓친 
자막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놓친 자막을 
시야각 중앙이 아닌 시야각을 벗어난 상단에 배치 
이유는 놓친 자막이 시야각 중앙에 배치되어 공연 관람 
경험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공연장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더라도 단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놓친 자막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World-fixed 방식으로 무대의 특정 공간에 
놓친 자막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놓친 자막이 지정된 
위치, 예를 들면 무대 정중앙의 상단에 증강되기 때문에 
해당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지정된 위치로 고개를 
움직여서 놓친 자막을 확인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극장에서 사용자의 관람을 해치지 않는 
AR HMD 의 두 가지 자막 배치와 관람객을 방해하지 
않는 자막의 Tactful Trigger Interaction 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 내에서 관객들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자막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며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시스템 개발과 사용자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과 인터랙션이 사용자의 관람 

이해도를 높이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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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미술관 큐레이터의 전시 창작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미술관 전시 기획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가상 미술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중임에도, 이에 대한 큐레이터의 직접적인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극소수의 선행 

연구만이 큐레이터를 위한 3D 저작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으나, 실제 큐레이터의 업무 범위와 

흐름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성 평가가 

부재하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간 및 의미 정보와 더불어 외부 학술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근간에 둔 전시 기획 및 연구 

기능을 포함한 통합 저작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나아가, 해당 시스템의 3D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10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그 결과값은 우리의 

시스템이 실제 미술관 업무에서 용이하게 쓰일 수 

있으며, 또 큐레이터의 여러 전문 역량과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가상 큐레이션, 3D 저작,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1. 서 론 

실제 미술관 경험을 가상 및 증강 현실을 비롯한 

3D 디지털 환경으로 복제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자 도전 과제이다. 특히, 그러한 

경험을 “복제”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기술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각광받는다. 

예컨대, 디지털 트윈은 미술관 공간 및 작품의 

실감 재현과 이를 근간에 둔 현실-가상 연동 전시 

창작 및 경험 강화 등에서 요구되는 실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1-4]. 이러한 기술들의 

집합체로서 구상되는 디지털 트윈 미술관은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활동을 시공간 한계를 

넘어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트윈 미술관 구축을 향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 년을 

기준으로, 약 2,500 개에 이르는 미술관 및 박물관 

전시가 구글 스트리트 뷰 (Google Street View)  

 

기반의 360 도 파노라마 이미지 및 영상으로 

기록된 바 있고, 그 자체로써 “가상 미술관”으로 

활용된다 [3]. 같은 년도 국내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미술 공간에서 

3D 포인트-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전시를 

구축하여 전시 아카이빙 및 가상 전시 체험의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4]. 이상의 전시들은 

마우스 클릭 기반의 공간 네비게이션과 작품 정보 

확인에 머물러있는 정도지만, 실제 미술 전시 또는 

작품을 웹 3D 환경에 복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이다. 인터랙션 측면에서 진일보한 

사례로는 카메라 위치 이동을 키보드 방향키로 

지원하는 2020 년 퐁피두 센터의 《JOAN MIRÓ-

BLEU!》전이 있다 [5]. 한편, “디지털 트윈” 

개념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미술 전시로는, 저명한 

미디어 아트 및 기술 기관인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Ars Electronica)가 있다. 해당 

기관은 2020 년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트윈 작품을 

2D 온라인 갤러리의 형식으로 선보였다[6].  

하지만, 위의 가상 미술관에서는 전시의 실질적인 

창작자 중 한 명이자, 전시 연구, 기획, 시각화를 

담당하는 미술관 큐레이터들의 역할을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현재로서, 가상 

미술관 전시의 구현은 사전 제작 기술자들의 

영역으로 국한되며, 기구축된 가상 미술 전시에 

창작 결과물을 추가하거나 이를 재활용하여 다른 

전시를 제작하는 기능은 원천적으로 비활성화 

되어있다. 이례적으로, 미술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몇몇 3D 저작 

시스템은 실제 미술관 전시 기획 및 창작 업무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보조하기에는 제한적인 

가짓수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디지털 트윈 

미술관 기반의 웹 VR 전시 창작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전시 제작 단계와 

더불어 사전 제작 (pre-production)과 사후 제작 

(post-production) 단계에서도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여, 큐레이팅 행위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능들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실질적인 사용성 및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술계 전문가 10 인과 함께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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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가상 및 증강 현실을 포함한 3D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미술관 전시 경험은 미술관 

전시의 직접적인 창작자로서의 큐레이터나 

예술가의 업무 지원보다는, 관객 입장에서의 경험 

확장을 위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에 반해, 전시 창작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3D 

전시 저작 및 시각화 시스템들이 있다.  이같은 

시스템들은 주로 데스크톱 PC 기반의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Cura3D [5], Ortelia [7], Cura10n 

[10] 등이 있다.  

 

그림 1 Ortelia (2020)의 PC 기반 3D 전시 저작 도구 

언급된 시스템들은 3D 전시 저작 기능 제공 

자체에 집중하는 사례이다. 3 가지 시스템 모두 2D 

및 3D 작품 데이터 업로드, 가벽 및 좌대와 같은 

건축 요소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개별 3D 객체의 배치 및 변형을 위한 3D 

기즈모(gizmos) 기능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PC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메타데이터와 유동되기 어렵다 (그림 1). 

한편, 웹기반의 온라인 에디터로서 3D 전시 저작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최신 사례로는 ArtSteps 

[8]와 VR-All-Art [9]가 있다. 

 

그림 2 ArtSteps (2020)의 웹기반 에디터 

ArtSteps 의 경우, 웹에디터와 같은 인터페이스 

구성을 갖추며, “1. 전시 공간 생성”, “2. 작품 정보 

등록”, “3. 작품 3D 배치” 등의 메뉴 구분에 따라 

화면 좌측에  각기 다른 툴박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은 없다. 

 

그림 3 ArtSteps (2020)의 웹기반 에디터 

VR-All-Art 는 도구의 주력 기능에 따라 

“대시보드(Dashboard)”와 “에디터(Editor)”라는 

분리된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른 URL 환경에서 

제공한다. “대시보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작품 

정보를 등록해야하며, 3D 저작 도구인 “에디터”의 

경우 전문 3D CG 제작 도구인 Unity3D 와 상당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뮬레이션 기능은 없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장태수 외[12]의 연구에서 

제안된 가상 공간 기반 3D 전시 저작 도구의 경우, 

복수의 작품을 슬롯 인벤토리(slot inventory) 

형식의 담아 동시에 한번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연구의 경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반-자동화 3D 배치 

기술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감 시뮬레이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부 

기능들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3. 시스템 개요 

3.1. 선행 연구 한계 

무엇보다도, 기존의 가상 전시 저작 시스템들은 

임의의 가상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기능적 제약을 갖는다. 본 시스템의 경우, 가상 

전시 저작 시스템이 실제 미술관 재직자의 업무 

시간 동안 활용될 것을 전제하므로, 디지털 트윈 

데이터베이스 (DB)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선행 사례에서 제시된 기능과 사용 흐름 

등이 미술관 큐레이터의 실제 업무 범위와 흐름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3D 저작 뿐 아니라,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메타데이터 시각화, 이에 상응하는 

2 차 창작 기능,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합된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태수 외(2019)의 연구에서의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3D 가상 

공간 상의 작품 크기와 실제 크기가 대응하지 않는 

점”, “정보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배치의 조작이 어려운 점”, “실감이 실제와 다른 

점”을  보완 필요 사항으로 응답한 바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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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3.2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그림 4 디지털 트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 

먼저, 본 시스템은 Unity3D 와 AutoCAD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실시간 사용자 

정보 및 생성된 가상 전시 버전별 관리를 위해 

MySQL 및 PHP 로 구축된 웹서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시스템 DB 에는 CityGML 표준과 실제 

크기 측정 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트윈 

미술관 공간이 등록된다. 이는 실제 위치 단위 

(실내, 실외, 건물)와 의미 단위 (바닥, 방, 벽)를 

기반으로 정의된 공간 정보를 활용한다. 이러한 

DB 에는 위와 같은 공간 정보 뿐 아니라,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1 차 창작/사실 정보 그리고 2 차 

창작/UGC(User-Generated Contents)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나아가, 큐레이터의 연구 업무 

증강을 위해 작품에 대한 최신 학술 정보를 

유동적으로 제공한다. 

3.3 주요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그림 5 (좌) 메타데이터 실시간 시각화, (우) 공간 및 

의미 단위 작품 배치 기능 

구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은 공간 및 

의미 단위 기반 전시 3D 저작, 메타데이터 시각화 

및 재사용,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크게 3 가지 

단계에 대하여 구현된다. 세부 공간 및 의미 

단위의 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전시 시각화 및 

동선 저작을 돕는 기능은 그림 5 에서 묘사된다.  

이러한 배치에 앞서, 사용자는 카탈로그로부터 

원하는 작품 정보를 열람하고, 하단의 인벤토리에 

별도 저장할 수 있다.  

 

그림 6 저작된 메타데이터 및 3D 작품의 자율 배치 

그림 5 에서 보이는 좌측 카탈로그의 경우, 디지털 

트윈 DB 에 등록된 작품 정보를 텍스트, 2D 

이미지, 그 외 연관 학술 정보의 형태로서 

제공하며, 이에 더해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서문 

또는 비평문 등의 다양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3D 패널로도 불러와 전시 

공간 안에 배치 가능하다 (그림 6)  

 

그림 7 관객 관점에서의 실시간 전시 시뮬레이션 

나아가, 본 시스템은 별도의 추가 인터랙션없이 

저작된 전시 공간을 관객 시점에서 곧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한다. 키보드 

WASD 와 마우스 움직임을 통해 위치 및 360 도 

카메라 이동이 가능하며, 움직임 속도는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조정 가능하다.      
 

4. 사용자 평가 

시스템의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 평가를 위해, 총 

10 인의 미술계 전문가를 모집하여 “시스템 

사용성 척도 (System Usability Scale, SUS)” 및 

“사용자 경험 문항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UEQ)” 지표를 활용한 정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과 지표는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표기되었다 (5 점 = 매우 동의함, 

1 점 = 매우 동의하지 않음). 평가 참여 인원의 

평균 미술계 종사 년수는 평균 7.1 년에 이르며, 

해당 기간 동안 전시 기획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10.5 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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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스템 사용성 척도(SUS)에 따른 평가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업무 지원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매우 높은 “자주 

사용” 항목의 결과값 (평균 = 3.7, SD = 0.8)과 

비교적 낮은 “방해” 결과값 (평균 = 1.5 , SD = 

0.7) 을 통해 증명된다. 이러한 결과값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3D  전시 저작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가적인 업무 부담없이 미술관 근무 환경에서 

해당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공간 단위의 효율적인 3D 배치 

기능과 더불어, 표현 확장을 위한 메타데이터 

시각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사용자 경험 문항(UEQ)에 따른 평가 결과 

나아가, 평가자들은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해” 

(평균 = 4.3, SD = 0.4) 항목과 “쉬운 사용” (평균 

= 3.8, SD = 0.4) 특히, 큐레이터의 업무 범위는 

3D CG 제작이 아닌 만큼, 전통적인 3D CG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인터랙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가상 미술관의 기능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큐레이터의 전시 창작 업무 지원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3D 저작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실측 공간 및 의미 

정보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3D 배치와 

메타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표현력 확장,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감 전시 창작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아가, 

10 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 평가를 통해, 해당 시스템이 실제 

미술관 업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미술관 

전시 창작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평가 연구에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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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3D 그래픽으로 작품을 모델링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작품을 3D 스캐너를 이용해 원본과 흡사한 
모델링을 만들고 몰입도 있는 감상을 위해 AR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더불어 작가들의 기존 온라인 

전시를 응용하여 사용자가 서로의 전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AR 드로잉 기능을 디자인한다. 이를 위해, 기존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비교 분석하여 기존 

온라인 전시의 개선점을 알아보았고,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가 AR 형태의 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실시간으로 
전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하기 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기대되는 
기능에 대한 정의를 사전 설문과 인터뷰 데이터를 
기초로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첫번째로 AR 기술을 리플렛을 이용해 사용자 공간 
안에서 입체 조형을 표현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이를 기초로 향후 AR 공간에서 메세지나 드로잉 기록을 

위한 기능에 대한 탐색을 진행 하였다. 본 기반 연구를 
통해 사용자는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품 위에 
실시간으로 드로잉하거나, 작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큐레이션하고, 작품을 응용한 AR 필터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다른 
유저와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기능들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주제어 

증강현실, 전시 경험 공유, 실시간 드로잉, 큐레이션, AR 

사진 필터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미술관, 박물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까지 휴관을 지속하는 상태이다.[1] 이에 따라 

온라인 미술관이 새로운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다.[2]  
코로나 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디지털 
기술과 가상 공간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해왔지만 기술을 선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전시 경험을 전달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3] 
온라인과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가상공간을 활용한 전시가 
증가하였지만, 갤러리나 박물관의 기존 전시물을 
아카이빙하는 등 전통적인 온라인 웹사이트 전시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형태의 온라인 및 가상현실 전시는 관람자에게 새로운 
콘텐츠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전히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의 경험 보다는 작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관람자에게 재미와 
만족감을 제공하기 어렵다.[4] 이에 따라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전시가 
필요하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3D데이터, 텍스트 및 

이미지 등의 가상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HUD(Head 
Up Display)와 같은 장치를 통해  실제의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가상의 대상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5] 

스마트 폰 및 핸드 핼드 (Hand-held) 디바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기기 내 카메라가 
임베딩(Embedding)되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기기가 필요한 가상현실 이용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보다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AR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활용하여, 관람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AR 기반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불어 3D 그래픽 툴을 다루는 것에 미숙한 작가 
혹은 원본 작품의 질감과 형태를 그대로 모델링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위해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제 
작품과 흡사한 모델링을 제작하고, 이를 AR 전시 

Proceedings of HCIK 2021

- 43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해 작가들의 작품 활동의 범주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서로 

몰입감 있고 만족감 높게 전시를 감상할 뿐만 아니라 
전시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한다.   

 

2. 선행 연구 및 사례조사 
본 연구의 동일 선상의 선례로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전시를 선보인 사례인 Art Basel Hong Kong 2020과 
모바일 기기에서 감상하는 VR, AR 애니메이션 

플랫폼인 Google Spotlight Stories, AR로 실시간 
드로잉을 구현한 사례인 Facebook Augmented Reality 
3D Drawing 연구는 다음과 같다.  

 
2.1 Art Basel Hong Kong 2020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Art Basel Hong Kong 2020은 

참여 갤러리들의 출품작을 온라인 뷰잉룸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제작해 전시하였다. 온라인 뷰잉룸은 약 5일간 
정해진 시간에만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장 성격을 반영하였다. 이에 더해 흰 벽 위에 걸린 
작품과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는 구도로 사진을 찍어 
실제 전시장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었다. 또한 갤러리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작품 
판매로 직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디자인하였다.  

 
2.2 Google Spotlight Stories  
Google Spotlight Stories는 360도로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모은 플랫폼이다.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별도의 화면과 센서를 갖춘 헤드셋이 아닌, 
스마트폰을 장착해 사용하는 VR 헤드셋과 그 주변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VR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바일 기기 화면이 VR기기의 
화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기의 제한없이 

감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HMD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HMD에 넣어둔 상태로 
사용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는 지점이  문제가 되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 감상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등장하였다.  
현재는 앱 마켓에 남아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중단한 

상태이다.  
 
2.3 Facebook Augmented Reality 3D Drawing 

Facebook이 개발한 증강현실 3D Drawing은 구글의 
틸트 브러시처럼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컨트롤러의 역할을 모바일 기기가 대신하여, 기기를 

움직이는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면 대상의 가장자리를 찾고 그에 따른 3D 

맵을 생성하는 원리로, 3D 트랙킹을 이용하여 2차원이 
아닌 3차원에서의 드로잉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원하는 
대상의 주변에 그림을 그리고 비디오로 녹화하여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사용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AR 전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3.1 사전설문조사 진행 

먼저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온라인 전시 혹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감상한 경험이 
있는 20, 30대 여성과 남성 35명을 선발하여 새롭게 

개발할 AR기반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를 
서술형으로 묻는 사전 설문 조사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오프라인 전시에 대한 

경험과 온라인 전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써, VR 
및 AR 응용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이었다. 이들과의 서술형 설문 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라인 전시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전시의 요소나 온라인 전시가 기대와는 다르게 
표현되거나 부족한 부분들, 또한 향후 온라인 전시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요소들을 찾았다. 이에 따라 
개발할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비교하며 온라인 전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AR 온라인 전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좋았던 지점과 나빴던 지점을 서술형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표 1은  인터뷰 전 사전 설문에 대한 질문 
항목이다. 

 
표 1. 사전설문조사 질문 내용 

문항1. 코로나 19 이전의 경우 오프라인 

전시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문항2. 코로나 19 이전의 경우 온라인 전시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문항3. 온라인 전시를 방문하셨다면, 어떤 

형식의 온라인 전시를 
방문하셨습니까? 

문항4. AR 전시 앱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5. AR 전시 앱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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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코로나 19 이후가 처음이십니까? 

문항6. 오프라인 전시를 방문할 때 온라인 
전시 대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7. 온라인 전시를 방문할 때 오프라인 
전시 대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8. AR 콘텐츠를 처음 접했을 때 
웹페이지가 주는 정보에 비해 AR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9. 온라인 전시를 AR 증강현실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래 그림 1은 설문조사 응답을 RStudio를 통해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Wordcloud2를 통해 
시각화한 그림이다. 

 
그림 1. 설문조사 텍스트 마이닝 

 
<오프라인 전시 장점>        <오프라인 전시 단점> 

 
      <온라인 전시 장점>           <온라인 전시 단점> 

 
       <AR콘텐츠 장점>              <AR콘텐츠 단점>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기대하는 바>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한 결과, 온라인 기반의 전시의 

장점으로  
1, 관람자 시공간 편의성 : 관객들 개별로 자신의 편한 
시간과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과 오프라인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들이는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2, 정보 취득의 효율성 : 관람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정보 취득 후 
정보의 저장과 보관이 용이 하다는 의견 
이 이야기 되었고, 또한 오프라인 전시의 장점으로는,  

1, 이전에 알지 못한 정보의 공유 : 전시를 갔을 때 동선 
또는 전시 작품의 순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작가 혹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소통과 교류: 전시장에서 작가 혹은 도슨트, 전시장을 
찾아온 다른 관람자들을 만나고 이들과 소통을 통해 더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다는 의견 

이 논의 되었다. 
이에 더해 AR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을 때 기대되는 부분은, 자신의 공간 안에 작품을 

직접 배치해 보는 자유로운 큐레이팅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신만의 작품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의 다양한 전시 경험들의 

공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3.2 AR 전시 애플리케이션 요건 

추출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AR 기반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건들을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AR 전시 애플리케이션 기능 구현 

 

 

 

 

 

전시 감상 

리플렛의 이미지를 
카메라로 인식하면 작품이 

관람자의 공간에 증강된다.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문구 및 드로잉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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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현 
 

전시 감상 

공유 

다른 관람자의 문구 및 
드로잉 위에 새로운 의견을 

남긴다. 

관람자가 직접 작업의 
소스를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본다. 

 
기능은 크게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시 감상을 

위한 기능과 전시 감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기능으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AR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오프라인 전시  요소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증강 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관람하는 AR 전시이기 때문에 사용자 스마트 

폰의 터치 및 움직임을 이용하여 드로잉이나 메세지를 
추가하는 기능, 다른 관람자의 방문 기록이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기능, 사용자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증강된 작품과 같이 찍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AR관련 기술의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3 프로토타입 제작 
사전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의견을 기반으로, 관람자는 

자신이 편한 시간과 공간에서 AR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에 실시간 드로잉을 입혀 작품에 대한 
감상을 그림 혹은 문구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의 그림을 

함께 공유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기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초로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의 첫번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AR 기술을 이용하여 마커 이미지를 전시 리플렛 
이미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마커를 통해 전시 작품의 
모델링 이미지를 재현해 내는 부분과 그 위에 사용자의 

스마트 폰의 터치 패드나 움직임을 통한 기록 기능으로 
전체적인 기능을 구분 할 수가 있었다. 본 프로토타입 
개발에서는 마커 이미지 인식을 통한 모델링한 이미지 

출력을 먼저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앞서 AR로 구현할 전시의 예시로 
조각 작품을 선정하였다. 미술의 여러 매체 중에서도 

작품에 대한 부피감을 느끼고, 여러 방향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각 작품이 적합하였고,  조각 
작품을 주로 다루는 입체 조형 작가를 섭외하였다. 

2020년 9월에 반지하예술공간 십삼월에서 진행된, 
투민이라는 작가의 전시 You make 2min Wonder의 
작품을 3D 그래픽으로 변환하였다. 오프라인 전시에서 

해당 전시의 입체 조형 작품들은 아두이노(Arduino)와 

라즈베리파이(Raspberri Pi)를 이용하여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소리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는 지점과 실제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확대시켜 관람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열어둘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을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방면으로 
스캔하였다. 
실물을 조각하는 작가가 3D 그래픽 툴을 다루는데 

미숙한 경우 실제 작품처럼 밀도 있는 그래픽을 
구현해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제 작품의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스캔하여 3D 상의 오브제로 만들 수 있는 

3D 스캐닝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적절한 수단이다.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제 작품을 스캔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모델링하고, 세부적인 조작은 

시네마포디(Cinema4d)라는 그래픽 툴을 활용하여 
모델링의 결함을 수정하였다.    
또한 시네마포디를 사용해 작품의 인터랙션 요소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시켜, 이를 후가공된 모델링에  
추가하였다. 모델링 파일은 유니티(Unity)에 fbx 
형식으로 불러온 후 ARkit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2는 

3D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모델링 이미지들이다.  
 
그림 2. 3D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모델링 이미지들 

 
 

 

  

 

 
 

 

 

 
다음으로 ARkit을 이용하여 전시 리플렛을 마커로 
지정하였고, 관람자 스마트 폰 카메라로 해당 마커를 
인식함으로써 작품의 모델링 이미지를 공간에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은 마커로 사용한 리플렛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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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커로 사용한 리플렛 이미지 

 

 

 

 
 

 
 

 
 
이미지 마커 인식을 위해 ARkit을 활용한 이유는  

ARkit이 이미지 전체를  텍스트가 활용된 오브젝트로 
구분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함께 담고 있는 전시 리플렛 
이미지가 마커 이미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 폰 카메라로 리플렛의 이미지를 
비추면 조형 작품이 천장의 위치에 증강되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4는 

최종적으로 작품을 증강한 상태의 이미지이다.  

 
그림 4. 최종 증강된 작품 이미지 

 

 
 

 

 

 

 
 

 

 

 

 
 

 

 
3.4 전시 경험 공유 전시 웹사이트 프로토타입 
전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AR 로 개발하기 

앞서 웹사이트를 통해 UI 를 먼저 구성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기대하는 바는 ‘자유로운 작품 배치’와 ‘자기만의 작품 

만들어보기’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기에 두가지 기능을 
우선적으로 웹사이트에 구현해보았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 작품 자유 배치 공간, 자신만의 
작품 제작 공간, 작품 제작에 참여한 사용자들의 작품 

갤러리로 총 4 가지 화면이 구성되어있다. 메인 화면은 
전시 제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화면의 오른쪽 하단 조각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인 작품 자유 배치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작품 자유 배치 공간은 실제 조각들을 3d 스캐닝하고 
시네마포디를 통해 보정한 3d 객체들을 사용자가 

자유로이 화면 내에 배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3d 객체들은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큐레이팅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더해 

다양한 배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는 
작품 자유 배치 공간의 화면 이미지이다. 
 

그림 5 작품 자유 배치 공간 이미지 

 
 
다음 페이지인 작품 제작 공간은 기존 작품의 요소들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장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기호대로 요소를 합치고 해체하며 
새로운 3d 상의 조각을 만드는 것을 경험한다. 그림  6 은 

작품 제작 공간의 화면 이미지이다. 
 
그림 6. 작품 제작 공간 이미지 

 
 

마지막 장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조합한 조각들을 
게시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작품들을 감상하며 전시 
경험을 확장시킨다. 또한 화면의 왼쪽 하단에 채팅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시를 본 감상을 댓글로 달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다른 이의 댓글에 자신의 댓글을 추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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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7 은 사용자 작품 게시 공간의 
이미지이다. 

 
그림 7. 사용자 작품 게시 공간 이미지 

 
 

이러한 웹사이트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추후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여 완성해보고자 한다. 

  

4. 향후 이슈 및 결론 
4.1 문구 및 드로잉 기능 

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전시 리플렛의 마지막 장엔 
작품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고 관람자가 이미지 위에 
작품 감상에 대한 메세지나 드로잉을 실시간으로 

증강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한다. 
기록 방식은 사용자 스마트 폰의 움직임을 이용한 기록 
방식이 아닌, 모바일 기기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문구와 드로잉을 남기는 것이 모바일 기기 자체를 
움직이는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8은 실시간으로 증강되는 메세지와 드로잉을 실험하는 
이미지이다.  
 

그림 8. 실시간 메세지와 드로잉 증강 실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드로잉 한다면 2차원의 배치만 
가능하지만, 2차원의 사진 이미지 위에 드로잉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3차원의 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람자가 남긴 문구 및 드로잉은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 되어 다른 관람자가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다른 관람자의 문구 및 드로잉 위에 사용자가 
새로이 문구와 드로잉을 얹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구와 드로잉은 

애플리케이션 구성 중 전체 사용자의 드로잉을 감상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한번에 모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4.2 결론 
코로나 19 이후 미술관 및 박물관과 같은 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전시 상에서 전시 감상을 공유 가능한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가 전시의 작품 위에 
실시간으로 문구 및 드로잉을 증강시키고, 다른 
사용자의 창작물을 변형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시에 

대한 감상을 공유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앞서 기존의 온라인 전시 형태 
조사와 사용자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파악하였다. 실제 작품의 질감과 형태를 
원본과 유사하게 담을 수 있도록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작품을 스캔하였고, 이를 통해 작품 이미지를 3D 

그래픽으로 모델링할 수 있었고, 세부적인 수정은 
시네마포디를 활용하였다. 이후 리플렛의 마커 이미지를 
인식하여 작품과 애니메이션을 증강시키고, 작품 이이지 

위에 메세지 및 드로잉을 구현하는 단계를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니즈를 구현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추후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기능 
구현에 참고하고자 한다. 앞으로 관람자가 작품 이미지 
위에 작품 감상에 대한 메세지와 드로잉을 실시간으로 

증강시키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적 구현의 
완성도를 높여 연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전시의 전시 감상을 공유하여 관람자의 전시 몰입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3D 그래픽 툴 활용이 
어려운 작가들의 작품까지 원본과 아주 유사한 수준의 

모델링을 제작하고 AR 전시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전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온라인 
미술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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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UI 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에 

집중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한 템플릿 기반 모듈 단위 UI 개발 경험에 

대해 기술한다. 본 개발 기술은 게임 개발 

방법론의 인벤토리 시스템에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다. UI 를 구성하는 각각을 모듈 단위로 

개발하였으며, 모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변경하여 적재적소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기술 

개발 방법론은 기존의 일회성 개발 방법에 비해 

재사용성과 확장성이 높아 향 후 연구에 필요한 UI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제어 

UI 개발, 창작 플랫폼, 실시간 게임 엔진  

 

1. 서 론 

실시간 게임 엔진은 그래픽 기술과 하드웨어 

성능의 발달로 게임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영화 , 

광고와 같은 미디어 산업과 건축, 제조업과 같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반 작업에 

의존하였던 영화와 광고 산업은 게임 엔진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게임 엔진을 활용하여 

쉽게 제품의 프로토 타입을 가상 공간에서 

제작하여 확인해보거나 신규 인력의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과 게임 엔진의 결합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에서의 작업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반면에 산업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산업의 필요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엔진을 이용한 창작 플랫폼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창작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UI 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템플릿 기반 UI 제작 경험을 

기술한다. 게임 개발의 인벤토리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의 기법은 UI 에 필요한 각각의 

항목들을 모듈화 하여 템플릿으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창작 플랫폼을 제작을 지원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2. 관련 연구 

UI 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웹,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들의 사용성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왔다[1,2,3].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기반의 UI 연구가 

발전되었으나 UI 를 개발하기 위한 사례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나 실험을 위해 

제작된 UI 들은 일회성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연구나 실험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폐기되기 

때문에 유사 연구나 실험을 위한 컨텐츠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제작이 필요할 경우 다시 제작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특정 콘텐츠에 맞춘 UI 개발을 위한 디자인 패턴 

및 툴 킷 개발에 대한 연구[4,5]는 콘텐츠의 

사용성 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지만, 인터페이스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는다. 반면 

개발방법에 대해 다루는 연구[6,7,8]은 객체지향 

모델을 이용하여 재사용성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개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개발자의 언어로 

작성되어 아티스트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엔진을 이용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모듈 식 UI 개발 방법론을 

실제 컨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개발적인 요소를 

아티스트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템플릿 형태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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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듈 식 UI 의 구조 

3.1 슬롯과 아이템 

게임의 인벤토리 시스템은 유저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아이템을 보여주고 원하는 곳에 장착할 수 

UI 및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디아블로 2 의 인벤토리 시스템 

 

게임 인벤토리에서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위치를 슬롯이라 부르고, 각 장비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아이템이라 부른다. 각 아이템 및 

장비는 자신이 장착될 수 있는 슬롯이 지정되어 

있으며, 게임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게임 

인벤토리의 프리뷰 시스템은 유저가 획득한 

아이템 및 장비를 변경할 때, 변경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슬롯-아이템과 실시간 프리뷰 

시스템에 영감을 받아 모듈 식 UI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다. 게임 속에서 유저는 게임 인벤토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캐릭터가 획득한 장비와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 창작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과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게임 인벤토리 시스템을 하나의 작은 창작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인벤토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창작 플랫폼에 활용 가능한 UI 기능들을 

구축하였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UI 요소를 아이템으로 분류하고, 해당 아이템이 

배치되어야 하는 위치를 슬롯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적용된 아이템의 모습을 프리뷰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실시간 확인 가능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그림 2).  

 

그림 2 게임 엔진 내에서 구현한 아이템과 슬롯(위)와 

아이템을 적용될 슬롯 및 Preview UI 

 

각각의 슬롯과 아이템들은 고유한 속성을 부여 

받는다, 슬롯에는 동일한 속성의 아이템들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아이템에 대한 모습을 

프리뷰 윈도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템은 동일한 속성을 갖도록 구조체를 

선언(그림 3)하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Icon 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기본 UI 를 

구성한다(그림 2. 위 참조).  

 

 

그림 3 아이템 구조체 

 

3.2 아이템 데이터 구축 

우리 기술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경우, 데이터의 추가 및 수정, 삭제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창작 플랫폼을 

구축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플랫폼 내부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별 데이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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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과 삭제, 수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JSON 스크립트 언어와 

실시간 엔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테이블 기능을 

결합하여 데이터 자동화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4 JSON Script 를 통해 삽입한 각 아이템 정보가 

담긴 데이터 테이블 

 

JSON 스크립트에서는 각 아이템에 할당할 속성에 

해당하는 정보와 아이템의 아이콘 이미지 경로가 

작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실시간 엔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테이블 기능은 엑셀 등의 파일을 

기반으로 엔진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경로 기반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해주는 기술로써, 대량의 

데이터들을 삽입, 삭제 및 수정하는데 강점이 있다.  

 

 

그림 5(그림 2)의 화면 구성 UI 에 데이터 테이블 기반의 

아이템 데이터를 적용한 실제 응용 프로그램 구동 장면 

 

그림 5 와 같은 화면 UI 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실시간 엔진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위젯을 

사용하였다. 리스트 위젯은 데이터 테이블에 

존재하는 아이템의 개수를 확인하고, 위젯 설정에 

따라 화면에 각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배치한다. 

그림 5 는 캐릭터 선택 UI 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의 형태는 그림 2 의 (위) 이미지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적용 결과 

우리는 본 논문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컨텐츠 제작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UI 개발 방법론을 이용하여 캐릭터 선택 

UI 와  캐릭터 애니메이션 선택 UI 에 적용하였다. 

본 창작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에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6 데이터 테이블에 삽입된 전체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개수 

 

우리는 총 12 종의 캐릭터와 27 개의 모션 

데이터를 본 플랫폼에 적용하였으며, 각 데이터를 

삽입함에 있어서 JSON 과 데이터 테이블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였다. 캐릭터와 모션데이터를 

정제하는 사전 작업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플랫폼에 적용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캐릭터와 

모션 데이터 모두 1 초 이내로 매우 빠른 수행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7 캐릭터 선택 UI 를 구성하는 블루프린트 

코드(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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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엔진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크립트 코드인 블루 프린트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I 개발 방법론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검색, 마우스 입력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외하고 화면 UI 를 구축하는 블루 프린트 코드는 

Generate Slot Widget 이름의 사전 생성 함수를 

제작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7 의 분홍색 박스 

영역 ).  

Generate Slot Widget 에서는 지정한 데이터 

테이블을 검사하여 전체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해당 아이템의 수량만큼 데이터 

테이블의 각 항목을 그림 3 의 아이템 구조체에 

채우는 일을 반복한다. 내용이 채워진 아이템 

구조체는 객체로 진화하여 리스트 위젯 내에 

배치된다. (그림 8) 

 

 

그림 8 Generate Slot Widget 전체 블루프린트 

코드(상)에서 데이터 테이블 검색 부분(중)과 데이터 

입력부분(하)의 블루 프린트 코드 

 

본 개발 사례는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인벤토리 

시스템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작업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었다. UI 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법에 비해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 사례는 슬롯과 아이템의 

템플릿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한 

창작 플랫폼에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선택하는 

UI 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 개발에 사용된 

실시간 게임 엔진은 언리얼 4.24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컨텐츠 플랫폼에 적용된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은 www.mixamo.com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컨텐츠 기술 요소의 결합을 

통해 UI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빠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림 9 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창작 플렛폼의 결과를 

보여준다. 최초 실행 단계(그림 9 (상) 

참조 )에서는 프로그램이 구동할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나며, 캐릭터 선택 (그림 

9,(중))과 애니메이션 선택(그림 9, (하))를 통해 

제공되는 12 종의 캐릭터에 대한 각각의 

애니메이션 적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창작 플랫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선택과 애니메이션 

선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UI 개발 기술을 

다른 제작 컨텐츠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디지털 

에셋으로 변환하였다.  

언리얼 엔진은 모든 데이터를 엔진 자체 포맷인 

uasset 으로 변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및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향 후 과제로 모델 데이터를 

직접 게임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과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데이터 변환 

과정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게임 인벤토리 개발 

방법에 기반한 슬롯-아이템 형태의 인터페이스 

제작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제 컨텐츠 개발 사례에 

근거하여 증명하였으며, 이종 산업간의 개발 

방법론의 결합이 더 나은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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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듈 식 UI 개발 방법을 통해 제작된 캐릭터 

애니메이션 플랫폼 결과. 최초 실행 화면(상), 캐릭터 

선택화면 (중), 애니메이션 선택화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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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상용 스토리카드 게임인 이야기톡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이를 디지털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고려사항과 기능적 구현 요소들을 살펴본다. 현재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기능 중심으로 구현하였으며, 

플레이어가 총 80 장의 이야기톡 이미지 카드 

중에서 3 장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작성하면 작성한 이야기가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현재 디자인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업데이트 중이며, 향후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포함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디지털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 

1. 서 론 

스토리텔링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말이나 이미지, 

소리 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원래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내용을 전달받는 이의 흥미를 끌기 쉽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책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광고, 게임같이 넓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게임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영화, 드라마 같은 

곳에서의 스토리텔링처럼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체험이 가능하다. 종류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들도 

존재한다. 즉, 플레이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거나 변화시키는 등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Mateas 와 Stern 의 

인터랙티브 드라마 Façade[1]는 스토리와 게임의 

특성을 잘 융합한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직접 이미지 카드를 

선택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카드게임의 디자인 및 제작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게임과 스토리텔링은 각각 고유의 특징을 가지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기반의 보드 

게임 분야에서 이야기 생성의 즐거움을 게임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2].  

상업용 보드 게임 분야에서는 Once upon a time 

(아틀란스 게임즈 제작)[3] 또는 Tell Tale (블루 

오렌지 제작)[4]은 오락용 또는 교육용 목적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사용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보드 게임이며, 로리의 스토리 

큐브 (Rory’s Story Cube)[5]와 같이 카드 대신 

주사위를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보드 게임도 있다.  

혼자 또는 최대 3명의 플레이어 간의 협력을 통한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 제작 연구 사례[6]도 있다. 

인물, 배경, 목표, 행동, 감정 5가지 유형의 카드를 

이용해 한 명의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만들면 그 

다음 플레이어가 그 이야기에 갈등을 만들며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앞의 플레이어가 만든 이야기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스토리텔링 게임은 이야기를 글로 직접 나타내지 

않고 진행되기도 한다. 갈등 해결 목적의 협업 아트 

게임 설계[7]에서는 이미지가 그려진 스티커를 통해 

주어지는 갈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디지털 스토리 카드 게임 프로토타입 

3.1 이야기톡 스토리 카드 

국내 스토리텔링 카드게임으로는 이야기톡 카드 

게임[8]이 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카드들을 

사용하며, 카드를 고르는 방법이나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등 게임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야기톡 카드 기본 게임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카드와 찬스 카드, 그리고 결말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스토리 카드는 그림을 보고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도록 인물이나 

장소,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카드들 

(기본적으로는 80 장)로 이루어진다. 찬스 카드는 

단순한 키워드와 그 키워드에 맞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결말 카드는 결말에 대한 문장과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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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에 스토리 

카드를 내며 그 스토리 카드의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말 카드의 내용이 되도록 하면 승리하는 

규칙이다. 찬스 카드는 다른 사람의 차례에 

사용하여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신의 결말 카드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결말 카드에 도달하여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른 플레이어가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였으면 제시한 결말 

카드를 무효로 하고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톡 스토리 카드의 3 가지 

테마(일상, 감성, 환상) 중에서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물, 사건, 배경을 다룬 일상테마와 

감정, 상황, 사물이 주가 되는 감성 테마 각각 

40 장씩, 총 80 장의 그림카드들을 이용하였다.  

3.2 게임 디자인 고려 사항 

이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 측면에서 중점을 

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플레이어가 오프라인에서 카드게임으로 진행할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고려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디지털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VR) 플랫폼을 목표로 하며, 현재는 태블릿  

기기에서 작동하는 2D 디지털 게임 제작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을 고려한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플레이”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사용해 

사람들과 게임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드를 보며 생각난 이야기를 

한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작성한다거나, 카드를 

더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며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규칙과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를 다시 고르는 등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나 행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행동 

반경에 제한을 느껴 쉽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카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거나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게 카드와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의 행동반경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디지털 경험에 대한 고려 사항이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적은 

디지털의 요소를 활용하면 단순한 이야기 제작 

게임에서 더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만든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가공한 후 자신만의 스토리 

카드를 소장할 수 있게 하거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경험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플레이 결과와 그에 대한 

리뷰와 후기 등의 내용 자체도 향후 다양한 

스토리텔링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3.3 디지털 스토리 카드게임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토타입은 상용 게임엔진인 Unity[9]를 

이용하여 앤드로이드 태블릿 환경에 맞게 

제작하였으며, 현재 제작된 카드게임 프로토타입은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둔다. 구현된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임의로 나타나는 카드 중에서 원하는 

카드를 3 장 선택한 후, 선택한 카드에 맞는 

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플레이어가 

작성한 이야기는 온라인 서버상에 저장한다. 

 

•  이야기 카드 선택 

이야기 카드 선택 화면에서는 임의로 나타나는 

4장의 카드가 주어지고, 섞기(Shuffle) 버튼을 

통해 4장의 카드를 다른 임의의 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플레이어가 카드를 터치하면 

카드가 확대되며, 카드를 한번 더 터치하면 해당 

카드가 선택된다. 선택한 카드 외의 부분을 

터치하면 확대된 카드 화면에서 나가진다. 

플레이어가 3장의 카드를 선택하면 하단에 

쓰기(write) 버튼이 활성화되고,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야기 작성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림 1 카드 선택 화면과 선택된 카드가 표시되는 모습 

 

•  이야기 작성 

이야기 작성 화면에서는 카드 선택화면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한 3장의 카드 이미지가 나타나며, 

그 아래에는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창이 나타난다 (그림 2 참조). 카드 

선택 (Select Card) 버튼을 누르면 다시 카드 선택 

창으로 넘어가며, 종료 (Finish)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가 작성한 이야기 내용과 카드들을 

서버상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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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이야기 작성 화면 

 

•  작성한 이야기를 온라인 서버에 저장 

이야기 작성 화면에서 스토리 작성 후 종료 

(Finish) 버튼을 누르면 AWS (Amazon Web 

Service) DynamoDB상에 플레이어가 선택한 

카드의 정보와 작성한 스토리가 저장된다 (그림 3 

참조). 별도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AWS Unity SDK와 함께 

제공되는 기능인 AWS Cognito, DynamoDB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는 추가의 AWS 스크립트를 

만든 후 선택한 카드들의 번호와 플레이어가 

작성한 이야기를 문자열로 받아와 DB상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3 이야기와 카드가 DynamoDB 에 저장된 모습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기반의 상용 스토리카드 

게임인 이야기톡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이를 

앤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구현하면서 디자인 부분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기능 

중심으로 구현하여 플레이어가 총 80 장의 이야기톡 

이미지 카드 중에서 3 장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작성하면 작성한 이야기가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현재 디자인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업데이트 후에는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포함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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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빠른 속도의 UGV(Unmanned ground vehicles)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운송이나 부상자 이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UGV 를 원격 조종할 경우 안정성을 위해 가속도 

제어는 중요하지만 기존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시각 

피드백만으로는 차량의 가속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스튜어트 플랫폼(Stewart platform)을 

이용하여 UGV 의 가속도 제어를 위한 햅틱 피드백을 

디자인 하고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햅틱 피드백 장치를 통하여 가속도 

피드백을 전달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사용자가 가감속을 덜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UGV, 원격조종, 햅틱 피드백, 가속도 피드백  

1. 서 론 

UGV(Unmanned ground vehicles)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탐색 및 

구조 활동이나 현대의 군사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의 UGV 는 운송이나 부상자 이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5]. 이러한 UGV 의 자율 주행은 아직 

실용화 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이유로 실전에서는 인간 

조종사가 원격으로 UGV 를 조종하고 있다.  

UGV 를 원격으로 조종할 경우,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많은 정보가 손실된다. 

그림 1 은 UGV 를 원격 조종하는 컨트롤러의 

예시들이다. 이런 컨트롤러들은 주로 원격조종을 위한 

조이스틱과 UGV 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주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 UGV 의 

상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고, UGV 의 카메라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용성 이슈가 발생한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촉각 피드백을 통해 

시각 피드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Hacinecipoglu et al. 은 UGV 주변의 장애물 정보를 

스티어링휠에 힘 피드백으로 전달하였다 [3]. 또한 

추가적인 햅틱 피드백 장치를 이용하여 UGV 의 

기울어짐을 전달하거나 [2], 바퀴의 미끄러짐이나 걸림 

등의 상태를 햅틱 피드백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4].  

빠른 속도의 UGV 의 원격 조종의 경우 가속도의 

제어는 특히 중요하다. 급작스럽게 가속도가 변화할 

경우 운송하고 있는 물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급회전을 할 때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는 그 가속도를 몸의 기울어짐을 통해 느끼면서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원격 

조종자는 UGV 의 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 있을 뿐 실제 

가속도와 그에 대한 위험도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조종사가 급격한 속도 변화 없이 

UGV 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햅틱 피드백을 이용하여 

UGV 의 x, y, z 축의 가속도 정보를 조종자에게 

전달하는 피드백 방식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피드백이 

원격 조종 시에 사용자의 가감속 제어에 영향을 미침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한다.   

 

그림 1 각종 전투용 UGV 컨트롤러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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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도 피드백 장치 및 시스템의 구현  

사람이 차량 안에 타고 있을 경우 차량의 가속도에 

따라서 몸의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메타포로 시뮬레이터 상의 UGV 의 가속도에 따라서 그 

위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을 전후좌우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는 햅틱 피드백 장치를 구현하였다. 

2.1 햅틱 피드백 장치  

햅틱 피드백 장치로 그림 2 와 같이 스튜어트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스튜어트 플랫폼의 가장 상단에는 

사용자가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으며, 스튜어트 

플랫폼은 6 개의 서보모터(Hitec HS-311)와 제어 

아두이노(Arduino Leonardo)로 구동된다.  

 

그림 2 햅틱 피드백 장치 (스튜어트 플랫폼) 및 가속도 매핑. 

가속도 피드백은 가속도에 비례 하여 손잡이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구현 하였다. 차량의 전후 가속도는 

손잡이를 앞뒤 기울기(pitch)로, 좌우 가속도는 좌우 

회전(yaw)으로, 상하 가속도는 상하의 움직임에 

매핑되었다. 스튜어트 플랫폼은 앞뒤 기울기 및 

좌우회전으로 최대 24 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 장치는 아래 식과 같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3. 실험 

본 실험에서는 가속도 피드백이 두가지 측면에서 

UGV 의 안정적 조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번째는 UGV 가 코너를 돌 경우, pitch 및 yaw 

가속도 피드백에 의존하여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서 

안정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상하 가속도 피드백으로 노면의 질감을 

빠르게 파악하여 노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UGV 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두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터에 반영하여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시뮬레이터 환경 

 

그림 3 시뮬레이터 화면 구성. 

실험에 사용된 시뮬레이터는 Unity 2019.4.2f1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구현된 맵은 총 

300 x 300 크기 였다. 그림 3 과 같이 우리는 과업 중 

가감속과 회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랜덤하게 장애물을 

배치하고 맵의 특정 부분의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 울퉁불퉁한 노면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지면 

상황을 고려 한 것이다. 장애물의 밀도는 지나치게 

운용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정하였고, 울퉁불퉁한 

영역의 경우 총 지면의 30%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물리량을 실제 세계의 물리량과 비교 

하기 위해서 우리는 Unity 단위를 실제 미터 단위로 

변환 하였다. UGV 의 크기를 2020 년형 소나타와 

유사하다고 가정 했을 때 1 Unity 단위는 1081.68 mm 

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물리량을 

설명 하겠다. 

UGV 를 지나치게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UGV 의 속도는 최대 42km/h 의 속력으로 제한되었다. 

햅틱 피드백 장치는 두개의 축(pitch, yaw)에 대해서 

1m/sec2당 5.4 도 회전 하도록 하였다. 상하 움직임에 

대해서는 1m/sec2당 2.394 mm 를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 비율은 연구자들이 여러 번 사용하면서 화면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기기를 잡은 손의 기울어짐 및 

이동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을 찾은 것이다.   

총 수집한 타겟의 개수 및 실험 시작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가 화면 상단에 나타났다. 또한 

쓰로틀과 스피드 게이지가 화면에 시각 피드백으로 

주어졌다.  

3.2 실험 디자인 

실험에서 확인 하고자 한 것은 한 사용자에 대해서 

햅틱 피드백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의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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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틱 피드백이 있을 경우 한 명의 사용자의 

가속도 관련 측정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부 

과업의 평균보다 후반부 과업의 평균이 더 

작을 것이다. 

피험자는 총 10 회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하나의 과업은 시뮬레이터에서 UGV 를 조종 하면서 

랜덤하게 배치된 20 개의 타겟 중 15 개의 타겟을 

수집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8 명씩 총 2 개의 조건 

집단으로 나누어 졌다. 하나의 집단(Baseline 조건)은 

10 회의 과업 동안 햅틱 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이스틱만을 가지고 운전을 진행했다. 다른 집단의 

경우 처음 5 회의 과업(전반부 과업)은 조이스틱만을 

가지고 운전을 진행했다. 이후 5 회의 과업(후반부 

과업)은 햅틱 피드백 장치를 왼손에 쥐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운전을 진행했다(Haptic 조건). 실험에서 

측정한 항목은 XYZ 축에 대한 전체 평균 가속도 크기, 

울퉁불퉁한 영역에서의 평균 가속도 크기, 과업 완료 

시간 이다. X 축은 좌우, Y 축은 상하, Z 축은 전후 

방향을 의미한다. 

3.3 실험 절차 

학교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피험자 16 명(평균 나이: 

24.1, 표준편차: 3.1)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시간당 12,000 원의 보상을 얻었다.  

 

그림 4 실험 환경. 

피험자들은 그림 4 와 같은 환경에서 조이스틱 

(Logitech Extreme 3D Pro 비행 조이스틱)을 통해 

UGV 를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타겟을 수집하는 과업을 

수행했다. 타겟은 노란색 큐브로 길 위에 나타나고 

차량으로 큐브를 터치하면 수집할 수 있었다.  

실험 전 피험자들은 타겟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도록 

요청 받았다. 동시에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급한 감 가속 및 회전, 울퉁불퉁한 노면에서의 

과속, 장애물과의 충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험자들은 또한 햅틱 

피드백 장치가 차량의 가속도를 표현하며, 장치의 

기울어짐의 방향이 각각 차량의 어느 축의 가속도를 

표현하는 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은 피험자 당 총 약 50 분 정도 소요되었다.  

3.4 결과  

먼저 세 축의 가속도 크기의 차이 값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전 후반의 가속도 크기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림 

5 은 참가자들의 후반부의 평균 가속도에서 전반부 

평균을 뺀 차의 평균 값을 보여준다. 이 값이 양수일 

경우 후반부의 가속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음수이면 

전반부의 가속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각 참가자의 후반부의 평균 가속도에서 전반부 평균 

가속도를 뺀 값의 평균. 

그림 5 에서처럼 X, Y 축의 경우 두 조건 전 후반 평균 

가속도의 차이는 모두 양수가 나왔다. 즉, 햅틱 피드백 

장치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험이 지속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 Haptic 조건에서는 그 정도가 완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햅틱 장치를 

사용해서 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인지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Z 축의 경우 Haptic 조건에서 음수를 

보였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햅틱 피드백 장치를 사용 할 

때 가감속을 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축에 대해서 두 조건의 차이는 Student’s t-test 를 사용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울퉁불퉁한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울퉁불퉁한 영역의 가속도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6 은 그림 5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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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울퉁불퉁한 영역에서의 평균 가속도 차이. 에러 

막대는 standard error 를 의미한다. 

울퉁불퉁한 영역에서의 전 후반 평균 가속도의 차이는 

Z 방향에 대해서 두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888, p=0.016). 이 이유는 

baseline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후반부에 울퉁불퉁한 

구간에서 더 가감속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개발된 햅틱 피드백 장치는 이러한 사용자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논문에서는 UGV 의 원격 조종 상황에서 차량의 

가속도 정보를 조종사의 손의 기울기로 전달할 수 있는 

햅틱 피드백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하여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개발한 햅틱 피드백 

장치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가감속을 덜 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드백 장치와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력 장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한 

피드백 장치과 입력 장치의 결합이 UGV 조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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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홈 내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하나의 

서비스로써(Robot as a Service, RaaS)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과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홈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Socially Interactive 

Robot(SIR), Socially Assistive Robot(SAR)은 현재 

시장에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지능형 로봇의 

인식-판단-행동 과정 별 정확도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논문에서 케어-제공자인 사용자가 번거롭지 않게 

로봇의 인식-판단-행동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현재의 지능형 로봇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Robot as a Service(RaaS)를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를 통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RaaS, SAR(Socially Assistive Robot), SIR(Socially 

Interactive Robot), HCD(Human-Centered-

Design)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홈 내에서의 SIR, SAR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IR(Socially Interactive Robot)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주된 목표인 로봇을 

의미하며, SAR(Socially assistive robot)는 사용자를 

보조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보조는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7]. 그러나, 현재까지 SIR 과 SAR 은 

toy 수준으로 출시되거나, 채팅 혹은 1~3 개 

도메인의 single-turn 방식 음성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로봇의 표현 측면에 

있어서는 고유의 시각, 청각, 이동성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로봇의 감정을 

표현하고 (Aibo), 대기 상태에서도 마치 살아있는 

듯 모션 및 표정을   취하는 (Vector) 등 SIR, 

SAR 에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제공 기능 및 

유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집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미비했다[12].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홈 환경에서 SIR, SAR 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에는 로봇의 지능 이라 할 

수 있는 인식-판단-행동 과정 각 단계별 신뢰 도가 

낮아 로봇의 전반적인 태스크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했다[8]. 청소 로봇 등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봇의 경우, 각 과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전체 태스크의 사용자 체감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16]. 그러나 SIR, SAR 의 경우, 인식-판단-

행동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사용자의 

체감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1) 

특히 인식 과정에서 Human-related factor 가 

많아 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고, 2) 로봇의 

태스크 목적 및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면대면 

인터랙션 비중이 커 인식, 판단, 행동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쌓여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성능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홈 내 

사용자에게 적합한 로봇 사용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쉽게 needs 와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는 기법을 점진적으로 

시도하고,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로 이를 반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종 디자인 

산출물로서 사용자 개입을 통해 로봇의 체감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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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RaaS 기반 홈 로봇을 도출하였고, 

세부적으로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RaaS 의 개념과 필요성  

2.1 RaaS 의 개념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요 

분야에서 지배적인 컴퓨팅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14], RaaS(Robot-as-a-Service)를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기반으로 Chen 이 

제안하였다[4]. 이는 로봇 핵심 기능에 대한 

고성능/고효율 요구사항 달성을 위해 클라우드 

로보틱스가 부상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RaaS 는 

로봇과 임베디드 장치 및 웹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장치를 의미한다[15]. RaaS 의 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고,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 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2.2 RaaS 필요성   

 현재까지 RaaS 제공 기업들이 주로 다루는 분야는 

배송, 청소, 공장, 물류, 보안이며, 기존의 

지출비용이 명확한 기업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14]. 현재의 디바이스 중심의 로봇 구조는 

제한된 계산량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에 제약이 있어, 고지능화에 불리하다. 또한, 

이 로봇 구조는 단일 로봇의 기능 복잡성이 

올라갈수록 생산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시장성이 있다. 

홈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또한, 사용자와 

면대면으로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고지능이 요구되며, 단일 기능보다 복합적인 기능 

구조, 서비스 성능을 개선하고, 개선된 방식이 다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가 필요하다. 요컨대, 홈 

로봇은 ‘일회성 구매’가 아닌 ‘as a service’ 방식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다.[14] 디바이스 중심의 로봇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홈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RaaS 를 통하여, ‘서비스+로봇’의 역할을 

묶어 플랫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간 중심 디자인 설계 과정  

3.1 디자인 프로세스 

본 연구는 인간 중심 디자인 기반 RaaS(Robot-as-

a-Servce)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참고하였다.(그림 1)  User-centered 

design 은 participatory design 에서 출발하여, 

사용자 및 관계자들의 관점을 포괄하여 전체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로봇 

이외에도 전자제품, 디지털 서비스, 유통 및 물리적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 

[9] Design Thinking 은 디자이너의 사고 방식 및 

솔루션 도출 과정이 기존의 연역 또는 귀납적 

논리와 차이가 있음을 Cross 가 처음 제시한 

이후[5], Buchanan 이 디자인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의 특이성을 기술하였다[3]. 최근 IDEO 및 

Stanford 에서 빠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 디자이너를 위한 

design thinking 과정을 제시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2]. Design thinking 프로세스 중 

하나인 Double Diamond 는 2005 년 영국의 공식 

기관인 Design Council 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방법론 모델이며, 이 모델은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두 개의 다이아몬드로 

시각화한 모델이다.[13] 우리는 Double 

Diamond[6]와 기술 및 P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Quad Diagram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그림 1 참고) 기존의 Double 

Diamond 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전 단계에서 발산과 

수렴(Diverging&Converging)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디자인 프로세스 방식은 

소수의 목표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사용자 조사를 

하였으며, 2 차 사용자 조사에서는 co-

design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Co-design 

프로세스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에 사용자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 서비스를 기획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의 니즈와 기회 

영역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컨셉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구체적으로는, 1 차 사용자 조사를 통해 목표 

사용자 군의 user daily journey 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집에 함께 있더라도 가사일 때문에 

신경 써 줄 수 없는 caregiving 이 어려운 

시점들을 발굴하였고, 2 차 사용자 조사에서 co-

design process 를 통해 1 차적으로 디자이너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use case list 및 디자인 구체화를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3 차 사용자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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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uble Diamond 프로세스-British Design 

Council, 2005 / Quad 디자인 프로세스  

 

사진 1. 1 차 사용자 조사 사진(좌)/ 2 차 사용자 조사 

사진(우) 

                                                                                                                                                                                                                                                                                                                                                                                                                                            

3.2 Target User Daily Journey  

홈 내의 목표 사용자(사용자 조사 

대상자)는 30~40 대의 맞벌이 부모로 

한정하였다.(표 1 참고) FGI 와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1 차 

사용자 조사의 주 목적은 목표 사용자의 Journey 

map 을 작성하여 기회 영역과 니즈를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조사 대상자가 

직접 Journey map 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빨간 스티커)과 행복한 순간(파란 

스티커)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조사 

대상자는 완료한 자신의 Journey map 을 직접 

발표하였다. 완성된 7 인의 Journey map 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공통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하나의 Journey map 으로 

통일시켰다.(그림 2 참고) 주요한 기회 영역은 

다음과 같았다.  

- ‘청소 시간: 주말과 주중 저녁시간은 집안일의 

꽃이에요. 세탁기도 하루에 두번씩 돌려요.’,  

- ‘식사 시간: 반찬 구독 서비스를 통해 받아서 

먹어요. 직접 음식 해 먹는 것은 힘들어요.’,  

-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아이가 너무 걱정되요.’,  

- ‘휴식 시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아이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잠재적인 use case 를 도출하기 

위해 목표 사용자를 세분화 하였다. 

1) 자녀 돌봄이 필요한 사용자 (Caregiver) 

2) 가사 노동 시간이 부족한 사용자  

‘1) 자녀 돌봄이 필요한 사용자(Caregiver)’는 집에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자녀를 신경 쓰고 

싶은 의지 대비 실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혹은 혼자 만의 

휴식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2) 가사 노동 시간이 부족한 사용자는 휴식시간이 

부족하며, 가사일을 대신 해줄 도우미가 필요한 

사용자이다. 우리는 두 카테고리의 사용자 

중 1)번의 사용자에 집중하였으며, Journey 

map 으로 도출된 주 3 가지 카테고리(자녀 돌봄, 

서빙 전용, 미디어 재생)를 나눠서 가능한 Usecase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표 2 ] 

표 1. 맞벌이 부모 대상자 

 

사용자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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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ser Journey_사용자 03(상) / 디자이너가 

통합한 User Journey (하) 

 

 

표 2. Usecases & Needs  

category Sub 

category 

Usecases  Needs 

자녀, 집 

케어 

자녀 돌봄  1.원격에서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영상통화하기 

상(5) 

2.가족구성원이 집에 오면, 

촬영하여 모바일로 전송해주기 

상(4) 

3.전문가로부터 원격지도 학습 

받기  

중(3) 

6.아침에 자녀 방에 찾아가 

알람음악으로 깨워주기 

상(7) 

집안 

모니터링 

1.로봇이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스캔하여, 위험상황 감지되면 

알리기  

상(6) 

2.원격으로 제어하여, 밖에서도 

언제나 집안 모니터링하기  

중(3) 

휴식 

제공  

서빙 전용 1.음료, 과자 냉장기능으로 

보관하기 

하(0) 

2.내가 요청하면 다가와 음료나 

과자 제공하기  

중(3) 

3.물건을 옮길 때, 함께 옮기기  중(2) 

4.내가 쉴 때 스스로 감지하여, 

다과 제공해주기  

하(0) 

미디어 

재생 
1.듣고 싶은 음악 내 주변에서 

들려주기  

하(1) 

2.TV 로 영상을 볼 때, 영상 소리를 

확장하여 들려주기   

하(1) 

3.내가 휴식 중일 때, 자동으로 

음악 틀어주기  

하(0) 

 

3.3 Co-Design Session 

2 차 사용자 조사는 목표 사용자인 30~40 대 

맞벌이 부모와 Co-design 세션(Session 

1,2)진행하였다.  2 차 사용자 조사의 주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이너가 발산을 통해 

디자인한 use case lists 중 사용자의 필요성과 

걸맞는 use case 를 찾는 것이다. Session1 에서는 

디자이너가 1 차 발견점 기반으로 만든 Usecase 

lists[표 2] 중 참여자가 필요한 기능인지 여부를 

투표하였다. 필요한 기능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기능은 2 개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녀 돌봄에 높은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Session2 에서는 

디자이너가 만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의 5 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진 45 장의 이미지 

카드(그림 3-1 참고) 중 몇 가지를 골라 직접 

본인의 로봇을 디자인해 보이는 Co-design 을 

가졌다.(그림 3-2 참고) 맞벌이 부모는 실제 함께 

있지 않더라도 자녀를 모니터링하거나, 간단한 

케어를 대신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자녀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큰 카메라와 라이더를 통해 자녀를 

기록해주는 로봇과 자녀의 정보를 수집해주는 

로봇이 도출되었다. Co-Design 세션의 결과로, 

우리는 RaaS(Robot-as-a-Service)를 통해 

어디서든 Caregiver 가 자녀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컨셉을 잡았다.  

그림 3-1. 이미지 카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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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o-design 세션 결과물(예시) 

 

 

4. 디자인 결과물  

4.1 서비스 구조도 

우리가 제안하는 홈 내에서 케어–제공자를 돕는 

로봇 서비스(RaaS)는 인식-판단-행동 과정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1) 인식-판단 과정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인식 결과가 

로깅되면 로봇의 연관 기능을 '판단' 하고, 2) 행동 

과정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로봇이 '판단' 한 

연관 기능의 실행 여부와 시점을 원격의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그림 4)   

그림 4 RaaS 서비스 구조도  

 

4.2 홈 케어 로봇  

홈 케어 로봇은 실제 데모 가능한 개발된 로봇이며, 

사운드, 발화(TTS), LED, 헤드 디스플레이, 주행, 

헤드 모션이 가능한 로봇으로 설계하였다.  제품은 

크게 Head 와 Body 가 나누어져 있으며, 

Head 부에는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디스플레이 

및 상태표시 LED 가 있으며, Body 부에는 

사용자와의 거리 및 장애물 인식 가능한 Lidar 외 

센서류, 로봇의 모드를 표시하는 LED, Wheel 이 

포함되었다. 로봇의 높이는 550mm 로 성인 무릎 

높이이며, 폭은 280mm 이다.  

4.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은 원거리에 있는 케어 

제공자(Caregiver)가 개입하여, 케어 대상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로봇이 

집에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어 제공자와 소통하는 

서비스이다. 로봇은 케어 대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행동인식 인식률로 인해 신뢰도 낮으며, 단일 

행동으로 필요한 케어서비스를 유추하기에 context 

판단 부족 하여 여러 인식 결과를 쌓아서 판단해야 

한다. 케어 제공자에게 관련 연관 기능 

후보(=서비스 카드 후보)들을 제안하고 이를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로봇의 서비스 중 상태와 

로봇 뷰를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완료 후 

만족도와 자동화 루틴의 추가 여부를 선택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RaaS 의 여러 기술적 장점을 

활용해 로봇과 사용자가 co-work 하도록 해, 

로봇의 행동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할 수록 지능이 

발전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5 참고) 

그림 5 Home-RaaS 어플리케이션 대표 화면  

 

5. 결론 

본 연구는 프로세스, 디자인 결과물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세스 측면으로는 기존에 사용자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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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Double diamond 디자인 

프로세스를 Quad Diamond 로 새롭게 구성하고 

시도했다. Quad Diamond 디자인 프로세스는 

발산과 수렴(Diverging & Converging) 을 각 

단계마다 진행하였으며, 목표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개입시켰다. 목표 사용자의 검증된 니즈를 디자인과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디자인 결과물 측면에서는 로봇-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의 성장이 

가능한 RaaS 서비스 구조를 구성한 것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RaaS 는 기술적 구조일 뿐 홈 환경의 

엔드-유저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로봇은 사용자 개입을 통해 어려운 판단 

없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쌓인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발전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는 3 차 사용자 조사에서는 디자인된 

홈 로봇이 목표 사용자(Caregiver)에게 유용한 지 

검증할 예정이며, 개발된 데모 동영상 프로토타입을 

기존 사용자 조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20 명 이상의 

목표 사용자에게 서베이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완벽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로봇 대비, 사용자 개입을 

통해 신뢰도와 발전가능성을 높인 robot-as-a-

service 로봇에 대해 비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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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자가격리앱, 그리고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같이 여러 

제도를 사용해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을 막고 있다. 

특히 안전 안내 문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동 경로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게 GPS 기반 문자 알림을 

주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0 년 10 월 발송된 안전 안내 

문자는 3,300 여 건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의 시급성이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2 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안전 안내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통해 

타겟 사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COVID-19, 안전 안내 문자,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 

1. 서 론 

1.1 연구배경 

2020 년 1 월, 국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누적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020 년 11월 4일 00 시 기준 26,925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474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1].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와 시급성에서 구별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방수칙과 확진자 현황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확진자 

동선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달 평균 80 여 건이 

발송되던 안전 안내 문자가 3,000 여 건이 넘게 

발송되며 전염병을 안내하기 위해 발송되어야 하는 

문자가 적절하게 발송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문자 발송에는 시간·공간적인 

오차도 존재하는데, 과거에 자신이 방문했던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서 안전 

안내 문자는 며칠 후에 발송되므로 기존 문자체계는 

사용자가 그 지역에 머물지 않는 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공간적으로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때 위치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안전 안내 문자의 

시급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이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쳐 2 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성 홍보 

정도와 안전 안내 문자수신에 따른 국민 피로도를 

고려했을 때, 바이러스 대비 위생수칙 및 

행동수칙을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동 등 11 곳의 지자체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로 

위생수칙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또한 
대다수의 휴대폰 기기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의 

수신을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사람들이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타겟 사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더 폭넓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따랐다 [3, 4].  

1.2 관련연구 

한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행된 정부 대응 정책을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제시했지만, 개별 사용 

자가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5].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 가능한 재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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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질문 

RQ1 

어떻게 하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50 대 이상 사람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RQ2 
어떻게 하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 

 

표 2. 니즈와 인사이트, POV 

니즈 

1)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코로나 

안전 안내 문자만 받음으로써 긴급 

재난 문자 수신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  

2) 재난 문자의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 

인사이트 

1) 사용자별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성가심을 

느낀다는 것  

2) 문자가 오는 것이 성가심에도 안전 

안내 문자 알람을 끄지 않는 것 

POV 

50 대 이상 사용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 안내 문자만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성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인지, 혹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인지에 따라 수신자에게 적절하게 

수신되었는지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6].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재난문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표출함으로써 외국인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재난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7].  

2. 본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률이 높으며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50 대 이상 사람들을 타겟 

사용자로 정하고 [8, 9],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두개의 연구질문을 만들었다 

[표 1 참고].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디자인 

산출물을 만들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했다. 

그리고 선정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Low-fi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타겟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2.1 니즈 찾기 

RQ1 에 답하기 위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잠재적 사용자와 안전 안내 문자 발송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때 인터뷰 대상자는 두 부류였다. 첫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이고 선정 기준은 안전 

 

 그림 1. 공감지도 

안내 문자 발송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두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잠재적 사용자이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50 대 이상, 2) 주당 40 시간 

이상 외부에서 활동, 3)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일평균 1 시간 이상이거나 일평균 50 인 이상과 

접촉하는 사람. 선정된 해당 분야 전문가는 서울시 

안전 안내 문자 발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잠재적 사용자들은 남성 2 명, 여성 

2 명이었다 (M= 58.5, SD= 8.2). 

두 부류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안전 안내 문자 발송 관련 전문가 1 인에게는 

수행하는 업무와 업무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위주로 인터뷰했다. 잠재적 사용자 4 인에게는 안전 

안내 문자 수신 빈도와 내용,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5 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로부터 공감지도를 

작성했고[그림 1 참고], 공감지도에서는 니즈와 

인사이트, Point-of-View (POV) 문장을 만들었다 

[표 2 참고]. 

2.2 솔루션 찾기 

안전 안내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해 2.1 절에서 만든 POV 

문장으로부터 10 개의 How Might We (HMW)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중 3 개의 HMW 를 

선정했다. 선정된 3 개의 HMW 와 각각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각 솔루션이 

유효한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2.1절에서 언급한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3명의 

타겟 사용자와(M=57.68) 경험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다. 첫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GPS 를 사용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되면 사용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했다. 두번째 솔루션도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고령자가 안전 안내 문자 

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가정을 증명했고 

추가로 사용자는 자신과 매우 가까운 거리의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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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정된 HMW 과 선정된 솔루션 

선정된 HMW 선정된 솔루션 

어떻게 하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을까? 

사용자의 지리 정보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긴급 재난 

문자의 내용을 사용자가 

성가시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안전 안내 문자 

서비스에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접근성을 

높인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안전 안내 문자를 

보고싶게 만들 수 

있을까?  

재미 요소를 넣어 긴급 

재난 문자를 보고싶게 

만든다. 

 

정보에 대한 안전 안내 문자만 받기를 원한다는 

가정을 기존 연구결과에서 권고했던 버튼 크기보다 

크게 만듦으로써 고려할 수 있었다 [10]. 

마지막으로 안전 안내 문자에 재미 요소를 넣으면 

사용자가 이를 보고싶어 할 것이라는 가정은 심각한 

사안인 안전 안내 문자에 이러한 재미 요소를 

첨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험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고 

가정을 검증함으로써 두번째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프로토타입이 유효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으로 수행할 수 있는 3 개 

태스크를 만들었다.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지난 안전 안내 문자 확인하기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손쉽게 보기 

스토리보드 작성과 컨셉 비디오 촬영을 통해 

프로토타입이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2.3 Low-fi 프로토타입 작성 및 평가하기 

2.3.1 스케치 및 디자인 산출물 선정 

프로토타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음성출력 등 

다양한 입출력방법을 고려했다. 디자인 산출물은 총 

4 개로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산출물 2 개, 

웨어러블 기기 1 개,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1 개를 

스케치했다. 각 디자인 산출물은 아래와 같다. 

 산출물 1: 스마트폰에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서 

단일 지역에 대해 안전 안내 문자를 지도 혹은 

목록으로 보여주는 방법  

표 4. 각 산출물이 기준에 만족하는 정도 (●: 기준에 

매우 만족함, ◐: 기준에 만족함, ○: 기준에 만족하지 

않음)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산출물 1 ◐ ◐ ● ◐ 

산출물 2 ● ◐ ● ◐ 

산출물 3 ○ ● ● ○ 

산출물 4 ● ◐ ○ ◐ 

 

 산출물 2: 스마트폰에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서 

여러 지역에 대해 안전 안내 문자를 지도 혹은 

목록으로 보여주는 방법  

 산출물 3: 웨어러블 기기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곳에 확진자 발생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웨어러블 기기에 알림을 보낸 후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법  

 산출물 4: 자신이 설정한 지역에 확진자 발생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데스크탑에서 지도와 목록으로 

보여주는 방법  

앞서 언급한 디자인 산출물 4개를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표 4 참고].  평가 결과, 산출물 2 가 기준 

4 개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준 1: 과거에 지나온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기준 2: 자신과 관련된 안전 안내 문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는가?  

 기준 3: 외부로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을 갖추었는가?  

 기준 4: 50 대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기를 사용하는가? 

2.3.2 스토리보드 작성과 Low-fi 프로토타입 

테스트 

산출물 2 를 바탕으로 세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했고, 이때 태스크는 난도 

(difficulty level)에 따라 쉬운 태스크, 보통 태스크, 

그리고 복잡한 태스크로 나누었다. 

 쉬운 태스크: 예방수칙과 관련된 안전 안내 문자 

무시하기  

 보통 태스크: 자신과 관련된 지역의 긴급재난문-

자만 보기  

 복잡한 태스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안전 안내 문자 보기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사용자가 디자인 산출물을 

사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했다.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Low-fi 프로토타입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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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ow-fi 프로토타입 

었다 [그림 2 참고]. Low-fi 프로토타입에 대한 

피드백과 사용성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전에 

인터뷰 또는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1 절에 

언급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 사용자 3 인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프로토타입 수정안 다섯개를 얻었다. 

 예방수칙 버튼과 현재 지역 버튼을 ON/OFF 가 

아니라 한글로 눌렀을 때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시로는 예방수칙 

끄기, 현재 지역 끄기가 있다.  

 너무 먼 과거에 수신된 안전 안내 문자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지정된 기간을 한 

번의 버튼 클릭을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의 예시로는 지난 24 시간, 지난 3 일, 지난 

1 주, 지난 3 주가 있다. 

 예방수칙 버튼을 끄고 켜는 방법으로 예방수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수신되고 서로 비슷한 

예방수칙은 하나로 통합해 배너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화면에 나타낸다. 

 지역별로 수신된 안전 안내 문자의 개수에 따라 

안전 안내 문자가 많이 온 지역은 지도상에 진한 

색, 강한 색으로 표현해 지역 간 수신된 안전 안내 

문자의 수 차이를 시각화 한다. 

 일부 버튼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바꾼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50 대 이상이고 외부 활동량이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안전 안내 문자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알아보고 해결책으로써 사용 가능한 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와의 공감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뒤 프로토타입과 테스트하는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사용해서 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안전 안내 문자에 담긴 정보를 잠재적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앱으로 

구현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많은 인터뷰 대상자와 프로토타입 테스트 

참여자 모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로는 

효과적인 디자인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안전 안내 문자의 종류를 

파악하고 50 대 이상인 60, 70 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Low-fi 

프로토타이핑에서 얻은 수정안으로 실제 동작하는 

High-fi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람들이 안전 안내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향후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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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양손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머리 운동은 입력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hands-

free 하고 낮은 수준의 시각적 주목으로 수행 가능한 

머리 운동 기반 스마트 글라스의 2 단계 계층 메뉴 선택 

기법을 디자인하였다. 머리의 회전 운동의 적절한 가동 

범위 및 적절한 타겟 크기를 탐색한 결과, 수평 방향 

(yaw)범위는 56 도 이내, 수평 방향 타겟의 크기는 

12 도 이상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2 차 

선택 시 타겟까지의 수직 방향 (pitch)거리는 20 도 

이내로, 타겟의 크기는 8 도 이상이 되어야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메뉴 

선택 기법을 디자인하고, 사용자 스터디를 통하여 

시각적 주의 집중이 필요한 다른 주업을 수행하면서 

간헐적으로 메뉴 선택을 할 때의 인터랙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숙련된 사용자들은 시각 피드백 

없이도 음향 피드백 에만 의지하여 5 x 5 격자 형태의 

입력 공간에서 4 가지 타겟의 선택을 74.48%의 

정확도로 4620.98ms 의 응답 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주제어 

스마트 글라스, 메뉴 인터랙션, 머리 운동  

1. 서 론 

2013 년 상용화되기 시작한 스마트 글라스는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 

Google Glass 는 DHL 과 같은 물류 시스템, 석유 시추 

회사, AGCO(트랙터 제조 회사) 와 같은 제조업 공장 

등에 활용되고 있다 [2]. 또한 2019 년에 공개된 

Microsoft HoloLens 2 또한, 건설 현장, 정비, 석유 및 

가스 시추 등 산업 현장을 겨냥하고 있다 [5]. 

Google Glass 를 활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은 카메라를 이용한 바코드 스캔이나 업무 지시, 

관련 정보(도면 등) 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컨펌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호출하여 

확인하고 간단한 조작을 수행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1]. Google Glass 는 주로 음성 명령 및 터치 제스처를 

통해 위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음성 명령의 효율성은 좋지 않고, 양 

손을 모두 주업에 활용하는 경우 터치 제스처도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여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hands-free) 최대한 주업에 방해되지 않게 

메뉴 UI 를 통해 간단한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입력 

기법이 필요하다. 손을 사용하지 않는 입력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머리의 회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머리에 장착한 가속도 

센서나 카메라를 사용한 얼굴 트래킹 기술로 수집된 

연속적인 머리의 움직임을 데스크톱의 커서를 

움직이는 데 활용하거나 [3, 9], 머리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끄덕이는 제스처들을 제안하였다 [6, 7, 8]. 

위 논문들은 머리의 움직임으로 데스크톱을 사용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의 시각 피드백에 의존하여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머리의 회전 

운동(pitch and yaw)을 이용하여 다른 주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계층 메뉴 선택 

기법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2. 머리 운동을 사용한 메뉴 선택 방법 디자인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기법을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여긴 사항은 산업 현장에서 

주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 메뉴 항목 

선택에 필요한 시각적 집중도가 높지 않도록 하는 것과 

2) 이동 상황에서도 선택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먼저 시각적 집중도를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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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적 피드백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의 경계를 

인지시켰다. 또한 회전 좌표 계 상의 2 차원의 

공간(pitch and yaw)에서 복합적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움직이도록 디자인하였다.  

계층 구조 메뉴는 1 단계의 카테고리가 선택된 이후 

2 단계 메뉴가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었다. 개발된 입력 

기법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시작 제스처(예: 머리의 

끄덕거림)를 통해 본 인터랙션을 활성화시킨다. 이후 

수평 방향(yaw)의 움직임을 통해 가로로 위치한 

1 단계 메뉴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커서를 위치시킨다. 

이 때 수직 방향(pitch)의 움직임으로 현 카테고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현 위치의 카테고리가 선택되며 

바로 세로 방향으로 위치한 2 단계 메뉴가 나타난다. 

이후 수직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여 커서를 타겟 항목의 

영역에 위치시킨 후 선택 제스처를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타겟 항목이 선택된다. 

 

그림 1 머리 운동을 사용한 계층 메뉴 선택 인터랙션. 

3. 머리 운동 입력 기법의 가동 범위 탐색 

입력 방법을 구현하기 전, 실제 사용자가 이동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머리의 운동 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머리 운동의 운동 가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경우 118.4±15.0° 

(굴곡-신전), 137.9±13.6° (회전), 87.4±10.6° (옆 

굽힘)으로 알려져 있다 [4]. 그러나 이 수치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걷거나 앉아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입력 기법을 위한 실제적인 머리 운동 

가동 범위로 기존에 알려진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먼저 스마트 글라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이 주어질 때 머리 운동의 2 개의 회전 운동 

공간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1 1 단계 카테고리 선택을 위한 수평 입력 공간 

탐색 및 결과 

수평 방향의 1 단계 카테고리 선택 시 사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평 범위에서 

타겟을 선택하는 사용자 실험을 시행하였다. 

변인으로는 사용자의 움직임(앉은 상태, 걷는 상태), 

타겟 선택 방식(커서 유지, 고개 끄덕임 제스처), 타겟 

크기(4, 8, 12, 16, 20 도), 원점에서 타겟 중심까지의 

거리(14, 28, 42, 56, 70 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스마트 글라스(Epson Moverio BT-300)를 

착용하고 머리 밴드에 부착된 관성 센서를 착용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매 회 피험자는 스마트 글라스의 

화면을 바라보며 머리를 수평방향으로 회전하여 

노란색 선 모양의 커서를 사각형의 타겟까지 

이동시켰다. 타겟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유지하다 

커서가 안에 들어가면 녹색으로 점멸하였다. 그림 2 와 

같이 피험자는 이후 타겟 선택 방식에 따라 커서 유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커서를 타겟 안에 0.5 초 동안 

위치시켜(dwell) 선택하거나 머리를 아래 위로 

끄덕이는 제스쳐를 사용하여(nod) 선택하였다. 

커서가 타겟을 벗어난 경우 타겟은 선택되지 않았다. 

선택된 타겟은 녹색으로 점멸하였다. 매 회 머리 운동 

선택을 마친 후 피험자는 리모콘형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행한 회 차의 머리 운동이 신체적으로 부담되는지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걷는 상황 조건의 경우 

피험자는 건물의 복도를 따라 본인이 선택한 속도로 

걸으며 위와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수평 입력 공간 탐색에 사용된 글라스의 시각 피드백. 

피험자의 학습을 위해 앉은 상태부터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용자의 움직임 조건과 타겟 선택 방식은 

조합되어 총 4 가지 실험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각 실험 

조건 마다 1 개의 연습 블록과 2 개의 본 블록을 

시행하였다. 1 블록에서는 5 가지 타겟 크기와 5 가지 

타겟까지의 거리의 조합인 25 가지 태스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2 회 반복되어 총 50 회씩 진행되었다.  

총 12 명의 피험자(평균 나이 23.08, SD = 3.09) 

로부터 응답의 수행 시간과 신체적 부담 정도가 

수집되었다.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피험자의 움직임, 타겟 선택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 타겟의 크기가 클수록, 원점에서 타겟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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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가까울수록 응답 수행 시간이 짧아지고 신체적 

부담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신체적 부담 

정도에서는 70 도의 거리를 움직일 때 와 4 도의 타겟 

크기를 선택할 때 극단적인 부담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연구진은 실제 인터랙션에서 

타겟까지의 수평 거리는 56 도 이내, 수평 방향 타겟의 

크기는 12 도 이상이 되도록 입력 공간을 설정하였다. 

부가적으로 피험자들은 걷고 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를 사용하여 타겟을 선택할 때 반대의 경우보다 

응답 수행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적 부담 정도가 

증가하였다. 

3.2 2 단계 메뉴를 위한 순차 (수평 -> 수직 방향) 

입력 공간 탐색 및 결과 

위의 1 단계 입력 공간 탐색에서 결정된 수평 방향의 

운동 범위 내에서 2 단계 선택을 위한 수직 방향의 

적절한 입력 공간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용자 실험이 

수행되었다. 변인으로는 사용자의 움직임 (앉은 상태, 

걷는 상태) 1 차 타겟의 수평 방향 거리 (±0, ±28, 

±56 도), 2 차 타겟의 수직 방향 거리 (0, ±20, 

±40 도), 2 차 타겟의 크기 (4, 8, 12 도)가 사용되었다. 

장비는 1 단계 입력 공간 탐색 실험과 동일했다. 그림 

4 와 같이 피험자는 매 회 점 형태로 생성된 커서를 

머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1 차에서는 수평 방향 

움직임을 통해 타겟에 위치시키고, 2 차에서는 수직 

방향 움직임을 사용하여 타겟에 위치시켰다. 1 차와 

2 차 타겟 선택 모두 피험자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점 커서를 타겟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여 

선택을 완료하였다. 1 단계 입력 공간 탐색 실험과 

마찬가지로 피험자는 매 회 진행한 태스크의 신체적 

부담 정도를 ‘예’와 ‘아니오’로 리모콘형 스위치를 

사용하여 선택하였다. 

피험자의 학습을 위해 실험은 앉은 상태부터 

시행되었다. 앉은 상태와 걷는 상태 모두 1 개의 연습 

블록과 2 개의 본 블록이 사용되었다. 1 블록에서는 

6 가지 1 차 타겟 거리, 5 가지 2 차 타겟 거리, 3 가지 

2 차 타겟의 크기의 조합인 90 회의 타겟 선택 태스크가 

진행되었다. 

 

그림 4 2 단계 입력 공간 탐색에 사용된 글라스의 시각 

피드백. 

총 12 명의 피험자(평균 나이 22.83, SD=4.74)로부터 

응답의 수행 시간과 신체적 부담 정도가 수집되었다. 

결과는 그림 5 과 같다. 

1 차 타겟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 차 타겟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 차 타겟의 크기가 클수록, 응답 

수행시간이 짧아지고 신체적 부담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수평방향의 머리 운동만을 

사용한 1 단계 입력 공간 탐색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태스크의 신체적 부담 정도는 2 차 타겟까지의 거리가 

40 도일 때 극단적으로 상승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연구진은 위의 1 차 선택의 입력 공간과 더불어 2 차 

선택 시 타겟까지의 거리는 20 도 이내로, 타겟의 

크기는 8 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 수평 방향에서의 1 단계 선택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 수행 시간 및 신체적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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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리 운동을 활용한 글라스 메뉴 시스템 

효율성 개선 

이 논문의 목표는 양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용자가 수행하는 주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층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입력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업의 시각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스마트 글라스의 화면을 보지 않고도 자주 

활용하는 아이템을 단축 동작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입력 

기법의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시각 

피드백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음향 피드백을 

도입하고, 음향 피드백의 유무의 효과를 사용자 실험을 

통해 비교하기로 하였다. 피드백이 존재하는 경우 머리 

운동을 통해 커서가 타겟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클릭 

음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진은 사용자가 시각적인 

집중력을 최대한 주업에 유지하면서 스마트 글라스 

화면을 보지 않고도 음향 피드백에만 의지하여 머리 

운동을 사용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1 글라스 GUI 가 있는 상황에서 오디오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계층 구조 선택 방법의 효율성 확인 

비교 실험을 위하여 시각적인 주업이 있는 상황에서 

머리 운동 선택 방식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타겟을 

선택하는 부업을 수행하는 환경을 설계하였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는 머리 운동 입력 공간 탐색 실험에서 

사용한 장비들과 동일한 장비를 착용하고 앉은 

상태에서 과업을 시작하였다. 시각적인 주업으로 

피험자들은 27 인치 PC 모니터의 전체 화면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30 개의 두 자릿수 숫자 중 

‘57’이라는 숫자를 찾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은 4 초 안에 응답을 결정하여 ‘57’이라는 

숫자를 발견한 경우 키보드의 a 키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d 키를 선택하도록 안내 받았다. 머리 운동 선택을 

사용하는 부업은 주업을 수행하는 와중 무작위 시간에 

안내되었다. 머리 운동 선택의 입력 범위는 1 차 선택에 

수평 방향 20 도 크기의 타겟 5 개와 2 차 선택에 수직 

방향 10 도 크기의 타겟 5 개가 연달아 배치되어 있는 

5×5 의 형태였다. 부업은 시작할 때 음성으로 “2, 1”과 

같이 특정 좌표의 타겟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동시에 목표 타겟의 좌표, 가로 방향의 사각형 타겟 

5 개와 적색의 점 커서를 스마트 글라스 화면에 그림 

6 과 같이 표시하였다. 타겟의 좌표는 중앙(0,0)으로 

삼았다. 부업이 안내되면 피험자는 주업을 수행하는 

와중 머리 운동을 사용하여 선택을 완료해야 했다. 

피험자의 학습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동작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실험에서 타겟은 고정된 4 개만 사용되었다. 

타겟 선택의 방식은 2 단계 머리 운동 입력 공간 탐색의 

실험에 사용한 조건과 동일하였다. 

그림 6 머리 운동 선택을 위한 글라스 GUI. 

독립 변인은 음향 피드백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가지로 나뉘었으며, 피험자들을 2 개의 

무리로 나누어 수행하는 실험 조건의 순서를 다르게 

하였다. 각 조건 별로 3 블록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 블록이 5 분 동안 진행되었다. 해당 시간 동안 주업은 

75 회, 부업은 16 회 나오도록 조정되었다. 

총 6 명의 피험자(평균 나이 23.5, SD=2.75)를 

대상으로 주업의 태스크 수행 성공률, 응답시간과 

부업의 태스크 수행 성공률, 응답 시간이 수집되었다. 

결과는 그림 7 과 같다. 

 

그림 5 2 단계 선택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 수행 시간 및 신체적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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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업의 

정확도는 평균 77.04%, 응답 시간은 2710.94ms 

였으며, 음향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업의 

정확도는 평균 79.26%, 응답 시간은 2754.176ms 였다. 

주업의 정확도와 응답 시간은 1-way ANOVA 분석 

결과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업의 경우 음향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정확도는 78.13%, 응답 시간은 4646.84ms 였으며, 

주어진 경우 정확도는 77.78%, 응답 시간은 

4459.09ms 로 나타났다. 부업 또한 1-way ANOVA 

분석 결과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음향 피드백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 

연구진이 제안한 머리 운동 계층 구조 선택 방식은 

시각적인 부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 77.96% 

정도의 타겟 선택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평균 

4552.97ms 정도의 응답 시간을 보임으로써 주업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수용 감각과 주변 

시야를 확인하는 능력만을 사용하면서 계층 메뉴의 

선택이 가능함을 암시하였다. 

 

그림 7 스마트 글라스 GUI 가 존재할 때 음향 피드백의 

조건에 따른 주업 수행 성공률 및 응답시간, 부업의 성공률 

및 응답시간. 

4.2 시각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계층 구조 선택 방법의 효율성 확인 

위의 실험 후 제안한 인터랙션 방식이 최종적으로 

숙련되었을 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동일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은 

위의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스마트 글라스의 GUI 를 

제거하고, 즉 적색 점 커서, 사각형으로 배치된 

타겟들을 볼 수 없게 시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실험을 

통해 머리 운동 계층 구조 선택 방식에 익숙해진 

숙련자들이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 아이템 선택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다. 본 

실험은 선행된 실험과 약 3 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각 조건에 대해 선행된 실험과 

동일한 상황에서 2 분 정도 연습을 진행한 후, 스마트 

글라스 GUI 를 제거한 후 2 분 정도의 연습을 다시 

진행하였다. 그 후 주업 75 회, 부업 16 회가 반복되는 

블록이 2 번 진행되었다. 변인은 선행 실험과 같이 음향 

피드백의 유무였으며,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건의 순서를 각각 달리 진행하였다. 선행 실험과 

동일한 피험자 6 명를 대상으로 주업의 태스크 수행 

성공률, 응답시간과 부업의 태스크 수행 성공률, 응답 

스마트 글라스 GUI 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음향 피드백의 

조건에 따른 주업 수행 성공률 및 응답시간, 부업의 

성공률 및 응답시간 이 수집되었다.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그림 8 스마트 글라스 GUI 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음향 

피드백의 조건에 따른 주업 수행 성공률 및 응답시간, 

부업의 성공률 및 응답시간. 

음향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업의 

정확도는 평균 85.11%, 응답 시간은 2265.53 

ms 였으며, 음향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업의 

정확도는 평균 83.67%, 응답 시간은 2616.19 ms 였다. 

주업의 정확도와 응답 시간은 1-way ANOVA 분석 

결과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업의 경우 음향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정확도는 35.63%, 응답 시간은 5213.59 ms 였으며, 

주어진 경우 정확도는 74.48%, 응답 시간은 

4620.98ms 로 나타났다. 1-way ANOVA 분석 결과 

부업의 정확도는 음향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11.098, p<0.05). 부업의 응답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피험자들의 주업 수행 지표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의 정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시각적인 정보가 제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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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될 때 음향 피드백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음향 피드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된 실험과 비교하여도 주업과 부업의 

수행 지표가 모두 비슷하였다. 이는 계층 구조의 메뉴 

선택을 위한 정보 전달이 시각적인 경로에서 청각적인 

경로로 손실 없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진이 당초 의도하였던 숙련된 사용자들의 

메뉴 선택이 단축 동작처럼 일련의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양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 주의 

집중이 요구되지 않는 계층 구조를 가진 메뉴 선택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머리의 2 차원 움직임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걷는 상황에서도 

인터랙션이 가능한 머리 운동의 범위를 탐구하여 

사용자의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운동 범위 및 

타겟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한 

인터랙션이 시각적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주업 

중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시각 피드백이 없어도 음향 

피드백 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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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스낵시장에서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스낵을 먹을 수 있도록 스낵의 

정보 제공,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낵팟’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발과정을 설명한다. 

‘스낵팟’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 40,000개의 한국 

스낵 DB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세계 모든 

스낵 DB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모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낵의 맛 

데이터를 추가하였고, 이 데이터들은 협업 필터링의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동작한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들과 공급자에게 

소비패턴, DB를 바탕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전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스낵 

선택에 있어서의 선택 피로 문제, 정보제공의 어려움, 

신뢰를 잃은 현 스낵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함으로써 즐거운 스낵 소비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빅데이터, AI, 데이터 기반 스낵 추천 알고리즘, O2O 

연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1. 서 론 

1.1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의 스낵 과자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2020년 상반기의 스낵 과자의 매출은 

약 8천억 원이고, 매년 100~200억 원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1]. 이는 생활에 필수적인 다른 

산업군보다 큰 시장 규모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외식 산업은 

힘들어졌지만 그만큼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면서 과자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스낵 

판매량이 20% 가까이 상승했다[2].  

하지만 이렇게 활발해진 스낵 시장 임에도 모든 스낵 

제품을 총망라한 스낵 플랫폼이 없으며, 플랫폼들은 

산재되어 있다. 소비자의 취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고급 정보를 원하고 있다. 

스낵팟은 이러한 스낵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소비 패턴 제공, 또한 DB를 바탕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3]. 

1.2 문제 인식 

스낵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낵 시장 

안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스낵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낵 시장은 농심, 오리온, 

크라운과 같은 소수의 대기업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대기업들은 자신의 

점유율을 내주지 않기 위해 마케팅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마케팅 과정이 자사의 

채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사의 채널에서 

직접 만든 스낵을 홍보하기 때문에 제품의 장점만 

얘기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스낵 정보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4].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새로운 스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 피로를 느낀다. 시대에 따라 기호와 

입맛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매달 많은 수의 새로운 스낵을 출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낵에 대한 정보 없이 편의점에 

들어간 소비자들은 많은 수의 새로운 스낵 앞에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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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해외 스낵에 대해 겉 포장지만 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에 

나가기 힘들어진 소비자들이 점점 더 수입 과자를 

찾고 있다. 외국에 갈 수 있는 수단이 막히자, 해외 

현지에서 경험했던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5]. 하지만 소비자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 스낵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대부분 겉 

포장지를 보고 맛을 유추하거나, 맛을 리뷰한 SNS를 

찾아보며 맛을 유추할 뿐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한다. 

 

2. 플랫폼 강점 

2.1 플랫폼의 특수성 

앞서 얘기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스낵팟 프로젝트의 

강점을 얘기하자면, 플랫폼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개별적인 스낵 유통 기업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형성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스낵에 한정된 데이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스낵팟은 일상에서 접하는 스낵, 

간식이라는 특수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스낵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소비자의 스낵 평가 

데이터와 개별 스낵에 대한 특징 분석 데이터로 

구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게 된다. 스낵팟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스낵 카테고리에서의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낵, 간식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글로벌한 것으로 향후 스낵팟 

어플리케이션의 세계화에 있어서도 플랫폼 측면의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2 스낵 데이터 

스낵팟의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스낵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특출난 데이터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이다. 스낵팟은 대한 상공 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약 40,000개의 스낵 DB를 보유하고 있고. 쿠키, 

파이, 껌, 사탕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카테고리화 시켰다. 여기에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스낵 데이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낵의 맛 데이터를 추가하였고, 그 외 재료, 성분, 

마케팅 문구, 식감 등의 추가 정보를 정부의 바우처 

사업 지원을 통해 추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능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리뷰 DB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더해서 소비자의 성향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정확도가 높고 유의미한 패턴 분석을 통한 취향 추천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3 데이터 종류 

스낵팟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크게 

‘사용자의 스낵 평가 데이터'와 ‘스낵 맛 특징 

데이터'로 구성된다.  

스낵 평가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이 경험한 

스낵에 대해서 10점 척도 (0~5점, 0.5점 단위)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사용자가 경험하지 못한 

스낵의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경험한 스낵은 

긍정적(5점) 또는 부정적(0.5점) 사이의 10개 값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영화 리뷰를 

위한 평점’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켓 평점’에서 

직관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낵 맛 특징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용자와는 

상관없이 스낵 자체적으로 가지는 맛의 특징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스낵이 가지는 맛을 

짠맛, 단맛 등의 5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하나의 

스낵이 길이가 5인 특징 벡터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낵 맛 특징 데이터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스낵 특징 벡터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k 평균 (k-means)를 포함한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6]을 적용해 유사한 

스낵끼리 묶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벡터간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포함해 

다양한 거리 계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단일 스낵 

정보에 접근하였을 때 가장 유사한 스낵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낵 맛 특징 데이터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레이블 

작업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스낵 평가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평가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로감을 적게 느끼면서 최대한 

많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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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별점 평가 및 맛 데이터 예 

2.4  스낵 추천 알고리즘 

스낵팟에서 개발하는 스낵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스낵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된다. 스낵 평가 데이터의 형태를 

생각하면 m명의 사용자와 n개의 스낵이 있을 때 m x 

n 크기의 매트릭스로 볼 수 있다. 해당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값은 특정한 사용자 x가 특정한 스낵 y를 

평가한 점수 (0~5, 0.5 단위) 가 되며, 해당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크게 메모리 기반과 모델 

기반으로 나누어지며[7], 그 중에서도 스낵팟의 스낵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된 추천 알고리즘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8]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아이템 매트릭스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이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다. 즉, 

스낵 추천을 위해서 스낵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스낵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스낵 

중에서 가장 평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k개의 

스낵을 정렬된 항목에서 추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스낵을 추천받아 이를 

본인의 스낵 경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된다. 

3.  앱 서비스 

3.1 핵심 기능 

스낵팟 앱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추천 서비스이다.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스낵을 선택하고 

평가하면 그 결과값을 토대로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다른 스낵이 무엇인지 추천해준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검색에서도 이용되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스낵을 자연스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2 추가 기능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스낵팟 

앱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다른 스낵 어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맛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시각 그래프를 통해서 제공,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전체적인 스낵에 대한 인기 순위 제공, 

스낵사진을 찍기만 하여도 스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캔 기능, 다양한 나라의 스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기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스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스낵팟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편의점에 가지 않고 방에서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 추천 서비스 및 검색 순위 페이지 예 

 

3.3 이벤트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스낵팟 앱 서비스를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스낵팟이 제공하는 

이벤트 페이지가 있다. 스낵팟은 스낵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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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웹툰, 스낵 게임, 스낵 심리 테스트, 스낵 블로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하여 앱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스낵을 선택하는 과정이 지루하지 

않고 Fun한 과정이 되어가도록 바꾸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진행할수록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은 점점 

더 스낵팟의 빅데이터안에 쌓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좋은 스낵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스낵데이터 수집, 

협업 필터링에 기반한 데이터 추천기술을 통하여 

개발한 스낵 어플리케이션 ‘스낵팟’ 사례를 

설명하였다. 

스낵팟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 도입된다면 과부하 된 

스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스낵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선택 피로를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여행 대신 세계 스낵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스낵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즐거운 스낵 

소비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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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심장질환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대중화와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등의 이유로 현재 심장 건강 
모니터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연구는 타겟 사용자인 심장 질환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통해 타겟 사용자인 심장 
질환자가 실제로 갖는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심전도 모니터링, 헬스케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적 사고 

1. 서 론 

전 세계 사망 원인 1 위는 심장질환이며, 심장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 위로 국내 심장질환 사망률은 높다. 

2007 년부터 약 10 년 동안 41.6%나 증가하였고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국내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 년 119 만 9449 명에 비해 139 만 24 명으로, 

19 만 명 증가했다 [1]. 앞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높은 사망률의 질환으로, 심장 질환자는 
높은 사망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심장 질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 더불어 2000 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후 18 년만인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 심장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며 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진환과 공저자 [3]는 심전도와 

맥파 센서의 제한적 계측 부위와 계측 부위에 따른 
한정된 디자인, 별도의 전극을 부착해야 하는 

한계점을 개선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심음을  

그림 1.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 개요 

이용한 심장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최원준과 공저자 [4]는 심장 상태 
분석의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용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심장 건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실제 심장 질환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심장 
질환자의 심장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의 실시간 
관련 연구가 갖는 한계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 
내용을 보인다. 특히 앞서 다른 연구들 [9, 10]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디자인적 사고 중 공감하기 
(Empathize)를 통해 타겟 사용자인 심장 질환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문제를 정의 (Define)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Ideate)하여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참고]. 

2. 관련 연구 

기존 연구자들은 실시간 심장 상태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을 평가했다. 

2.1 심음을 이용한 실시간 심장 활동 상태 모니터링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심전도 및 맥파 센서이나 심전도 맥박 

센서는 계측 부위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한정되고 별도의 전극을 부착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일상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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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참가자 개요 

식별 코드 나이 성별 선정 이유 

P1 57 여 순환기내과 간호사 

P2 26 남 임상병리학과 전공자 

P3 26 여 임상병리학과 전공자 

P4 26 남 본태성 고혈압 환자 

P5 30 남 부정맥 환자 

P6 48 여 협심증 환자 

심음의 측정을 통한 실시간 심장 활동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심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했다 

[3]. 하지만 타겟 사용자의 니즈 도출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2.2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심장 건강 모니터링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심전도 모니터링 및 분석 
추론 기술은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한 높은 통신 
자원 확보 문제, 하드웨어의 자원 부족, 그리고 

막대한 개발 비용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심전도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다 
[4]. 그러나 이 연구 또한 타겟 사용자의 니즈 파악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2.3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헬스 케어 디바이스가 간소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개인이 심전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논문이 일찍이 
발표되었다 [5]. 외국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은 

많았으나, 심전도 측정 디바이스의 심전도 측정 
능력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만 
중점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6]. 반면에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평가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상태 모니터링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7, 8]. 
박철수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체 

신호의 특징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고정된 
모델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이 형성되는 End-
To-End 딥러닝 모델을 심전도 스트레스 예측과 수면 

상태 모니터링에 적용해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상기는 심탄도를 이용한 연속적인  

그림 2. 위 그림은 공감지도로 왼쪽 부분에 say, do 박스에 
인터뷰 대상자가 말하고 행동한 내용, 오른쪽 부분의 think, 
feel 박스에 인터뷰 대상자가 생각하고 느낀 내용을 보인다. 

심박수 모니터링 및 당뇨 예측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들 또한 타겟 사용자의 니즈 파악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심전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의 잠재적 
사용자들과 순환기 내과와 임상 병리학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디자인적 사고에 의해 
니즈를 파악했다. 연구에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4. 실험 방법 

4.1 공감하기 

여자 3 명의 관련 전문가 3 명, 환자인 잠재적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3 명이다. 반구조적(Semi-

structured) 인터뷰로 진행하고, 인터뷰 대상에 따라 
질문 내용을 달리 했다. 환자인 잠재적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경우, 본인의 질병에 대한 고민과 기존  

장비와 애플리케이션의 불편한 점을 중점적으로 
인터뷰했다. 전문가의 경우,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유용성과 환자와 의사 각각에게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인터뷰했다. 

RQ1 심장 질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갖는 

니즈가 무엇일까? 

RQ2 심장 질환자가 갖는 니즈를 반영한 심장 

모니터링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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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스트 참가자 5 명(남 3, 여 2)의 평균나이는 
25.4 세이고, 표준편차는 2.7 세이다. 

그림 3. HMW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0 개의 HMW 질문 
중 3 개의 가장 순위가 높은 HMW 질문을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2 문제 정의하기 

4.2.1 공감지도 

인터뷰 결과로부터 니즈와 인사이트, Point of 
View(POV)를 정의하기 위해 공감 지도 (Empathy 
Map)을 작성했다. 그림 1 은 모든 인터뷰로 제작된 

하나의 공감지도이다. 

4.2.2 POV 도출 

공감지도로부터 얻은 타겟 사용자의 니즈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엮어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의 POV 를 

도출했다.  

POV: 심장 질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 기능이 필요하다. 

4.3 아이디어 도출하기  

정의된 POV 로부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그림 4.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Low-fi 프로토타이핑으로  
제작한 UI 페이퍼 프로토타입 

 

방향성을 찾고자 How Might We (HMW)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했다. 그 중 가장 순위가 높은 
3 개의 HMW 질문을 선정했다. 각각의 가장 순위가 
높은 HMW 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했다. 여기서 3 개의 가장 순위가 높은 
해결 방법을 선정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HMW 
3 개에 대한 가장 순위가 높은 해결 방법 3 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순위가 높은 HMW 는 다음과 같다. 

1. 어떻게 심전도 리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까? 

2. 어떻게 사용자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 

3. 편의를 위한 어떤 추가 기능을 제공할까? 

가장 순위가 높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심전도 값을 자동으로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로 

전송한다. 

3. 패드 부착 위치를 그림으로 설명한다. 

4.4 프로토타이핑 

난도별  태스크 2 개를 만든 후, 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첫 번째 태스크는 

간단한 태스크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격 진료를 의뢰하여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태스크는 복잡한 태스크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에 외부 버튼을 이용해 

식별 코드 나이 성별 선정 이유 

TP1 24 여 심장 질환자 

TP2 25 남 심장 질환자 

TP3 30 남 심장 질환자 

TP4 22 여 심장 질환자 

TP5 26 남 심장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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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프로토타입의 주요 화면, 메시지 전송 기능을 담는 

메인 화면 (a)와 외부 장치 및 기타 설정 진입 화면 (b)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원격 진료 기능을 동작 
시켜 사용자 본인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해 각각의 태스크 수행 

과정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다. 

4.4.1 페이퍼 프로토타입 만들기  

작성된 스토리보드을 기반으로 Low-fi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화면은 그림 
5 와 같다. 그림 5.(a)는 사용자가 메인 화면에서 

진료하기 버튼을 이용해 특정 의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의 화면이다.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첫 번째 
태스크의 원격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림 5.(b)는 

외부 장치 및 기타  설정의 진입 화면이다. 조작 
가능한 외부 장치는 응급 상황 요청을 위한 
디바이스의 외부 버튼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답변이나 기타 동작을 위한 디바이스의 진동 
모듈이다.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두 번째 태스크의 

외부 버튼을 위한 설정을 할 수 있다. 

4.4.2 테스트 

타겟 사용자인 심장 질환자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Low-fi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평가했다. 

실험에 적용된 태스크는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으며, 
실험은 Wizard-of-Oz 기법으로 진행됐다 [11]. 
시나리오에서 참가자의 상황과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태스크의 목적 이외에는 실험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참가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기능은 충분하지만 설정 버튼들이 긴급용 버튼으로 
느껴진다. (TP1) 

메인 화면에 빈 공간이 많다. (TP2) 

의사 초상화를 클릭하거나 하여 의사 정보를 얻고 
싶다. (TP3) 

기능은 잘 설계되어 있지만 “뒤로 가기” 같은 버튼이 
없다.（TP4）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의 모양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TP5) 

5. 고찰 

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l  심장 질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어한다. 

l  심전도 분석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환자가 
언제든 의사에게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강조하는 
차별성은 타겟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디자인 

방식을 채택했다는데 있다. 심장 질환을 가진 
사용자와 의료진과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심전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도출하고, Low-fi 프로토타입 
고안 및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한 것에 연구 동기 및 
방향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기반으로 심장 
질환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HMW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UI 을 디자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장 질환자가 모바일 
심전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연구와 다르게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타겟 
사용자인 심장 질환자와 의사와 공감하여 니즈를 

파악함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공감하기에서 전문가와 관련 인물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를 공감지도로 
나타내어 추론과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정의한 문제는 심장 질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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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여 해결 방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해결 방법은 외부 입출력 장치와 
호환되는 심전도 원격 진료이다. 해결 방법을 Low-fi 

프로토타이핑으로 제작하여 Wizard-of-Oz 기법을 

통해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했다. 

7. 한계 

본 연구가 갖는 첫 번째 한계점은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없어 실용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High-fi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한 테스트 진행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한계점은 제한적인 관찰이다. Wizard-

of-Oz 방식으로 한 실험을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자가 한 명이라는 제한적 
관찰이 발생했다. 이는 다음 연구에서 재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후속 연구로는 High-fi 프로토타입 
구현하고, 다수의 다양한 인원에게 테스트를 받아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것인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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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반려 동물들을 위해 수의 x-ray 영상과 

영상 내에서 판독한 진단 기록을 활용하여 딥 러닝 

기반 수의영상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데이터는 반려견들의 x-ray 영상 

데이터와 그에 대한 각 다리의 슬개골 탈구 판독 

결과로 총 203 개의 소규모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으며 실제 CNN 모델을 활용하여 슬개골 

탈구 증상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를 했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객체 검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모델링 단계와 분류 네트워크를 통한 

판독 단계를 통해 슬개골 탈구에 대한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판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수의 영상, 슬개골 탈구, 딥 러닝, 소규모 데이터 셋, 

객체 검출, 분류  

1. 서 론  

1.1 소개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들이 비 

대면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꾸준히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속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1]. 특히 

기술별로 시장을 세분화하였을 때 딥 러닝 분야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의료 서비스에 딥 

러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이러한 상황속에 반려동물을 위한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의학에 영상을 활용한 역사는 매우 

짧으며 소형 동물 병원 같은 경우에 영상 촬영 

장비를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수의 

영상의 데이터 수가 많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도 

적은 수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객체 검출 네트워크와 데이터 모델링 

단계를 거친 데이터는 판독을 위한 분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은 판독 

가능한 증상들 중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 증상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이 연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영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수의사들의 진단을 보조하고자 한다.  

1.2 관련연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분석의 정확도나 분석의 속도를 높이는데 

활용된다. 또한 딥 러닝을 활용하여 의료부문에서는 

의료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 내에 식별이 가능한 

질병을 인식하여 판독하는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는 3D 골격의 실시간 

다중 스케일 행동 감지를 위해 골격을 이루는 

관절들의 각도, 각속도 데이터를 통해 행동을 

분류하는 연구가 있다[2]. 이 연구에서는 SVM-

RFE 를 활용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서 강력한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행동을 분류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정확한 실시간 행동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2-3]. 또한 강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우량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 처리, 판독 신경망 모델의 측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연구가 있다[4].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해 특이 스펙트럼 

분석(SSA)을 판독 신경망 모델에서는 모듈형 인공 

신경망(MANN)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검증하였다[4].  

그리고 딥 러닝을 활용한 영상 판독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컴퓨터 보조 

진단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연구가 있다[5]. 이 

연구에서는 MRI 신경영상(Neuroimaging)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AD)이 있는 뇌의 영상과 

정상(Normal Condition)적인 뇌의 영상을 구분하는 

네트워크와 알츠하이머의 전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MCI)가 있는 뇌의 영상을 구분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각각의 모델을 평가했을 때 

높은 판독 정확도를 달성하여 결과적으로 컴퓨터 

보조 진단 네트워크를 통해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하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화하기 전에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 데이터 셋의 수는 총 311 개의 MRI 

영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사람의 신경영상 

65 개, 경도인지장애가 많이 진행된 사람의 

신경영상 67 개, 경도인지장애가 조금 진행된 

사람의 신경영상 102 개, 정상적인 사람의 신경영상 

77 개를 활용하고 알츠하이머와 정상적인 사람의 

신경영상을 87.76%, 경도인지장애와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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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경영상을 76.92%의 정확도로 

분류하였다[5]. 또한 딥 러닝을 활용하여 가슴 x-

ray 영상을 통해 자동으로 폐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판독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가 있다[6].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의 수는 30,805 명의 서로 

다른 환자에 대한 112,120 개의 정면의 가슴 x-ray 

영상을 14 개의 증상으로 레이블링하여 신경망 

학습으로 28,744 명의 환자에 대한 98,637 개의 

영상을 Train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는 

Test 데이터 셋과 Validation 으로 사용되었다[6]. 

또 망막의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에서는 딥 러닝을 

망막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망막의 위험도 상태를 

분류한다[7]. 이 연구에서는 픽셀단위 분할 기법을 

도입했으며 14,884 개의 레이블링 데이터에서 

887 개의 수동으로 분할 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여 997 개의 Test 데이터에 대해 5.5% 

오판독률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Train 데이터 

152 개를 통해 116 개의 Test 데이터에서 3.4%까지 

오판독률을 낮추었다[7]. 마지막으로 전이성 유방암 

진단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는 딥 러닝을 활용하여 

병리학자와 비슷한 수준의 판독률을 달성하였으며 

병리학자가 이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판독을 할 

때 오판독률이 85%나 줄어들어 판독 시스템이 영상 

전문가에게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8]. 

데이터는 총 400 개로 Train 과 Test 데이터를 각각 

270 개, 130 개를 사용하였다[8].  

1.3 연구목표  

  

그림 1 슬개골 탈구 판독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데이터를 활용한 딥 러닝 

기법으로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 증상에 대한 판독 

시스템을 다룬다. 딥 러닝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신경망을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9].  

슬개골 탈구 증상은 무릎 관절 앞부분,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보이는 둥근 모양의 뼈가 탈구가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증상으로 이것이 그림 1 의 

오른쪽 그림처럼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독한다. 실제 

수의 영상에서는 다양한 뼈들이 존재하며 이 뼈들의 

위치 관계는 개체마다 특징이 모두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훈련이 뒷받침되는 수의 

영상 전문의가 아니라면 판독이 힘들기 때문에 이 

증상을 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1. 선행 연구 모델의 Confusion Matrix 

Model 
True 

Label 

Prediction Label 

Negative Positive 

Raw Data 

ResNet-50 

Negative 14 18 

Positive 14 14 

Accuracy 46.7% 

 

우선 선행 연구로 촬영한 x-ray 영상을 통해 슬개골 

탈구 분류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총 데이터의 

수는 정면 x-ray 데이터 196 개로 이 중 Train 

데이터 136 개와 CNN 기반의 모델인 ResNet-

50[10] 모델을 학습에 사용하며 입력 해상도는 

448x448 로 고정하여 이를 정규화 한 값을 

활용하였고 두 다리 중 한 다리라도 증상이 

발견되면 Positive 두 다리가 모두 정상이면 

Negative 로 레이블링을 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을 

하였다. 실험 결과는 60 개의 Test 데이터에 대해서 

표 1 과 같으며 판독 정확도가 46.7%로 좋지 않았다.  

  

그림 2 선행 연구 모델의 cam 영상 

특히 그림 2 에서 Grad-cam[11]을 통해 특징 맵이 

활성화된 부분을 확인하면 실제 관심이 있는 부분인 

초록색 영역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의 차이를 

더 크게 감지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록색 부분의 영역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객체 검출을 통해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도입하고 

이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통해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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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슬개골 탈구 판독 시스템  

따라서 본 연구는 딥 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 

모델링 단계와 판독 단계를 각각 객체 검출, 분류 

신경망을 활용하여 학습시키고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림 3 과 같이 두 신경망을 조합하여 

수의사 혹은 수의 영상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보조할 수 있는 최적의 슬개골 탈구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데이터 모델링  

2.1 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제 학습 데이터는 반려견들의 

다리를 정면에서 촬영한 x-ray 영상과 이를 토대로 

수의영상전문의들이 판독한 슬개골 탈구 증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활용한다. 슬개골 탈구에 대한 

기록은 한 개체에 슬개골이 왼쪽, 오른쪽에 총 

2 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따로 진단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림 4 임플란트와 성장판 영상 예시  

또한 그림 4 와 같이 임플란트가 있는 개체와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개체 그리고 일반적인 종과 

골격이 달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관절을 가지지 않은 

개체(불독, 닥스훈트, 웰시코기 등)의 데이터는 

배제하여 진행하였다.  

2.2 객체 검출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Faster R-CNN[12]을 객체 검출 

단계에 활용하였으며 이 검출 네트워크를 통해 

출력될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는 RPN 을 통해 다양한 크기, 비율 

영역을 학습시킬 수 있어 작은 오브젝트의 검출, 

특히 슬개골 검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12].  

 

그림 5 무릎 관절과 슬개골 영상 좌표 데이터 모델링  

검출할 객체는 무릎 관절과 슬개골이며 이들을 

검출하여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한다. 그 결과로 

무릎 관절의 영상과 그림 5 와 같은 무릎 

관절상에서의 슬개골의 위치를 나타내는 

영상좌표를 새로운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width, height 의 경우에는 x-ray 촬영을 할 때 

대형견과 소형견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촬영 

영상의 해상도가 다르며 슬개골 탈구는 대형견보다 

소형견에서 12 배나 더 높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해상도의 크기도 슬개골 탈구와 관계가 있다[13].  

3. 슬개골 탈구 판독 모델  

3.1 무릎 관절 영상을 활용한 판독 모델  

판독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무릎 관절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릎 관절이 슬개골을 

포함하며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 관절 영상은 합성 곱 

신경망 기반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같은 ResNet-50[10]을 

판독 모델로 활용하였다.  

3.2 영상 좌표를 활용한 판독 모델  

  

그림 6 DNN(왼쪽)과 LSTMNet(오른쪽) 분류 모델  

슬개골 탈구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게 되어 그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이다. 따라서 영상 좌표를 활용하여 

슬개골 탈구를 판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상 좌표를 활용한 판독 모델은 그림 6 의 DNN 과 

LSTMNet 을 활용하였다[9][14]. LSTM[14]은 

기존의 RNN 을 개선한 방법으로 RNN 에서 

기울기의 소실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에 유리한데 실제 영상 좌표와 슬개골 

탈구 증상 사이에 시계열 데이터의 변수처럼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객체 검출 네트워크에 활용된 네트워크는 [12]이다.  

특징 맵 추출은 Inception-v2[15]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슬개골 크기가 원본 영상에서 작게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앵커의 크기 및 비율을 [0.25, 

0.5, 1.0, 2.0], [0.5, 1.0, 2.0]로 하였으며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는 600x1024 로 하였다. 데이터는 

Train 데이터와 Test 데이터가 각각 143 개, 

60 개가 활용되었으며 학습을 위해 레이블링 된 

객체들의 수는 학습 데이터에서 무릎 관절 282 개, 

슬개골 280 개, 평가 데이터에서 무릎 관절 1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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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 120 개가 있다. Batch 크기는 1 로 한 번에 

학습하는 이미지의 수를 1 개로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검출 모델을 Epoch 을 20,000 으로 하여 

학습한다[12][15]. 학습 환경은 python 3.6, 

Tensorflow 1.15 버전이며 컴퓨터 환경으로 

CPU 는 Intel(R) Core(TM) i5-9600KF, GPU 는 

NVIDIA GeForce RTX 2070 을 사용하였다.  

분류 모델은 앞서 설명한 ResNet-50, DNN, 

LSTMNet 모델을 활용하며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다른 모델을 적용한다. 무릎 관절 영상의 경우 

ResNet-50 을 활용하며 244x224x3 의 영상을 

입력으로 활용한다. DNN 과 LSTMNet 의 경우 

직접 커스터마이징 한 그림 6 과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6 개의 백터를 입력받는다. 총 데이터의 

수는 382 개로 Train 데이터와 Test 데이터는 각각 

267 개, 115 개 활용하였다. Batch 의 크기는 세 

모델 모두 1, Epoch 은 마찬가지로 모든 모델에 

대해 500 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9-10][14]. 

또한 DNN 과 LSTMNet 두 모델의 정확도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둘 중 무엇이 더 좋을 지 

확정할 수 없어 다시 4 차례 같은 조건을 구성하여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9][14]. 학습 환경은 

python 3.8, Tensorflow 2.2 버전에서 진행하며 

컴퓨터 자원으로 CPU 는 Intel(R) Core(TM) i5-

9600KF, GPU 는 NVIDIA GeForce RTX 2070 을 

사용하였다.  

4.2 결과  

  

그림 7 객체 검출 네트워크를 통해 출력된 영상  

실험 조건을 통해 실험(Training)한 결과 [9]객체 

검출 네트워크를 통해 그림 7 과 같이 정면 다리 x-

ray 영상에서 무릎 관절과 슬개골 영상을 분할할 수 

있었다.  

 

표 2. 객체 검출 모델의 정확도  

IoU mAP 
AP 

Joint Patellar 

0.50 0.994 1.000 0.989 

0.75 0.623 0.949 0.297 

 

검출에 대한 정확도는 표 2 를 보면 0.5 IoU 

수준에서 mAP 는 0.994 로 특히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AP 가 1.0 으로 검출에 오류가 없는 

수준이고 슬개골에 대해서 AP 0.989 로 기준을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0.75 IoU 

수준에서 mAP 는 0.623 이며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AP 0.949 로 기준을 만족하지만 슬개골에 

대해서는 AP 0.297 로 기준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출은 거의 없었다.  

 

그림 8 각 분류 모델의 손실 값 그래프  

분류모델의 학습 결과에 대한 손실 값 그래프는 

그림 8 과 같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했을 때에 

비해 데이터 모델링을 거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손실 값이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각 분류모델의 Confusion Matrix 와 정확도  

Model True 
Pred 

Accuracy 
N P 

Raw Data 

ResNet-50 

N 14 18 
46.7% 

P 14 14 

Detected Data 

ResNet-50 

N 66 4 
62.6% 

P 39 6 

DNN 
N 52 18 

78.3% 
P 7 38 

LSTMNet 
N 55 15 

77.4% 
P 11 34 

 

 

그림 9 ResNet-50 의 분할 된 데이터에 대한 cam 영상  

그림 9 에서 분할 된 영상들에 대해 [11]을 

확인하면 데이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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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으로 표시한 슬개골 부분의 특징 맵이 

활성화되어 예측을 하게 되며 예측을 잘못한 경우는 

슬개골 부분이 아닌 다른 곳의 특징 맵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와 그림 2 를 

비교하면 객체 검출 과정이 ResNet-50 모델의 

성능을 확실하게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또한 표 3 에서 모델들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DNN 과 LSTMNet 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결과가 비슷하여 4 차례의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다[9][14].  

 

그림 10 추가 실험의 손실 그래프  

 

표 4. 추가 테스트에 대한 좌표기반 모델 정확도  

Model 
Accuracy 

DNN LSTMNet 

Test1 80.9% 80.9% 

Test2 80.9% 84.3% 

Test3 78.3% 81.7% 

Test4 79.1% 80.0% 

 

그림 10 의 추가 실험의 손실 그래프를 확인하면 

LSTMNet 이 DNN 에 비해 과적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델이며 표 4 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LSTMNet 이 DNN 보다 정확도가 더 크거나 같음을 

확인하였고 앞의 실험 결과를 합산해도 

LSTMNet 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둘 중 LSTMNet 모델이 결과적으로 더 

성능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9][14].  

5. 결론과 한계 및 향후연구  

5.1 결론과 한계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학습을 통한 반려견들의 

슬개골 탈구 판독 시스템을 객체 검출 모델과 판독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구축하려 하며 각 단계에서 

성능을 판단하여 필요 데이터의 모델링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판독 분류 모델을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영상분할 

기법이 모델의 판독성능을 올려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분할 

이후 정확도 올라가는 것과 실제 ResNet-50 모델이 

슬개골 부분에서의 차이를 감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0].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반려견의 정면 x-

ray 영상을 통해 객체 검출 모델인 [12]를 활용하여 

무릎 관절 영상과 슬개골 영상을 검출하였을 때 

무릎 관절의 검출 영상은 IoU 0.75 수준에서도 AP 

0.949 로 정확한 검출이 되어 합성곱신경망을 통해 

슬개골 탈구 판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슬개골은 IoU 0.75 수준에서는 AP 

0.297 로 검출 영상의 상태는 정확하지 않지만 IoU 

0.5 수준에서 AP 0.989 로 슬개골의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수의 영상이 오브젝트의 

위치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에서는 DNN 과 LSTMNet 의 

정확도가 비슷하여 4 차례의 추가 실험을 한 결과 

Test 데이터 셋 손실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 

DNN 보다 LSTMNet 이 과적합에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도 또한 DNN 에 비해 높을 

때가 많다[9][14].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개체의 크기나 슬개골의 위치가 슬개골 탈구 증상과 

시계열 데이터처럼 서로 관계가 있으며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 관계에 대한 학습을 유도했기 때문에 

DNN 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LSTMNet 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4].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수의 영상에서는 

다양한 뼈들이 존재하며 이 뼈들의 위치 관계는 

개체마다 특징이 모두 차이가 있고 위치에 대한 

좌표만을 활용하는 모델은 뼈의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은 DNN 과 

LSTMNet 의 성능이 ResNet-50 보다 좋게 

나타나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CNN 모델이 위치만을 활용하는 DNN 과 

LSTMNet 보다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9-

10][14].  

5.2 향후연구  

본 논문은 적은 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슬개골 

탈구 판독 시스템을 객체 검출과 분류 신경망을 

통해 구현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위치만을 활용한 

모델의 성능이 좋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앞서 말한 디테일에 관해서도 

학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ResNet-50 모델과 LSTMNet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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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특정 집단 및 도메인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지식 공유 서비스는 아직 스마트 스피커에서 시도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의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지적 지식의 교류가 필요한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서비스를 고안하였다. 
프로토타입은 대화 매니지먼트, 대화 디자인, 지식 

베이스의 세 가지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명의 코리빙 스페이스 
거주자에게 Wizard of Oz (WoZ) 및 프로토타입 

배포를 진행하여 사용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보 검색 및 
공유 단계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총 사용량의 

80%였으며, 인터뷰 결과 대화 내 사회적 단서와 
제공되는 지식 범위에 대해 대다수의 참가자가 
만족하였다. 이를 통해 스피커 내 지식 공유 서비스는 

분류 체계를 우회한 직접 검색 및 음성 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함을 도출하였으며, 문제 상황으로서 
사용 환경의 한계와 즉각적 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스마트 스피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지식 공유 및 참여형 서비스를 

새롭게 제시한다. 

주제어 

보이스 어시스턴트,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커뮤니티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cQA) 

 

1. 서론 

인간의 기본 능력인 ‘말하기’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스피커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활동을 매개한다 [1].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소스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스피커 서비스를 제작할 때, 구축하고자 하는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는 중요한 고려 지점이다.  

현재 스마트 스피커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 API, 검색 엔진 등을 활용한 사실 기반의 
범용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구글이 출시한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Google Home)에게 
“세종대왕이 누구야?”, “오늘 날씨 어때?”, “근처 
맛집 추천해 줘” 등의 질문을 하면, 위키백과나 

자체의 오픈 API 를 이용한 검색 결과 중 상위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   

하지만 사용자가 특수한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검색 

행위를 하는 경우 범용적인 정보는 도움되지 못한다. 
예컨대 생활하는 건물의 사소한 규칙을 알고 싶거나, 
특정 교재 내의 수학 문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집단 및 도메인의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웹이나 모바일에서는 동네의 
거래 및 정보를 매개하는 플랫폼 ‘당근 마켓’,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지식을 묻고 답하는 커뮤니티 

‘Stack Overflow’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스마트 스피커에서는 이러한 지식 공유 서비스가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에서 작동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기 위해 코리빙 하우스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들은 

주거 공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 공유의 

유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사용자들이 지식 베이스를 직접 쌓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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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필수적이다 [3].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지식 공유를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를 
위해 (1)대화 매니지먼트(Dialog 

Management) 수준에서 (2)대화 
디자인(Conversational Design) 수준에서 
(3)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수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2. 지식 공유 서비스가 스마트 스피커로 구현될 

때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서비스 설계 후에는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 19 명을 
대상으로 Wizard of Oz (WoZ) 및 프로토타입 
배포를 진행하였으며, 사용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서비스를 스마트 스피커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선행 연구 

2.1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서비스 

지식 공유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질문을 
등록하면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질의응답은 
사용자들이 공유한 정보 즉 공개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4]. 즉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이나 

전문가 네트워크와는 달리, 사용자는 전문성과 상관 
없이 어느 질문에나 답변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준 웹 
검색을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조언이나 의견을 

비교적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지식 공유 
서비스에서는 사회적 참여가 의도된 질문 및 정보, 

조언, 견해 공유를 위한 질문이 모두 나타난다 [5]. 

이러한 창구는 지식 제공자와 탐색자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제공자와 탐색자 사이의 
유사성은 지식 재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6].  

또한 지식 공유 서비스에서는 양질의 답변이 
서비스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사용자가 
답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본 연구가 설계한 지식 공유 
서비스는 이를 위해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 간 유사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보 검색 단계와 

정보 공유 단계를 하나의 흐름에 제시했다. 

2.2 웹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의 특징 

Wikipedia(https://www.wikipedia.org/)는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집단지성 서비스로서, 지식 
검색뿐만 아니라 편집과 개정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식을 생성하고, 콘텐츠와 분류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버전의 문서를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분산적인 정보 관리에 

알맞다 [7]. Yahoo Answers 
(https://answers.yahoo.com/) 또한 세계적으로 
활발한 지식 공유 서비스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포스트하면 다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작성하며, 이러한 질문-답변 쌍은 25 개의 상위 
수준과 1,002 개의 하위 카테고리 내에서 분류된다 

[8]. 이와 달리 본 연구의 서비스는 보이스 
기반으로서, 분류 체계의 탐색 없이 직접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3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사용 양상 및 요소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88 가구의 사용 로그 
65,499 개를 분석한 Bentley 의 연구에 따르면, 4% 

가량의 사용자만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한다.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기능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화형 어시스턴트의 

형태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9].  

새로운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구현할 때에는 대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이 오랜 시간 

향유해 왔던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을 통해 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VUI (Voice User 
Interface)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두로 질문을 하는 것은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말투, 음량, 억양, 속도 등을 통해 정서적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1]. 하지만 음성 
인식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인간의 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대화 
디자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기술적 
한계에 적응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도입하고, 

때로는 인간 대화를 능가하는 기술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10].  

대화 매니지먼트(Dialog Management) 역시 VUI 

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화 매니지먼트란,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사건들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용자의 다양한 발화 양상을 다루기 
위해,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정보 요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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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알아야 한다 [1]. 본 연구는 이러한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대화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고안하였다. 

 

3. 연구 방법 

스마트 스피커 및 연구실 내부의 서비스를 사용할 
특정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 19 명(여성 19 명, 

20 세에서 34 세 사이로 평균 나이 26 세)을 모집해 
구글 홈(Google Home)을 사전에 배포하였다. 
실험을 위해 지식 공유 서비스를 기획한 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WoZ 를 진행함으로써, 사전 
질문-응답 쌍을 구축하고 서비스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WoZ는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후, NLP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 
구축 플랫폼 Google DialogFlow 
(Dialogflow.cloud.google.com)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으로 구현하였다. 
12 일 간의 프로토타입 사용 기간을 거친 후, 
Dialogflow 내에 누적된 사용 기록을 분석하였다.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는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다. 

3.1 보이스 기반의 지식 공유 서비스 설계 

 

[그림 1] 보이스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의 흐름도 

코리빙 하우스 거주자들의  국지적 정보 교류를 
가능케 하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그림 1]과 같이 

기획하였다. 프로토타입의 대화 매니지먼트, 대화 

디자인, 지식 베이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화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웹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의 선질문-후응답 구조[4]를 일부 
차용했다. 오픈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미 질문-답변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답변을 제공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지식 구축을 위해, (a)스피커에게 
질문하는 ‘정보 검색’ 세션과 (b)스피커를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응답하는 ‘정보 공유’ 세션이 

하나의 흐름 안에 탑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의의 정보를 제공하는 ‘랜덤 팁’ 기능도 

마련되었다. 

(2) 대화 디자인의 측면에서, 사용자가 인간-인간 
대화 상황과 유사한 형태 즉 자연스러운 
문장형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전트 

역시  ‘음… 그건 다른 입주민께 여쭤 
볼게요.’처럼 인간의 대화 내 감정을 모방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 공존감 부여를 위해 

“다른 층 입주민이 말합니다.”와 같은 멘트를 
이용하여 대화 내에서 다른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했다.  

(3) 지식 베이스의 측면에서,  이용 가능한 지식 
범위를 주거 공간에 대한 정보와 주변 지리에 
대한 정보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국지적이고 

시의성 있는 경험 기반의 지식으로서, 정보 
제공자와 탐색자 사이의 유사성이 지식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3] 사용자 간의 공통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이스의 내비게이팅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의 주제별 카테고리는 

사용자에게 따로 드러내지 않았다. 

프로토타입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연결하면 곧바로 정보 검색 단계로 

진입하며, 사용자의 질문은 Dialogflow 내에 형성된 
71 개의 엔티티(entity)와 12 개의 정보 
인텐트(intent)에 따라 상응하는 답변을 출력하게 

된다. 정보 인텐트의 종류는 크게 ‘건물’과 ‘동네’ 두 
범위를 다루며, 동일한 엔티티가 입력되더라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출력 답변이 달라지도록 정보 

인텐트가 세분화되었다(건물: 시간, 사용, 비밀번호, 
재활용, 매니저 / 동네: 24시간, 가격, 배달, 분위기, 
근처, 맛, 할인). 매칭된 답변을 출력한 후에는 곧바로 

다른 사용자가 남긴 미해결 질문을 전달하는데, 

미해결 질문은 대화마다 무작위로 제공된다. 

3.2 WoZ 및 프로토타입 평가 

WoZ의 결과, 총 19명에 대해 53개의 사용 기록이 
카카오톡 채널의 대화 방에 누적되었으며, 5 회 

사용자 1명, 4회 사용자 5명, 3회 사용자 6명, 2회 
사용자 3 명, 1 회 사용자 4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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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배포 결과, 총 8명에 대해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기록 21 개가 누적되었다. 하나의 사용 

기록은 서비스를 부르는 순간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는 
순간까지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션 

참여율 및 정보 공유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WoZ와 프로토타입 사용에 참여한 각기 다른 
참가자 8 명에게 서비스 사용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대화 매니지먼트, 대화 

디자인, 지식 베이스의 수준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세션 참여율 및 사용 양상 

 

 [그림 2] Wizard of Oz 및 프로토타입 참여율 

카카오톡 채널 기반 WoZ 의 세션 참여율과 스마트 
스피커 기반 프로토타입의 세션 참여율은 [그림 2]와 
같다. 검색 세션은 [그림 1]의 (a)‘정보 검색’ 세션만을 

이용한 경우로, 다른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검색 및 공유 
세션은 [그림 1]의 (a)‘정보 검색’ 세션과 (b)‘정보 

공유’ 세션을 모두 이용한 경우로, 다른 사용자의 
질문에 문장형으로 응답한 경우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한다.  WoZ 결과, ‘랜덤 팁’을 제외한 

전체 응답 51개 중 문장형 응답은 30개, 모르겠다는 
응답은 9개, 무응답은 12개로 나타나 검색 세션 참여 
응답이 도합 12 개, 검색 및 공유 세션 참여 응답이 

39개이다. 프로토타입 사용 결과, ‘랜덤 팁’을 제외한 
전체 응답 17개 중 문장형 응답은 10개, 모르겠다는 
응답은 5개, 무응답은 2개로 나타나 검색 세션 참여 

응답이 도합 2 개, 검색 및 공유 세션 참여 응답이 

15개이다. 

WoZ 와 프로토타입 사용 결과를 합산한 서비스 

전체의 정보 공유 비율은 검색 및 공유 세션이 약 
80%(문장형 응답 약 59%, 모르겠다는 응답 약 21%), 

검색 세션이 약 20%으로 나타났다. 

4.2 서비스 사용 인터뷰 

WoZ 및 프로토타입 사용 이후, 참여율이 각기 다른 

사용자를 선별하여 사용 만족도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WoZ의 참여율을 기반으로 1회 사용자 
2 명, 2~3 회 사용자 2 명, 4 회 사용자 1 명을 

선정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의 사용 로그를 기반으로 
식별이 가능한 1회 이상 사용자 3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화 매니지먼트 

먼저 모든 참가자들은 ‘정보 검색’ 세션과 ‘정보 공유’ 
세션을 잘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보 검색’ 세션과 

‘정보 공유’ 세션이 연달아(back-to-back)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입주민들끼리 직접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P01) 

“답을 제공받고 다른 입주민의 질문을 전달받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P02) 

“곧바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브 앤 테이크 
같은 형식을 취한 것 같아 살짝 부담감이 들기도 
했어요.” (P03) 

(2) 대화 디자인 

대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족하였다. 특히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였으며, 다른 사용자의 

가시화를 통해 연결성이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답변이 기계식 딱딱한 말투가 아니고,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답장 받는 것 같은 말투여서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P04)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는 느낌이라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 좋았어요.” (P07) 

“그동안 입주자 분들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도 
어색하거나 적절한 연락 방법을 몰랐는데, 그 점이 
해결돼서 좋았어요. 익명으로 전달되니 질문하는 데 
고민을 덜기도 했고요.” (P05) 

“‘같은 층 입주민이 말합니다’처럼 언급하면서 답변을 
들으니 직접 경험담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P06) 

(3) 지식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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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베이스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상황 
맥락이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국지적인 경험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유용함을 느꼈다. 한편 ‘정보 
공유’ 세션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아 
난처했다는 의견과, 아직 정보가 많이 쌓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리빙 스페이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이곳만을 
위한 서비스라서 전 만족했어요.” (P06) 

“광고 글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P04) 

“혼자만 알기 아까운 맛집이나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추천하고 
싶어서 근질거렸던 정보들로 답변해줄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P08) 

“제가 질문했을 때 원하는 답변이 없거나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들(ex. 저렴한 주유소)이 상당히 있었어요.” 
(P05) 

“답하는 구간에서 매번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고 
느꼈던 것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P02)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P07)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 스피커의 범용적 정보 
검색 행태에서 나아가 사용자 간 능동적인 지식 
공유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이스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설계한 후,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검색 및 공유 세션에 모두 참여한 비율이 

80%, 검색 세션만을 참여한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국지적인 지식 베이스의 범위 및 타 
사용자가 드러나는 대화 디자인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만족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지식 공유 서비스를 스마트 스피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디자인 함의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대화 매니지먼트 수준에서, 하나의 플로우에 ‘정보 
검색’ 세션과 ‘정보 공유’ 세션을 연달아 

제시함으로써 정보 공유에 대한 어포던스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색 및 공유 
세션 참여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적절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처럼 ‘정보 공유’ 
세션이 무조건적으로 제시되어 사용자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foot-

in-the-door technique)’ 을 활용해 점진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 대화 디자인 수준에서, 인간 대화와 유사한 문장형 
발화를 받고 대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용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사용자 간 공존감 및 친밀감을 
유발하며, 도메인에 적합한 어투는 서비스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단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했다. 

- 지식 베이스 수준에서, 국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는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작용한다. 경험 기반의 

정보를 누적함으로써 커뮤니티 기반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세션에서 암묵적으로 지식 베이스의 꼴을 

노출하여, 서비스의 지식 범위 내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스마트 스피커에서 

구현된 지식 공유 서비스가 기존 웹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Dialogflow 내 구성된 71 개의 엔티티(entity)와 

12 개의 정보 제공 인텐트(intent)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웹 
서비스에서는 정보 검색 또는 질문 등록을 위해 

범주화된 분류 체계를 탐색해야 하지만, 보이스 
서비스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 편리한 
내비게이팅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접근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대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문해력을 요구하지 않아 활용 가능성이 

크다. 

- 본 서비스는 세션 분리감을 위해 ‘똑똑똑’과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거나,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음… 그건 다른 입주민에게 여쭤볼게요.’ 등 

인간의 대화 내 감정을 모방한 문장을 구사하였다. 
이렇듯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말투, 억양 등의 음성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간 연결 및 

서비스 인게이지먼트를 보다 전략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 이는 본 서비스처럼 특정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더 큰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지식 공유 서비스를 스마트 스피커로 시도했을 

때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스피커는 집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WoZ 에 비해 프로토타입의 
사용 시간대의 분포는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에서도 가용한 보이스 어시스턴트 형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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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유도하거나, 스마트 스피커 사용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방향성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로 답해야 하므로 급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되었듯, 사용자의 답변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보이스 서비스의 특성이 지식 

공유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턴 내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나 깊이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이스 기반의 참여형 서비스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비교 검증함으로써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비스 프로토타입의 경우 
대다수의 참가자가 기술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어 

사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는 시행 및 보완 
중에 있다. 향후 설계에서는 ‘정보 공유’ 세션 내 
사용자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각 사용자가 답변 

가능할 만한 질문을 맞춤화하여 전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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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의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영향력을 반영한 

상권분석 서비스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별 

확진자 수가 상권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반영한 상권분석을 시각화하여 

이용자에게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제어 

코로나 19,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도시각화 

 

1. 서 론 

코로나 19 의 유행은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최소화하였고, 대면 거래 기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는 대면 거래 기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했다[1].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속에서도, 개인 창업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5,862 건 증가하였다[2].  경기침체 속에서 

도피성 창업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존과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창업 성공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다[3][4]. 

정부 단체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6]. 해당 상권분석 서비스들은 임대료, 

소득분위, 유동인구 등과 같은 지표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코로나 19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상권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변수(임대료, 소득분위, 가구 수, 점포 수, 업종별 

거래 건수, 판매액, 유동인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확진자 

변수를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시국의 

시의성을 반영한 분석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별 상권분석 결과를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권 분석에 사용할 코로나 19 관련 

변수를 검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코로나 

19 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않은 상권분석의 결과와 

서울의 실제 상권 동향과 차이가 컸던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2. 지역별 확진자 수가 상권 동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2.1 지역별 확진자 수 

지역별 확진자 수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7]. 데이터는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 월 24 일부터 6 월까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2.2 폐업 수 데이터 

폐업 수 데이터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폐업 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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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8]. 데이터는 2020 년 1, 2 분기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2.3 폐업 수와 확진자 수간의 상관성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구별 

확진자 수와 서울시의 구별 폐업 수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방법으로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쓰이는 수식 1 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식 1.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 (-1 에 가까울 수록 음의 상관관계, 

1 에 가까울 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그림 1 –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폐업 수간의 상관성 

산포도 

 

*** p<0.001  

표 1.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폐업 수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그림 1 과 표 1 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폐업 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수와 

폐업 수는 0.5 의 양의 상관성을 가졌고, 검증 결과 

t 값은 4.01(p<0.001)로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변수는 상권 동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상권 분석 결과와 실제 상권 동향을 통해 

살펴본 서초구  

먼저,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상권을 권역별로 분석해보았다. 

상권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김규현의 연구와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참고하였고, 2020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 임대료, 

소득분위, 가구 수, 업종별 거래 건수, 유동인구, 

점포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9]. 표 2 와 그림 

2 는 해당 변수들을 통해 서울특별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상권 분석 결과는 권역별 

상권 지표에 대해 순위를 매긴 다음, 이를 

합산하여 매긴 권역별 최종 순위를 나타낸다. 그림 

2 는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지도 시각화를 한 

결과이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점포수(만) 2.8(2) 3.7(1) 1.6(5) 2(3) 2(4) 

소득분위 7.3(2) 8.2(1) 16.6(5) 6.8(4) 7(3) 

가구수(만) 8.1(5) 21.4(1) 16.5(3) 20.3(2) 16.2(4) 

임대료(만) 17.7(5) 12(4) 9.2(1) 10.4(2) 10.8(3) 

유동인구 
(천만) 

90(5) 168(1) 102(4) 122.2(2) 110.2(3) 

거래건수 
(만) 

13(5) 20(1) 12.8(4) 15(2) 13.6(3) 

최종 순위 4.5 위 1 위 4.5 위 2 위 3 위 

표 2. 2020 년 1, 2 분기 기준 권역별 상권 분석 결과 

(괄호 안의 수치는 순위를 나타낸다.) 

 

 

 
Pearson Coefficient T 

폐업수 0.50***(p=0.0002)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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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0 년 1, 2 분기 기준 서울시 권역별 상권 

분석 결과. 파란색일 수록 합산 점수가 높은 상권, 빨간 

색일 수록 합산점수가 낮은 상권. 

 

표 2 와 그림 2 에 따르면, 동남권(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이 가장 좋은 

상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존한 

사업체의 평균 영업 기간과 폐업한 사업체의 평균 

영업 기간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실질적 상권 

동향을 다이나믹, 상권확장, 상권축소, 정체로 

분류하여 보여주는 그림 3 의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동향’에 따르면, 동남권의 

6 개의 지역중 3 개의 구역이 상권 동향이 

축소되거나 상권이 정체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서초구는 창업 진출 시 주의가 

요구되는 상권 동향 ‘정체’ 상태로(그림 3 의 빨강) 

나타났다[10].   

 

그림 3. 2020 년도 2 분기 기준, 서울시 상권 동향 출처: 

2020 년 2 분기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 권 동향 

웹사이트 캡처본, 

https://golmok.seoul.go.kr/visualization.do 

 

이는,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지 않은 상권분석 

변수가 상권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권 분석 결과와 

상권의 실질적 동향의 차이가 큰 서초구의 상권이, 

코로나 19 관련 영향력이 클 것으로 가정하고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4. 상권 분석 서비스 

서비스 구현에 사용한 2020 년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매출 데이터는 KT 빅데이터 플랫폼을 

참고하였다. 서초구 동별 확진자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과 

서초구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교하여 

수집하였고, 동별 소득 분위와 가구 수, 임대료와 

점포 수 데이터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참고하였다[11][12]. 

서초구 내의 모든 행정동 중 우면과 원지동, 

염곡동과 신원동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상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행정동인 서초동, 

방배동, 반포동, 양재동, 잠원동과 내곡동을 

선정하였다.  

 

4.1 서초구 행정동별 상권분석 점수 지도 시각화 

 

그림 4. 서초구 행정동별 상권분석 합산 점수 지도 

시각화 

 

앞서 수집한 변수를 기준으로 서초구 내의 

행정동별 상권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지도시각화의 경우는 변수별 순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소상공인의 상권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대료와 누적 확진자 수 

순위 값은 지표 값이 클수록 순위 값을 낮게 

부여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값이 클수록 높은 

순위 값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순위 값을 

합산할 시, 상권이 좋을수록 점수가 크게 나오도록 

설계하였다. 순위를 통해 변수 표준화를 할 경우 

다른 표준화 방법보다 수의 범위가 넓어 다층적인 

지도시각화 구현을 할 수 있다. 이용 방식은 

사용자가 산업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산업에 대해 

동별 상권 점수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위 그림은 

초록색으로 가깝게 갈수록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권을 

형성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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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초구 행정동별 상권 분석 방사형 그래프 

 

그림 5. 서초구 행정동별 상권분석 지표별 점수 방사형 

시각화 

 
사용자가 특정 산업을 선택하게 되면 앞서 사용한 

변수들의 점수를 방사형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점수는 지도시각화에서 사용한 표준화 

방식과 다르게 매겨졌다. 지도시각화에서 사용한 

순위 합산 방식은, 각 변수 별 미세한 차이를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정 구역별로 미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z-scale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4.3 행정 구역 내 점포 위치 현황 

 

그림 6. 서초구 행정동별 점포 위치 지도 시각화 

 
점포 주소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2020 년 2 분기(6 월 30 일) 기준 생존한 점포들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였다.  특정 산업에 대해 해당 

지역에 점포의 위치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확대해 살펴보면 점포들의 위치와 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전 상권분석 방식에 ‘코로나 19 

지역별 확진자 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상권분석에서 코로나 19 의 영향력을 반영하였다. 

또한, 한눈에 상권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서초구에 한정하여 상권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전체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분석 

서비스에 해당 기능을 확장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력을 

반영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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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현악기의 물리적 작동방식을 

시뮬레이션 하여 음향을 만들어내는 피지컬 모델링 

기반 가상 스튜디오 악기 활용 연구를 주제로 한다. 

본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를 

숨결과 머리 회전이라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는 

MIDI 입력장치 및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디지털 

상에서 실제 악기와 흡사한 가상악기 조작 및 음향을 

가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주제어 

음악, 가상악기, 피지컬 모델링, 현악기 

1. 서 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의 MIDI가상악기들은 20세기 후반과 비교하여, 

실제 악기를 모방하는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신속한 

병렬 컴퓨팅을 지원하는 뛰어난 성능의 다중코어 

CPU 와 고용량 RAM 과 저장장치가 널리 보급되며, 

보급형 컴퓨터도 고음질 음원을 다수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용량과 빠른 디스크 읽기 

속도를 요구하는 샘플링 가상악기 제품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가상악기 제작 방식인 샘플링(Sampling)은 입력에 

맞게 미리 저장된 음원(Sample)을 재생하는 방식이다. 

샘플링을 이용하는 가상악기 제작자는 실제 어쿠스틱 

악기들의 연주를 녹화하여 재사용 가능한 음원으로 

만들어서 일정 음조(note)에 맞추어 라이브러리에 

저장한다. 건반, 미디 기타 혹은 윈드 컨트롤러(Wind 

Controller)와 같은 미디 입력장치에서 가상악기 

소프트웨어에게 어떠한 음조를 출력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처리장치가 라이브러리에서 전달받은 음조에 

해당하는 샘플을 출력한다. 샘플링 방식은 실제 악기의 

녹음된 소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음원들을 

들을 땐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다. Native 

Instrument's Stradivaris, Embertone's Joshua Bell 

Violin과 같은 제품의 사례처럼, 지금까지의 가상악기 

제품 개발은 다양하고 높은 질의 음원을 확보하는 

샘플링 방식을 지향해왔다[1][2].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학술적인 연구들 또한 좋은 MIDI 음원을 

구하는 것이 미디음악의 질적 향상을 가속화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1.2 기존 샘플링 방식의 문제점 

그러나 녹음된 음원을 조합하는데 의존하는 기존의 

샘플링 방식만으로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4]. 

이러한 문제점은 악기의 연주는 여러 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부각된다. 과거부터 

애용되어온 샘플링 방법으로는 독립적인 하나의 

음조만이 재생될 때가 아닌 여러 음원들이 이어지며 

음악을 이룰 때 부자연스러움이 강하게 묻어나온다. 

셈여림처럼 여러 음조가 연결되며 강약이 변하거나 

비브라토처럼 진동하는 속도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향을, 상황별로 녹음된 단일한 음들에 기반을 둔 

샘플링에서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샘플링 기법의 개발자들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등을 도입하며 여러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조합된 음원들은 실제 악기와 비교하면 

현실적인 음색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음이 

무디어지는 합주보다 선율이 명확한 독주 가상악기의 

경우에 그 단점이 극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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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재발견 

 

그림 1 윈드 컨트롤러(Wind Controller)와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 상호작용 원리 

샘플링 방식의 고질적인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높은 

컴퓨터 처리 성능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의 가상악기 

구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거에 

실험적으로 개발되었다가 당시 하드웨어의 한계로 

정체되어 있었던 피지컬 모델링으로 실제 어쿠스틱 

악기와 같은 가상악기를 재구현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실제 전문가의 퍼포먼스를 음원화 시킨 샘플링과는 

다르게 피지컬 모델링은 악기 자체가 내는 물리적 

성질만을 구현한다. 따라서 악기의 기교, 연주 방식, 

연주의 우연성이 일어나는 빈도 등을 가상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만 한다. 샘플링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다면 피지컬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연주자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성질은 피지컬 모델링의 장점이지만, 

사용자가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를 익히는 

진입장벽을 높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샘플링보다 못한  합성음이 

나게 된다는 사실이 피지컬 모델링이 널리 보급되는데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4 이론적 설명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쓰이는 디지털 가상악기 구현 

방식을 크게 샘플링(Sampling)과 피지컬 

모델링(Physical Modeling)으로 나누었다.  

피지컬 모델링(Physical Modeling)은 실제 악기가 

현실에서 소리를 내는 방식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계산을 토대로 소프트웨어로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된 음을 출력하는 방식이다. 피지컬 모델링에 대한 

개념은 20 세기 후반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만족스러운 물리적 계산을 

수행할 컴퓨터 성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컴퓨터라는 기기 자체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신디사이저(Synthesizer)나 샘플링 방식에 비해서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컴퓨터의 연산 처리 장치의 성능이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DSP(Digital Signal Processing)이 

가능해지며 피지컬 모델링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 

피지컬 모델링 방식은 피아노, 기타 그리고 

하프시코드처럼 처음 한 번 음을 내는 순간 

강약(Dynamics)이 결정되는 악기보다 현악기나 

관악기처럼 연속적으로 강약이 조절되는 악기를 

가상으로 구현하는데 더 사실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음의 강약이 전환될 때, 샘플링에서 하듯이 서로 

다른 음원들의 위상을 조절하는 것보다 실제 강약이 

변하는 물리적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악기인 현악기는 활과 현의 Slip-

stick 과 댐핑(Damping) 현상을 통하여 음을 내고 

울림판을 통해서 음을 공명한다. 피지컬 모델링에서는 

이러한 현악기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다. 활이 얼마나 

강하게 현을 누르는지, 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현을 떨며 음의 상태(Pitch)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등의 

물리적 조건을 조절하여 매우 사실적인 현악기 연주를 

구현할 수 있다. 

1.5 연구 목적 

오늘날에는,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가 어쿠스틱과 

같은 수준의 음색을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를 

적합하게 다루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 여년간 

샘플링 악기가 주요 가상 음향의 주요 응용 도구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샘플링 악기에 근거를 둔 

가상악기 조작법과 연구 주제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과 성능 좋은 컴퓨터의 민간 

보급이 이루어지는 현시대에는 샘플링을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현악기 계열의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를 실제로 해당 연주하듯이 직관적으로 

제어하고, 그 음을 현실의 어쿠스틱 현악기에 가깝게 

재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목적은 가상으로 실제와 같은 현악기 음을 

구현하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대중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재현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로써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를 이용할 때, 

미디 건반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가능한 미디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발하고 그에 알맞은 음향 가공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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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주요 도구 소개 및 제작 

 

그림 2 Audio Modeling의 Swam Violin 설정 화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 플랫폼은 

Audio Modeling에서 개발한 SWAM(Synchronous 

Waves Acoustic Modeling)이다. SWAM 은 

2017년 출시되었으며, 샘플링 없이 완벽히 과학적인 

피지컬 모델링으로 어쿠스틱 악기 음을 재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이번 연구에 선택한 소프트웨어이다. 

       제어방식 

특징            
건반형 마찰형 MPE Bowing 

사용성 5 2 4 1 

범용성 5 4 2 1 

표현력 1 2 5 4 

학습의 용이함 5 2 3 3 

소프트웨어 

적합성 
4 3 4 5 

표 1   네 가지 MIDI 컨트롤러 방식의 특성 (1~5점) 

SWAM 소프트웨어로 현악기를 가상으로 재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MIDI 컨트롤러를 총 4 개를 직접 

사용하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용성이란 해당 컨트롤러로 여러 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나타낸다. 범용성은 컨트롤러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악기 소프트웨어만을 표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음들을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표현력은 컨트롤러가 현악기 음을 실제처럼 다채롭게 

묘사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른 것이다. 

학습의 용이함은 해당 컨트롤러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학습하는데 얼마나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른 항목이다. 소프트웨어 

적합성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하여 해당 MIDI 컨트롤러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MPE방식이 가장 높은 표현력을 지녔지만 현재까지는 

polyphonic 방식의 범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피지컬 모델링의 보급 확산이라는 취지를 우선시하여, 

음악 제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인 건반 방식 

컨트롤러를 차용하고, 해당 컨트롤러를 통한 현악기 

재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건반과 별개로 동작하는 CC 제어장치인 브레스 

컨트롤러(Breath Controller)를 통하여 건반의 낮은 

표현력을 단일 음에 대해 MPE 혹은 Bowing 컨트롤러 

수준까지 높여 보완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3 다중 제어장치의 인쇄 회로 기판과 외관 

본 연구를 위하여 건반 제어장치를 주요 미디 

입력도구로 이용할 때, 가상악기를 직관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중 제어장치를 

디자인하였다. 연구를 위한 제어장치는 관성 

측정장치(IMU:Inertial Measurement Unit)를 

탑재하고, 브레스 컨트롤러로서 기능하도록 직접 

제작하였다.  브레스 컨트롤 기능은 인간의 숨결을 

측정하여 손으로 모드윌(Mod wheel)을 조절하는 

방식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CC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해당 하드웨어의 회로는 AVR ATMEGA32U4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측정 범위 

+/- 7kpa 게이지 압력 센서인 MPXV7007 을 

이용하고 해당 센서의 전압을 변화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기기의 입력장치에 입을 대고 내쉬거나 

빨아들이면서 생겨나는 압력과 현재 대기 압력의 

차이를 데이터화 한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고 좌우로 

숙이는 것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ADXL335 기울기 

센서를 탑재하였다. 위의 기기들을 탑재해 제작한 다중 

제어장치는 Pitch,Roll, 양압력, 음압력 총 4가지 값을 

전송한다. 센서 회로에 0.01에서 50μF 사이의 탄탈 및 

적층 세라믹 축전기로 노이즈를 보완하여 기기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 설계한 미디 인터페이스는 다중 

제어장치의 4 가지 생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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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맞게 가공한다. 가공되어 출력되는 미디 

데이터는 가상악기의 Expression 을 직접 

조절하는데도 쓰이고, 비브라토 강도와 주기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특정 가공 값이 Tick마다 

목표치를 향해 증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원활히 

조절하기 위하여 C++ 기반 프레임워크인 JUCE 를 

이용하여 CC 데이터 가공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2.2 피지컬 모델링을 통한 재현 절차 

상술했듯이 피지컬 모델링은 샘플링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연주 기법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된 악기의 

물리적 성질을 통제하여 적절한 음색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의 음은 매우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모델링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음향을 제조하는 

과정을 음원 형성(Audio Sourcing), 전처리(Pre-

Processing), 잔향처리(Reverb), 후처리(Post-

Processing) 총 네 가지 연속적인 절차로 분류하였다. 

2.3 음원 형성(Audio Sourcing) 

음원 형성 과정에서는 SWAM 엔진과 함께 앞서 

제작한 미디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미디 

인터페이스는 제어장치의 데이터들을 다수로 나누어 

SWAM 엔진을 제어한다. SWAM 엔진 현악기의 

속성들인 Expression, 비브라토 강도, 비브라토 주기, 

활 압력, 활 위치, 활 소음은 각각의 속성에 맞는 가공된 

최적의 미디 정보에 따라 증감한다.  

연속 제어 값을 주로 후가공하는 샘플링 연주법과는 

달리, 피지컬 모델링은 실시간으로 연속 제어 값을 

입력하며, 정말로 악기를 ‘연주’한다는 태도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관성 측정장치와 브레스 컨트롤러의 

기능을 하는 다중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악기의 셈여림부터 현의 떨림, 활의 압력 등을 숨결과 

머리 회전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2.4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고음의 현악기는 평균적으로 82-98dB(16dB 

차이)사이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에 

의거하여 마르카토 기법 수준의 바이올린 최대 음량과 

하모닉스 수준의 최소 음량의 차이는, 약 2-5m 

거리에서 약 80-100dB 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SWAM에서 구현한 현악기의 

최소와 최대 음량 차이는 약 12dB에 불과하다. 이는 

현악기가 부드럽게 도입하는 음과 맺는 음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범위이다. 이는 현재 널리 

쓰이는 8-Bit MIDI 는 0-127 까지 총 128 가지의 

데이터만을 연속적 제어에 사용하기 때문에[6] 충분한 

범위를 상세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4 현악기의 셈여림에 따른 음의 강도를 음량 보간을 

거쳐서 MIDI로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모델링 가상악기의 음색 

표현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인터페이스로 

음의 강도를 실시간 조절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페이스로 압력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Release 와 

Attack 값을 따라 점진적으로 증감하고, Bezier 연산에 

따라 음량을 조절하는 연속 제어 값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을 연속 제어값과 실제 음의 강도 간의 음량 

보간이라고 칭했다. 결과적으로 현실 현악기 연주에 

가깝도록 음량 차이를 80dB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사실감을 더했다. 

2.5 잔향처리 과정(Reverb-Processing) 

 

그림 5 잔향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외부 플러그인 

잔향은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칫 너무 

건조하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악기 음을 부드럽게 

메꾸어 줄 수 있다. 음은 다수의 주파수가 음향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결정되는데, 지배적인 특정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보다 너무 부각될 때 감상자는 마치 귀를 

찌르는 것과 같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잔향은 음이 

실제 공간에서 반사되어 들리는 것 같은 효과를 주어 

지배적인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를 조화를 도와서 

듣기에 편안한 음을 구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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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후처리 과정(Post-Processing) 

 

그림 6 고음의 평준화를 위한 Compressor 

후처리 과정은 널리 쓰이는 후처리 믹싱과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대역 컴프레서와 

이퀄라이저를 이용하여 현악기가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최저음과 최고음을 균일하게 만들었다. 

2.7 연주 재현 

 

그림 8 건반 입력 장치를 통하여 어쿠스틱 악기 음을 가상 

악기음으로 재현하는 과정 

가상악기를 통한 어쿠스틱 재현은 앞서 제작한 MIDI 

다중 제어장치, 데이터 재가공 인터페이스, 건반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9 실제 악기 오디오(우)를 참고하여 구현한 MIDI(좌)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모델링이 어쿠스틱 현악기를 

얼마나 훌륭하게 모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영상에서 추출한 오디오 레퍼런스들을 

참고했다. 현악기의 대표로 뽑히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총 4 개의 악기마다 10 개 이상의 

어쿠스틱 연주 영상을 기법별로 나누었다. 해당 

견본들은 각 악기들의 독주 및 피아노 합주 음악에서 

추출하였다. 피지컬 모델링을 활용하여서 레퍼런스 

견본들을 재현하도록 했였다. 이와 더불어 Spitfire 

Audio 의 Solo Strings 와 Native Instrument 의 

Stradivari Strings 등의 샘플링 기법 가상악기로도 

흡사한 방식으로 견본을 만들어서, 앞서 피지컬 모델링 

방식으로 제작한 견본, 그리고 실제 레퍼런스 연주와 

비교하였다. 비교 음원들은 80~150 사이 다양한 

템포로 이루어졌으며, 스타카토, 피치카토, 글리산도, 

느리거나 빠른 레가토 위주의 다양한 스타일로 

선택하여 폭 넓게 비교하도록 하였다. 

2.8 견본 평가와 한계 

기존의 가상악기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음의 주파수와 

노이즈, 배음의 연속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3]. 따라서 본 연구도 음의 계량 

가능한 객관적 요소들을 평가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지컬 모델링과 

샘플링 모두 음의 수학적 측면에서는 모두 현실의 악기 

레퍼런스 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나마 존재하는 음색의 차이점들 또한 

각각의 가상악기 혹은 레퍼런스의 연주 환경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음의 자연스러움과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도움을 주었던 3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레퍼런스와 직접 제작한 견본들을 듣고 가상 현악기 

음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였고, 피지컬 모델링이 

샘플링 방식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주관적이고 잠정적인 평가 방식은 계량적인 

측정 방식보다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악기 계열 

가상악기에 대해 음향의 과학적 측면이 음의 

자연스러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음 자체의 수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음색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고,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현악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리는지는 단일한 음들의 조합이 얼마나 

실제 악기로 연주한 음들의 조합과 같은 주파수를 

가졌는지 보다, 음의 연결 방식이 듣는 이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만족스럽게 들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잠정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청자의 감정적 평가에 

기반한 연구 도구와 방법론을 제작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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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뛰어난 표현 능력을 가진 다중 

제어장치와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이와 함께 현악기 

가상악기 연주를 피지컬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피지컬 모델링을 통한 음의 재현 프로세스에 

집중하였으며, 해당 방식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바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샘플링과 

피지컬 모델링 간의 현악기 음 재현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발견하여 피지컬 모델링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후속연구를 구상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피치카토(Pizzicato), 스타카토(Staccato)처럼 앞 

뒤로 이어지는 다른 음 간의 연결성이 거의 없는 

주법들은 샘플링 방식으로도 실제 어쿠스틱 음과 

흡사한 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음악적 맥락 

안에서 여러가지 주법이 다양하게 바뀌는 연주 혹은 

여러 기교가 들어간 레가토(Legato)와 같은 주법들은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표현력이 샘플링 방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이번 실험을 통해 관찰되었다. 또한 

피지컬 모델링은 MIDI입력과 음 출력 과정의 간극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도 키스위칭(Key-switching)이 

없는 주법 변환을 할 수 있기에 자연스러운 실시간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적인 피지컬 모델링 악기 

실용화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본 연구는 피지컬 

모델링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현하는 것만큼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의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게 공감하여 

진행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발전 지점을 

맞이하여, 본 연구에서 다룬 피지컬 모델링을 통해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현된 악기 디지털적 재현이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지점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피지컬 모델링과 같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악기의 

디지털 재현 방식이 서양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넘어서 

동양 악기, 국악기를 재현할 때도 학문적 영감과 실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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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사람들의 대면 활동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외로움 및 우울감 등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기존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에서는 사람의 심리적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소셜 로봇’이 제안되었다. 소셜 
로봇은 시각적, 청각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공존감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로봇을 
제안하고자 한다. Cheersbot 은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 상호작용인 잔을 부딪히는 물리적 
상호작용 등을 제공하는 소셜 로봇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Cheersbot 과 상호작용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간-로봇 상호작용, 소셜 로봇, 사회적 거리 두기 

1. 서 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대면(face-to-face) 사회적 활동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재택 근무, 비대면 강의 

등 사람들의 주된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식당이나 카페 등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상당 부분 

제한되었다. 

 

이러한 자가 격리 또는 비대면 활동 등에 따른 사회적 

단절 상황은 사람들의 우울감과 무력감, 외로움 증폭 

등으로 이어졌고 [1],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제약에서 겪는 

심리적 외로움 및 우울감 등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기존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에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이슈를 다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써 '소셜 로봇’이 제안됐다. 

소셜 로봇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공존감을 

주어 외로움을 해소하기도 한다 [2]. 시각, 청각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물리적 상호작용은 소셜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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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역할을 증폭시킬 수 있다. PARO [3]와 같은 

소셜 로봇은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단절 상황에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로봇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사회적 

활동 중 대표적인 상황으로 '술을 마시는 상황'을 

선정하여 상호작용을 설계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잔을 

부딪히는 물리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음성 상호작용 등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설계된 Cheersbot 은 잔을 

부딪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 연구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얻은 디자인 함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상호작용을 설계하였다. 사용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고립된 상황에서도 Cheersbot 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 조사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달라진 음주 문화와 

사람들이 대안으로 삼은 음주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1~29 세 대학생 38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 이후 음주 패턴의 변화’, ‘혼자 술을 

마시는 빈도’, ‘혼자 술을 마시는 이유’,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의 단점’, ‘혼자 술을 마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술형 문항 또한 포함하여 각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29%가 코로나 이후 자신의 음주 패턴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다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음주 패턴에 대한 응답 

선택지는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로 변화’, ‘집에서 

혼자 음주로 변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로 

변화’, ‘술집에서 혼자 음주로 변화’ 등이 있었고 이 

응답에 대답한 응답자 중 64%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중 26%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로 혼자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꺼리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문항의 응답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 중 

34%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의 단점’이라는 문항은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자 음주의 단점과 그들이 

원하는 개선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문항에서 

42%의 응답자는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13%는 혼자 술을 마실 때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실 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답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없어 더 빨리 마시게 된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혼자 음주로 변화된 문화에서는 단체 음주에서는 

필연적이었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Cheersbot 에서는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5%가 (1) 친구와 잔을 부딪치는 상호작용과 (2)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음성 상호작용이 ‘혼자 술을 마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였다. 

절반 이상이 이 두 가지의 인터랙션 은 음주 경험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였다. 첫 번째 상호작용은 

친구와 잔을 부딪치는 상호작용이며, 두 번째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듯한 음성 상호작용이다. 전체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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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는 혼자 술을 마실 때 두 가지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더욱 즐거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3. 프로토타입 설계 

 

그림 3-(a). Cheersbot 프로토타입 구성 요소 

 

 

그림 3-(b).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 

 

Cheersbot 은 그림 3-(a)와 같이 NVIDIA 사의 Jetson 

Nano 를 컴퓨터로 사용하는 Speed JetBot Smart Car 

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키트의 IMX219 8MP 카메라는 사용자의 잔을 든 

손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사용자와 잔을 

부딪히는 상호작용을 주기 위해 Speed JetBot Smart car 

키트의 바퀴가 사용되었다. TT motor 로 동력을 받는 

바퀴는 카메라에서 인식된 사용자의 잔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잔을 부딪치는 상호작용을 주기 위해 

Cheersbot 에 잔을 부착하였고, 잔과 잔이 부딪치는 

충격을 인식하기 위해 IMU 센서가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알맞은 음성 피드백을 주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가 연결되었다.  

 

사람들은 혼자 술을 마실 때 누군가와 함께 잔을 

부딪히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며, 음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설문 조사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Cheersbot 은 사용자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그림 3-(b)는 세 가지 

상호작용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 잔을 부딪치는 상호작용 

사용자가 잔을 들면, 잔을 든 손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동하여 건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친구가 ‘짠’ 

상호작용을 위해 잔을 든 손을 앞으로 뻗는 듯한 행동을 

모방한 것이다. Cheersbot 에 부착된 IMX219 8MP 

카메라는 앞에 놓인 물체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사전 

훈련된 텐서플로 (TensorFlow) 모델에 입력되어 해당 

물체가 잔을 든 손인지 인식한다. 물체가 인식되면 

Cheersbot 이 앞으로 이동하고 사용자의 잔과 

Cheersbot 에 부착된 잔이 부딪히게 된다. 이 때 잔에 

부착된 IMU 센서 값이 일정 값 이상을 넘어서면 잔과 

잔이 부딪히는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호작용 이후, Cheersbot 은 뒤로 이동하고 “짠!” 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와 같은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 

 

● 사용자의 음성에 반응 

사용자가 “우리 짠할까?” “몇 잔이야?” 등의 발화를 

하면 Cheersbot 은 이 문장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한다. “우리 짠할까?”라고 말할 경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응답한다. 지금까지 몇 잔을 

마셨는지 알기 위해 “몇 잔이야?” 라고 질문할 경우 “아, 

취한다. 다섯 잔!” 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발화한 문장의 인식을 위해 Snowboy Hotword 

Detection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 Cheersbot 의 

특징은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잔을 부딪힌 상호작용 횟수를 저장하여 횟수에 맞는 

피드백을 준다. 이는 Cheersbot 이 가지고 있는 ‘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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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 과음 경고 반응 

Cheersbot 은 음주를 즐겁게 하는 상호작용을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과음하게 될 경우 이를 경고한다.  

NIAAA(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의 기준 [4] 에 따르면 2 시간 내에 70 그램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술을 마시는 것은 과음이며, 

이는 약 소주 10 잔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Cheersbot 은 사용자와의 물리적 상호작용 횟수를 세고, 

10 번 이상 넘어갈 경우 몸을 흔들며 “그만 마셔!”라는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사용 시나리오 

사용자가 Cheersbot 앞에 잔을 든 손을 갖다 대며 ‘우리 

짠할까?’라고 말하면, Cheersbot 은 앞으로 이동한다. 

사용자와 Cheersbot 에 부착된 잔이 부딪히면 

Cheersbot 은 뒤로 이동하며 ‘짠!’이라는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 술을 마시던 도중, 사용자가 ‘몇 잔이야?’라고 

질문하면, Cheersbot 은 해당 문장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몇 잔을 마셨는지 알려 준다. 사용자가 10번 이상의 잔을 

부딪히는 상호작용을 했을 경우, Cheersbot 은 더 이상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만 마셔!’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5. 결론과 향후 계획 

Cheersbot 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듯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안전한 실내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Cheersbot 으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Cheersbot 이 제공하는 잔이 부딪히는 물리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스마트폰 건너에 있는 친구가 

자신이 있는 곳에 있는 듯한 공존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Cheersbot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물리적 상호작용, 음성 반응 기능을 더 세분화하고 

추가하여 공존감을 더 높이는 AR/VR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상 통화를 하며 원격에 있는 

친구와 같이 있는 공존감을 느끼면서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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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도 UX 가 필요해!: 

머신러닝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UXer 의 역할 

Machine Learning also needs UX!:  

How UXers Contribute Towards Developing ML Applications 

요약문 

HCI 커뮤니티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UX 디자이너들은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하고, 

프로토타이핑이 어렵다는 이유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Google의 AutoML을 활용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고, UXer 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했다. 

UXer 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판별하고, 서비스가 적용되는 환경의 

특징을 찾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될 때 정보 형태를 

모델 제작에 반영시켜 머신러닝 서비스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의 에러 판단을 도와주는 장치를 

고안하여 모델의 성능을 보완한다. 이를 바탕으로 

UXer 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AI 의 실용성을 높여 다양한 

AI 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머신러닝, 머신러닝 서비스, AutoML, People 

Counting 

 

1. 연구배경 

HCI 커뮤니티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14]. HCI 분야 학회에 게재된 논문 

중 머신러닝을 언급한 논문의 수가 2007 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14]. 현업에서도 

머신러닝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UX 디자이너가 많다[5]. 이와 같이, UX 디자이너가 

머신러닝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머신러닝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머신러닝의 한계가 무엇이고, 머신러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15]. 즉, 머신러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명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문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프로토타이핑이 어렵다는 점이다[5]. 다른 제품의 

프로토타이핑보다 기술적 구현이 복잡하고,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UX 디자이너는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인터랙션 디자인만 담당하게 

된다[15].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UXer 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프로젝트에 사용자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AI 민주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Teachable 

Machine[12], 챗봇 제작을 도와주는 Google 

Dialogflow[7],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Google AutoML[6]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도 AI 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UXer 도 머신러닝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utoML 을 활용한 프로 

젝트를 통해 AutoML 로 머신러닝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머신러닝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UXer 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술 및 프로젝트 설명 

2.1  AutoML 

AutoML 은 머신러닝을 자동화 해주는 소프트웨어 

다[13].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그림 1 과 같이 

7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AutoML 은 변수 

선택, 모델 선택, 초매개변수 최적화, 모델 평가 

단계를 자동화해준다.(Google AutoML 기준) 현재 

출시된 프로그램은 Google AutoML[6], Amazon 

Sagemaker[3], Microsoft AzureML Machine 

Learning[10], H2O[8], DataRobot[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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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플랫폼 기반 AutoML과 API 기반 AutoML 이 

있다. 전자는 코딩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후자는 

약간의 코딩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UXer 가 플랫폼 기반 AutoML 인 

Google AutoML 을 사용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UXer 가 머신러닝 서비스 

제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한다. 

2.2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 

머신러닝을 활용해 코리빙 하우스(Co-living 

house) 공용 공간의 인원수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입주민에게 전달하여 공용 공간 가용성 파악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코리빙 하우스는 1 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 

주거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방은 각자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인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여 사용한다. 

코리빙 하우스 입주민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룸 

형태보다 넓은 거실과 주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5]. 입주민들 간의 관계는 깊은 관계보다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9]. 공동생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1][2]. 즉, 

코리빙 하우스 입주민들은 거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지만, 다른 입주민과의 마주침은 피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 공간의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자 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입주민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주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으로 처리하여 공간의 

가용성을 측정한 뒤,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앱을 

구상하였다. 

 

3.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 과정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AutoML 을 

활용한 모델링과 시각화를 다룬다. 모델링은 그림 1 

과 같이 총 7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크게 데이터 

준비 단계(1, 2, 3), 모델링 단계(4, 5, 6), 모델 평가 

단계(7)로 나눌 수 있다. 시각화는 결과값 라벨링, 

행동 유도 전략, 에러 보완 전략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3.1  AutoML 을 활용한 모델링 

3.1.1  준비 단계 

준비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단계이다. 공용 공간의 인원수를 측정하기 

위해 카메라, 사운드, 레이더, 모션감지 센서를 

사용하였다.  카메라 센서로 수집한 사진은 Mean 

Squared Error(MSE) 와 Structured Similarity 

Indexing Method(SSIM)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MSE는 프레임에서 추출한 픽셀 값을 

이전 프레임의 픽셀 값과 비교한 데이터이고, 

SSIM 은 구조적 유사도를 측정한 데이터이다[11]. 

카메라로 수집한 사진은 MSE와 SSIM 을 계산한 

후, 즉시 폐기되었다. 또한, 사운드 센서를 이용하여 

대화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30db이상의 소리를 db 

값으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는 

MSE, SSIM, Sound, Radar, PIR 로 총 5 개의 

수치형 데이터이다. 

센서는 회의실과 공용 주방에 설치하였다. 코리빙 

하우스의 공용 공간은 표 1과 같이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회의실로 대표되는 폐쇄적이고,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만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 다른 공간 

유형은 공용 주방으로 대표되며, 개방적이고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표 1. 코리빙 하우스의 공용 공간 유형 

공용 공간 유형 특징 

회의실, 홈짐,  

홈스튜디오 

폐쇄형 공간 

혼자 또는 소수 인원만 사용 

공용 주방, 공용 

라운지, 서재 

개방형 공간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 

각 데이터의 수집 간격은 최종적으로 10 초로 

설정하였다. 초기에는 1 분으로 설정하였는데, 

공간의 사용 행태와 맞지 않았다. 1 분 이내에 

공간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반영하여 

10 초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MSE와 SSIM 도 

10 초 이전의 프레임과 비교하여 값을 도출하게 

된다. 

공간의 인원수는 0 명에서 12 명까지 관측되었지만, 

0 명, 1 명, 2 명 이상으로 데이터 비닝을 하였다. 

이는 공간의 크기 및 용도를 반영한 것이다. 공용 

공간에 2 명 이상이 있는 경우, 입주민의 체감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용 주방에 2 명 

있는 경우와 3명 있는 경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 1.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머신러닝은 총 7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 5, 6, 7 단계에서 AutoML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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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 

시점 이전 10, 20, 30 초 전 데이터(이하 이전 시점 

데이터)와 30 초 이전까지의 데이터 이동 평균 

값(이하 이동 평균 데이터)을 추가하였다. MSE와 

SSIM 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공용 공간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맥락을 내포하는 변수를 개발했다. 

정답 데이터는 대상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임 

랩스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집하였다. 타임랩스 

동영상을 보며 대상 공간의 인원 수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수집된 시간에 맞춰 인원 수를 입력하였다. 

3.1.2  모델링 단계 

총 17 일(평일 13 일, 주말 4 일)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사람의 수면 시간을 제외한 

8 시~24 시, 평일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그 중 

앞에서부터 10 일은 모델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3 일은 제작된 모델 평가를 위해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모델 제작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불균형은 SMOTE 샘플링으로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 수는 약 24 만 개이다. (샘플링전 약 10 만개) 

따로 분리한 평가 데이터의 수는 약 1.8만 개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회의실 

0.5 만개, 공용주방 1.3만개) 

Google AutoML 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여러 단계의 모델로 2 가지 

검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새롭게 개발된 

변수인  이전 시점 데이터와 이동 평균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는 공간 유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 차 모델은 기본 형태의 MSE, SSIM, Sound, 

Radar, PIR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차 모델은 기본 

센서 데이터와 이전 시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차 

모델은 기본 센서 데이터와 이동 평균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4차 모델은 기본 센서 데이터, 이전 

시점 데이터, 이동 평균 데이터 모두 사용하였다. 총 

4 개의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의 변수를 

기준으로 회의실 모델, 공용 주방 모델, 범용 모델로 

3가지 모델을 만들어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3.1.3  모델 평가 단계 

1차~4차 모델의 정확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Google AutoML 의 로그 확인 결과 1차~4차 모델 

모두 GBDT 모델로 제작되었다. 데이터셋만 있으면 

모델 제작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머신러닝이 

어려운 UXer에게 프로토타이핑 도구로 AutoML이 

유용하였다. 

첫 번째, 새로운 변수는 유효하게 작용한다. 표 2 를 

보면 기본 데이터만 사용한 1 차 모델에 비하여 

새로운 변수를 사용한 모델의 정확도가 모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두 변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모두 사용한 4차 모델의 결과가 가장 우수했다. 

표 2.변수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 비교 

Model 변수 정확도 

1 차 기본 데이터 77.4% 

2 차 
기본 데이터 

이전 시점 데이터 
86.8% 

3 차 
기본 데이터 

이동 평균 데이터 
84.6% 

4 차 

기본데이터 

이전 시점 데이터 

이동 평균 데이터 

87.7% 

두 번째, 공간의 유형화는 모델 측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새로운 변수 검증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4차 모델을 기반으로 개별 모델을 제작했다. 

개별 모델은 그 공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고, 범용 모델은 모든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 이다. 예를 들어, 회의실 개별 

모델은 회의실 데이터 만 학습을 시켰다면, 범용 

모델은 회의실과 공용 주방 데이터 모두를 

학습시켰다. 두 모델에 분리해 둔 회의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표 3 의 결과를 보면, 회의실에서는 개별 모델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다. 회의실에서는 공간 

유형화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공간의 유형화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와 서비스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표 3.공용 공간 유형화에 따른 정확도 비교 

공간 Model 정확도 

회의실 개별 91.1% 

회의실 범용 89.3% 

공용 주방 개별 86.8% 

공용 주방 범용 87.2% 

3.2  시각화 

3.2.1  결과값 라벨링 

머신 러닝의 결과값은 숫자로 출력되어 현재 공간의 

인원수를 0명, 1명, 2명 이상으로 알려준다. 하지만 

입주민이 그 공간에 몇 명 있는지 궁금한 것이 아닌, 

자신이 사용해도 좋은지를 궁금해 한다. 따라서 

그림 2 와 같이 각 결과값의 라벨링(비었어요, 

널널해요, 북적북적)을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 

였다. 이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델의 정확도를 보완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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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행동 유도 전략 

코리빙 하우스의 공용 공간은 본래 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코리빙 하우스에서는 공용 

주방은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공용 

주방을 사용하며 입주민들끼리의 마주침을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유도해야 했다. 이를 위해 결과값 라벨링과 

더불어 바탕색에 차이를 두어, 복잡하지만 사용해도 

되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3.2.3 에러 보완 전략 

표 2 와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신러닝 모델 

정확도는 100%가 아니다. 따라서 에러 값을 출력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사용자는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잘못된 

결과값을 에러로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측 확률을 같이 출력하여 

보완하려 한다. 하지만 이 장치는 직관성 측면에서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2-(c)와 같이 

이전 시점의 결과값을 함께 출력하여 현재값과 한 

화면에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에러로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림 2. 시각화 결과, (a): 0 명 있을 때, (b): 1 명 있을 때, 

(c): 2 명 이상 있을 때(+에러 보완 전략) 

 

4. 머신러닝 프로젝트 내에서 UXer 의 역할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크게 기술 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술 부분에서는 센서 설치, 

데이터 처리, 모델링 등이 고려되고, 서비스 

부분에는 결과값 라벨링, 행동 유도 전략, 에러 보완 

전략 등이 고려된다. 흔히 UX 디자이너는 서비스 

부분만 담당하게 된다[15]. 공용 공간 가용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머신러닝을 활용한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UXer 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4.1  기술 단계에서의 UXer 

사용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별해야 한다. 

머신러닝의 기반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제작하여야 한다.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이터 수집 

원칙을 세웠다. 그 이유는 코리빙 하우스의 특징 

때문이다. 공용 공간이 열려 있어 외부인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MSE, SSIM과 Sound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형태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화소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였다. 비슷하게, 마이크 센서도 db의 변화만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표 2 를 보면 사용자의 주변적인 데이터로 공용 

공간의 가용성이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물론 객체 인식과 같은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모델의 성능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와 같이, 

UXer 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유효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모델 제작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환경을 찾아야 

한다.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의 특성은 공용 

공간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모두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2 개의 유형으로 공간을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폐쇄적이면서 혼자 또는 소수 인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개방적이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분류된 2 개의 공간으로 

훈련용 데이터셋을 분리하고, 각각 2 개의 모델로 

제작했다. 표 3을 보면 공간 유형화가 모델의 성능 

측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모델 제작으로 얻는 성능 향상이 크지 않았고, 

개별 모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범용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에 

반영하는 것은 모델 측면에서 분명 효과적이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모델의 수가 많아지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따라서 UXer 는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찾고, 

(a) 0 명 있을 때 (b) 1 명 있을 때 

(c) 2 명 이상 (오른쪽 화면은 에러 보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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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성능과 서비스 측면의 균형점을 찾아 

실질적인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머신러닝 예측값의 정보 형태를 모델 제작에 

반영시켜야 한다. 

머신러닝 예측값의 정보 형태는 다양하다. 예측 

값만, 히스토리와 함께, 또는 범주화된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다. 모델 제작 전에 

정보 형태를 정한다면 모델 제작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에서는 정보 형태를 

‘비었어요’, ‘널널해요’, ‘북적북적’ 3가지로 나눴고, 

각각은 0 명, 1 명, 2 명 이상을 대변하게 된다. 

모델의 예측값을 범주화 할 수 있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명 이상인 경우는 2 로 데이터 비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 향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의 노동 강도를 낮췄다는 점이다. 데이터 

비닝을 하지 않았다면, 2 명, 3 명, 4 명 등을 

구분해야 했지만, 데이터 비닝으로 인원수를 0 명, 

1 명, 2 명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정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 UXer 는 정보 제공 

형태를 정하고, 모델 제작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4.2 서비스 단계에서의 UXer 

에러 여부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한다.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100%는 되기 어렵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도와 사용자가 체감하는 

정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현재가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면, 

사용자가 느끼는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다.  

공용 공간 가용성 측정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공간의 

가용성을 보여주면서 이전 데이터들의 누적을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다.(그림 2-(c)) 화면을 2 분할 

하여 왼쪽에는 현재 공간의 상태를, 오른쪽은 

과거의 기록을 보여준다. 그림 2-(c)를 예로 들면, 

왼쪽 화면에 ‘북적북적’은 현재 2 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른쪽 화면은 맨 위에서부터 현재, 

10 초 전, 20 초 전, 30 초 전 순으로 150 초 동안의 

기록을 나타낸다. 계속 2 명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20 초 전에 0 명으로 잠깐 바뀌었다. 이는 실제로 

0 명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에러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다. 이와 같이 UXer 는 모델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에러 여부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모델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5. 논의 및 결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의 보편화,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AI 의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는 비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AutoML 을 사용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통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UXer 의 개입 요소를 발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술 단계에서 UXer 의 개입은 모델의 성능 향상과 

실질적인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므로 

UXer 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여 모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는 환경의 

특징, 최종적으로 서비스될 때 정보 형태를 

포함시켜 모델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단계에서는  모델의 에러 판단을 도와주는 장치를 

고안하여 모델의  성능을 보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UXer 가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즉,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사용자 입장을 반영하고, 

서비스화를 고려한다. 이는 AI 의 실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AI 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용 공간 측정 프로젝트가 연구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진행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용 주방과 회의실에 센서가 설치되었는데, 

회의실은 연구원이 주로 사용하고, 공용 주방은 

저녁에만 입주민이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부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뒷받침하기에는 실제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입주민의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UXer 의 역할을 도출하여 연구의 내용을 

심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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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은 현대인의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구간의 이동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 적합한 

모빌리티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의 모빌리티 “앙고(AngGo)”가 

제안 및 개발되었다[3]. 사용자는 접근 제스처를 통해 

자율주행중인 앙고를 정지시킨 뒤, 탑승하는 과정을 

통해 앙고를 사용한다. 정지 피드백만 존재하는 앙고는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초래하는 상태였다. 모빌리티의 

상태가 표현되는 피드백을 탑재하기 위해 사용자 

시나리오와 인터랙션을 구체화하고, 피드백이 필요한 

세 지점을 ‘탑승대기 진입상태’, ‘자율주행상태’, 

‘수동주행상태’로 도출했다. 각 피드백 지점의 비언어적 

시각 피드백은 파란색, 초록색, 흰색의 밝기 조절과 

반복 여부를 통해 표현했다.  또한 밝은 실내 상황에서 

시각 피드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비언어적 

청각 피드백인 비프음을 ‘탑승대기 진입상태’에 

추가했다. 시각 및 청각 피드백을 함께 이용하여 앙고의 

상태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결과,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앙고의 사용과 인터랙션이 편리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적합한 피드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퍼스널 모빌리티, 인터랙션 

 

 

1. 서 론 

1.1 연구 배경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은 현대인의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구간의 이동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이어졌다[1]. 실외 공간과 다르게 실내 

공간이라는 공간적 상황에는 서비스 로봇부터 

휠체어까지 다양한 종류의 모빌리티가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람과 

모빌리티 사이 인터랙션 상황이 실외보다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외 이동을 목표하는 모빌리티의 경우 외형이나 

인터랙션 등이 실내 상황에 적합한 경우가 드물다.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2]. 실내 주행 상황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적 관점에서 핵심가치를 도출한 

결과는 외형과 작동 방식의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3]. 

1.2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는 넓은 의미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의미로 사용된다[4].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빌리티는 전기 신호로 통신하는 

센서를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전기 동력을 사용하며 

센서를 통해 상황 판단 및 명령 수행이 가능한 

모빌리티’라고 기존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 정의된 

스마트 모빌리티의 예시로는 자율주행 전기차 또는 

서비스 로봇 외에도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다.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 중 하나인 앙고는 

탑승자가 없을 때 장애물을 회피해 실내를 돌아다니고, 

탑승자가 접근 제스처를 이용해 탑승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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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앙고의 접근 제스처 인터랙션 

그림 1 의 방법처럼, 사람이 앙고의 진행 방향이나 진행 

반대 방향에서 일정 시간동안 자율주행을 방해하거나 

추종하여 따라다니면 앙고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멈추어 대기한다. 이러한 접근 제스처 

인터랙션의 개발은 앙고가 정지하는 피드백을 통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앙고의 정지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용편의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앙고를 탑승했던 

사용자로부터 앙고가 정지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멈추었는지 쉽게 추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3 연구 목표 

사용자는 앙고의 탑승을 위해 접근 제스처 인터랙션을 

수행하고 정지한 앙고에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사람이 앙고의 완전한 정지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지부하를 최소화하기위해 앙고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와 사람 사이 

접근 제스처 인터랙션에 적합한 피드백의 탐색과 실제 

적용을 통해 모빌리티의 상태를 사람이 원활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한다. 

2. 인터랙션 시스템 디자인 

앙고의 인터랙션 피드백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 피드백과 실내 컨텍스트를 고려한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다. 

2.1 비언어적 피드백 

비언어적 피드백이란 구체적인 정보를 담지 않은 

피드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보란 말이나 글자를 

통해 표현되는 언어적 음성 또는 메시지를 뜻한다. 

비언어적 피드백은 직접적으로 음성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고 비프음이나 LED 의 깜빡임을 통해 

인터랙션의 피드백을 전달한다. 

비언어적 피드백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않기 

때문에 언어적 피드백보다 인터랙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 디자인과 평가가 진행된다. 터치스크린 위 펜을 

통한 입력에 연필음을 출력하는 피드백으로 향후 

사용의도를 향상시키거나[5] 인공지능 스피커의 빛 

피드백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크게 관여한 

사례[6]가 비언어적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에 해당한다. 

2.2 실내 인터랙션 피드백 

실내 공간은 벽에 의해 반사된 소리가 울림을 만들기도 

하고, 복도나 출입구 같이 개개인이 함께하는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내 인터랙션 상황에서는 제 3 자의 

간섭을 이끄는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간섭을 

이끄는 요소는 복잡하고 친숙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주의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다[7]. 청각 피드백 중 

비프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실내 모바일 서비스 로봇의 인터랙션에서 LED 를 

이용해 로봇의 상태를 표현한 사례가 있다[8]. 해당 

연구에서는 대기(Waiting), 가로막힘(Blocking)과 

진행중(Progress)에 해당하는 피드백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비언어적 피드백은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높은 시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3 앙고의 접근 제스처 인터랙션 

앙고의 새로운 인터랙션에는 LED 의 색상 및 밝기 

변화가 상태 표현의 주요 요소로 고려됐다. 자연광이나 

조명으로 인해 시각 피드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상태 변화 시점을 알리는 청각 피드백을 

포함시켰다. 동시에 청각 피드백의 발생 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각 및 청각 모달리티가 합쳐진 

비언어적 피드백을 디자인 및 구현하였다. 

3. 인터랙션 시스템 구성 

3.1 앙고의 사용자 시나리오 및 인터랙션 

 

그림 2 앙고의 사용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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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의 탑승자로부터 앙고 사용 과정을 관찰한 결과, 

앙고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그림 2 와 같이 앙고의 사용 

과정에 따라 5 단계로 구분했다. 

① 자율 주행 및 자율 주행 중 접근 

앙고가 실내의 장애물을 회피하며 잠재 

탑승자를 찾는 과정과 탑승자가 접근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단계이다. 

② 탑승 대기 상태 확인 

탑승자가 접근 인터랙션을 마치면 앙고가 

정지하며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단계이다. 

③ 앙고 탑승 

앙고에 사람이 탑승하여 주행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④ 수동(사람) 주행 중 

사람의 발판 조작으로 앙고가 이동하는 

단계이다. 

⑤ 주행 종료 후 하차 

사람이 주행을 완료하여 하차하고 앙고는 다시 

자율 주행을 시작하여 잠재적 탑승자를 찾는 

단계이다. 

사용자 시나리오 중에서 인터랙션의 주요 지점은 

사용자 행동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인터랙션 주요 지점은 탑승 대기 상태 진입 시점 

(1 단계와 2 단계 사이), 수동 주행 시점(3 단계 및 

4 단계), 그리고 자율주행 시점(1 단계 및 5 단계)으로 

구분했다. 

3.2 시스템 구현 

 

그림 3 앙고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앙고의 기존 개발된 내용[3]을 토대로 그림 3 과 같이 

피드백을 위한 Neopixel LED strip 과 부저(그림 3 의 

녹색 블록)를 추가하였다. 

 

그림 4 앙고 상태 다이어그램 

앙고는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상태를 그림 4 와 같이 관리한다. 

내부 상태의 표현 및 인터랙션에 대한 피드백은 그림 

4 의 실선 표시처럼 제공한다. 

앙고는 ‘자율주행’ 상태와 ‘수동주행’ 상태에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탑승대기 상태진입’에서 

반복하지 않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3.3 피드백 구현 

피드백의 구현을 위해 앙고의 안장 하단에 50cm 의 

Neopixel LED 스트립을 부착했다. 앙고의 자율주행 

진행방향과 후진방향에 각각 부착된 LED 는 동일한 

피드백을 표시한다.  

표 1. 피드백 디자인 

피드백 

종류 
색상 

시간 

(Duration) 

반복 

여부 

자극 

형태 

(A) 

탑승대기 

상태진입 

파랑 1.5 s X  

(B) 

수동주행 
초록 7 s O  

(C) 

자율주행 
흰색 1.75 s O 

 

 
 

 

그림 5 피드백이 탑재된 앙고의 모습 

그림 4 에 표기된 3 종류의 A, B, C 의 피드백 이름은 표 

1 에 나타난 ‘피드백 종류’의 이름과 일치한다. 실제 

모습은 그림 5 와 같다. 

시각 피드백은 피드백 종류에 따라 색상과 지속 시간, 

피드백의 반복 표시 여부와 자극의 형태를 서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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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였다. 자극의 형태는 LED 의 밝기 변화인데, 

낮은 지점에서 LED 의 밝기가 0 인 상태를 의미하고, 

가장 높은 지점에서 LED 의 밝기가 최대인 상태를 

의미한다. 

A. 탑승대기 상태진입을 표현하는 피드백은 

대기(Waiting)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0.75 초간 

파랑색 LED 의 빛의 세기를 서서히 밝히고 다시 

0.75 초간 밝기를 0 으로 조절하는 피드백을 1 회 

발생시킨다. 

B. 수동주행을 표현하는 피드백은 앙고가 사람에 

의해 주행 중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0.5 초간 

초록색 LED 의 빛의 세기를 서서히 밝히고 6 초간 

최대 밝기를 유지한 뒤 다시 0.5 초간 빛의 세기를 

0 으로 조절한다. 사용자가 주행을 완료하기 

전까지 수동주행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 

C. 자율 주행 단계를 표현하는 피드백은 

진행(Progress)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5 개의 

흰색 LED 가 연달아 좌에서 우로 이동한 뒤, 우측 

끝에 도달하면 다시 우에서 좌로 이동하도록 

디자인했다. 좌우를 이동하는 5 개의 흰색 LED 는 

1.75 초 후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며, 이 피드백을 

반복한다. 

청각 피드백은 비프음 소리를 240ms 로 두 번 연달아 

울리는 형태로 구현했다. 첫번째 비프음과 두번째 

비프음의 사이에는 100ms 의 간격을 두었다. 밝은 실내 

환경에서 앙고의 시각 피드백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청각 피드백을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 상태의 앙고가 

탑승 대기 상태에 진입한 내용을 알릴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사용자는 접근 제스처를 통해 자율주행중인 앙고를 

정지시킨 뒤, 탑승하는 과정을 통해 앙고를 사용했었다. 

정지 피드백만 존재하는 앙고는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초래하는 상태였다. 본 논문은 비언어적 피드백을 통한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상태 표현 방법을 제안 

및 구현했다. 실내 공간에서 시각 및 청각 피드백을 

함께 이용하여 앙고의 상태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결과,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앙고의 사용이 편리해 

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상태 표현이 

가능한 앙고를 이용 및 시연하면서 청각 피드백이 

‘탑승대기 상태진입’ 상태 표현을 보조하며 앙고의 

탑승을 위한 접근 인터랙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구현한 피드백의 적합성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언어적 피드백과 비교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비언어적 

피드백을 이용한 실내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적합한 피드백 형태에 대해 탐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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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율주행차량 운전자는 몰입된 Non-driving related 

task(NDRT, 비 운전 관련 작업) 수행을 원하지만 운전 

관련 작업의 수행 필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NDRT 와 주행상황인지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두 

작업에 대한 운전자의 실시간 Needs 의 판별을 통한 

시점에 따른 작업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율주행차량-운전자 상호작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전자 요구 시점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차기반 Wizard of Oz(WoZ)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성하여 자가 중단을 관찰함으로써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하였다. 운전자의 in-situ 

상태별 조사를 위해 4 가지 NDRT 를 선정하여 피험자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피험자의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발생 빈도는 NDRT 의 인지 부하 및 연속성이 작을수록 

증가하였다. 반면,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주행상황종류는 모든 NDRT 시나리오에서 유사한 

비율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전자의 in-situ 

상태에 따른 주행상황인지 요구 수준이 다르며, 

자율주행차량과 운전자 간 상호작용 시 운전자의 상태 

및 주행상황이 동시에 고려되야함을 보여주고,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운전자 관찰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자율주행, 비 운전 관련 작업, 상황인지, Wizard-of-Oz,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1. 서 론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 

제어로부터 벗어나 Non-driving related task (NDRT, 

비 운전 관련 작업) 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주행 제어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은 필요로하지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이는 운전자가 NDRT 수행을 

방해하는 산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운전의 특성상 운전자의 주행 상황에 

대한 인지는 자율주행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운전자의 인지 부하 관점에서 

운전자의 NDRT 수행과 주행상황인지는 서로 완벽한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야함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 측면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2]. 

NDRT 와 주행상황인지가 공존하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각 작업에 대한 몰입 필요성은 모든 

그림 1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 수집을 위한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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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동일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주행상황에서는 NDRT에 몰두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와 반대로 운전자의 개입 및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 주행 상황의 경우에는 NDRT 를 완전히 

중단함과 동시에 주행상황인지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의 효율성만을 고려할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히 요구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주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인간중심적이지 

못하다. 때로 운전자들은 자신의 개입이 필수가 아닌 

상황일지라도, 현재의 행동이 진행된 상황 및 이유를 

포함하는 자율주행 차량 주위의 주행 상황 정보들을 

전달받길 원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현재의 자율주행 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3].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운전자가 주행상황인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비 운전 관련 작업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차량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오히려 과도한 

작업 중단을 일으켜, NDRT 를 진행중인 운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자의 자발적 주행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운전자 상태 및 외부 주행 

상황에 적절한 운전자의 운전 작업과 NDRT 사이의 

작업 분배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언제까지나 

자율주행차량에서 사람이 탑승자가 아닌 운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내 운전자의 in-situ 상황에 따른 주행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이 

실차기반 Wizard-of-Oz (WoZ)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피험자를 대상으로 영상 시청, 

읽기&쓰기, 소셜 미디어, 게임의 4 가지 NDRT 에 대해 

자연스러운 인지 요구 시점을 관찰 및 분석하였다.  

2. 본문 

2.1 선행 연구 

2.1.1 주행 상황인지 (Driving Situation 

Awareness) 와 NDRT 

수동 주행 운전자는 언제나 현재의 주행 상황을 

인지하며 안전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자율 주행 

운전자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안전한 주행 및 이를 위한 

상황인지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NDRT 를 수행한다. 

물론 자동화된 주행시스템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전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 개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NDRT 의 중단을 요구 받는다. 이는 

자율주행에서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중단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 작업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완전히 몰입된 NDRT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에는 전달받지 못한 현재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발생하는 자발적 상황인지에 의한 중단, 

상황인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중단, 의지와 관계없이 

시각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 중단이 속한다. 이런 

요소들은 불필요한 NDRT 의 중단을 발생시키며, 직접 

현재상태를 기반으로 전 후 상황을 예측해야하기때문에 

중단 및 기존 작업으로의 재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도록 한다. 

주행 상황은 주로 고정적인 도로 요소들과 차량 및 

보행자들과 같은 유동적인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어떠한 상황이 NDRT 를 진행중인 운전자의 

주행 상황인지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중단의 발생 및 지속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람의 상황인지 (Situation awareness) 요구 정도와 

능력 (performance)은 인지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 부하를 포함한 본인의 in-situ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4].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자가 외부 주행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며, NDRT 가 운전자의 in-
situ 상태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  운전자가 어떤 

NDRT 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주행상황에 의해 자발적 및 강제적으로 중단될 확률이 

달라지며, 상황인지의 속도와 정확성도 달라진다. 

이러한 운전자 상태에 따른 상황인지능력 변화는 여러 

선행 자율주행차량 운전자 인적연구에서 

고려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단일 NDRT 만을 

사용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NDRT 들을 

사용하였으며, 운전제어권한 이전과 같은 특정 단일 

시나리오만을 다루어 자율 주행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의 운전자 상태에 따른 상황인지 

연구에 적용이 어렵다[2]. 또한 주행 상황인지 요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자율주행차량 잠재 사용자들의 선호 NDRT 는 온라인 

설문, 인터뷰, WoZ 자율주행 플랫폼 및 대중교통의 

탑승자 관찰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다[5]. 실제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탑승자 관찰 방법을 토대로 

분류된 상위 7 개의 NDRT 는 다음과 같다. [1)음악 듣기, 

2)창 밖 바라보기 3) 읽기&쓰기 4)음식 섭취 5)인터넷, 

소셜 미디어 6)비디오 시청 7) 게임]. 이들 중 NDRT 

수행에 시각적자원을 사용하지 않아 동시에 

주행상황인식이 가능한 음악 듣기, 창 밖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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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를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4 종류의 작업을 

선정하였다 (그림 2). 

① [Video – YouTube 아카데미 단편 만화영화 수상작] 

② [읽기&쓰기 - 단편소설 수상작 읽기 및 감상문 작성] 

③ [Social Media – Instagram 키워드 추천 게시물] 

④ [Game - Google 상위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위 4 가지 

작업의 구체적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멀티태스킹 상황의 중단 및 분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부하 크기와 연속성이다[6](해당 

특성이 낮은 ①, ②와 높은 ③, ④). 두 번째로, 운전자의 

주행 상황인지 요구와는 관계없이 상황과 시선 사이의 

근접 정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 중단을 제외하고자 

태블릿을 사용하였다[7]. 마지막으로 사실주의적 

시나리오를 위해 구성하기 위해 모든 구체적 콘텐츠는 

통계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 생활에서 각 작업을 

대표하는 것들로 구성하였으며, 피험자별 콘텐츠 선정 

자유도가 높은 해당 작업들에 대해 상위 콘텐츠들로 

구성된 자체 선택 목록을 제시했다. 

2.1.2 실차기반 Wizard of Oz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운전자 인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가상 주행 

시나리오가 시뮬레이터와 함께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거나, 

대 분류의 단계에서 하위 시나리오들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때문에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의 광범위 조사를 위한 연구들은 실차기반 혼합 

현실 플랫폼 혹은 실차기반 WoZ 플랫폼을 구성하여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8][9].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하는 자율주행상황의 조사도 마찬가지다. 

주행 상황 요소의 모든 조합을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한다 하더라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차량을 이용한 

WoZ 자율주행 운전자 NDRT 관찰 플랫폼을 구성하여, 

피험자들에게 현실감 있는 자율주행상황을 제공하였다.  

2.2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각 NDRT 에 대해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관찰 및 분석하기 위해 그림 3(차량 내 장비 및 피험자 

위치 그림)과 같이 각 NDRT 상황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차량의 움직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WoZ 기반 실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최소한의 장비로 두 피험자를 관찰하기 위해 360 도 

카메라(RICOH THETA Z; 3840×1920, 29.97 fps)를 

차량 내 중앙에 설치하여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의 행동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량 전방에 360 도 카메라(RICOH THETA V; 

3840×1920, 29.97 fps)와 내부 중심에 IMU 센서를 

설치하여 주행 및 도로 상황에 대한 영상 데이터 및 

차량의 오일러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영상 데이터와 

차량의 움직임 데이터의 정확한 동기화를 위해 외부 

360 도 카메라와 IMU 센서는 UNITY 에 연동되어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였으며, 그림 4 과 같이 

실시간으로 주행 상황 및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UI 를 제작하였다. 

2.3 실험 설계 및 절차 

자율주행 상황 중 NDRT 수행 시 탑승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본 실험 설계를 위한 파일럿 피험자 

4 명과 본 실험을 위한 8 명의 피험자, 총 12 명의 

그림 2 시각적자원을 사용하는 대표 NDRT 4 종 

그림 4 주행상황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Unity Tool UI 

그림 3 실차기반 Wizard of Oz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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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Age: 22 ~ 32, Male = 11, Female = 1, M = 25, 
SD = 2.45)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본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모집한 8 명의 데이터 중 멀미 

등의 이유로 NDRT 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피험자를 

제외한 6 명의 피험자(Age: 22 ~ 32, Male = 5, Female 

= 1, M = 25.5, SD = 3.39)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같은 주행 상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 명씩 실험을 진행, 총 3 번을 진행하였으며, 

4 가지의 NDRT 에 대한 비교를 위해 순서 및 학습의 

영향을 피하고자 Latin Square 순서로 진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이 WoZ 기반 자율주행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험 전 피험자들에게 운전 

상황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일반 탑승자가 아닌, 

주행 제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가능한 자율주행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상황임을 미리 인지시켰고,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을 위해 각 NDRT 수행 이외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지시하지 않았다. 각 

피험자는 운전자와 동일한 전방의 시야 및 y 축의 

회전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운전자의 옆좌석과, 

운전자와 동일한 x 축의 회전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운전자의 뒷좌석에 앉아 NDRT 별 총 4 번의 WoZ 

자율주행 상황을 경험하였다 (그림 3). 각 주행은 

그림 5(지도 그림)과 같이 7 번의 우회전과 6 번의 좌회전 

그리고 3 번의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2.4Km 의 도심지 

내 동일한 경로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도로 환경 외에 

보행자 혹은 다른 차량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외부요인에 의한 다양한 개입을 받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가장 많은 퇴근시간(17:00 ~ 

19:00)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실험은 각 NDRT 별 약 

10 분(M = 10 분 06 초, SD = 01 분 38 초) 씩 약 40 분(M 
= 40 분 25 초, SD = 05 분 07 초) 진행되었다. 각 

NDRT 별 주행 후 피험자들이 멀미나 피로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주행이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실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들에 관한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3. 결과 

3.1 자율주행 중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 

피험자의 주행 상황인지 요구 결과는 시점은 피험자 

관찰 영상의 레이블링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피험자의 

in-situ 상태와 주행 상황의 pairing 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차량 내부 영상에서 운전자의 시선이 

NDRT 로부터 외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 혹은 

측면으로 이동하여 자가 중단이 발생한 순간을 

기록하였고, 이후 해당 시점 전후의 주행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NDRT 를 진행중인 자율주행 

운전자가 어떤 주행상황변화에서 자발적으로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했다. 

운전자의 in-situ 상태가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4 가지 

NDRT 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NDRT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횟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6). 총 횟수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제공된 고정적 도로 요소의 주행상황에서 

발생한 결과만을 포함하였으며, 돌발상황에서의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횟수는 제외하였다. 결과는 NDRT 

종류에 따라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다르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인지 부하 및 연속성이 낮은 

콘텐츠인 소셜미디어를 진행할 때 자발적 상황인지를 

위한 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두 특성이 가장 높은 

콘텐츠인 게임을 진행할 때 가장 적은 중단이 

관찰되었다. 

운전자의 in-situ 상태에 따른 상황인지 요구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주행상황의 출현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림 7). 그림 6 에서 NDRT 별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횟수가 다른데 반해,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그림 5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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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상황들의 시나리오별 분포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회전, 돌발상황, 직진, 흔들림, 

방지턱, 신호대기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NDRT 

종류에 따라 특정 주행상황에서의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행 상황이 

NDRT 의 영향을 고르게 받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운전자 선호도 상위 콘텐츠에 사용되는 감각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3.2 피험자 피드백 

실험 중 피험자들이 보인 행동의 잠재적 원인을 

탐구하기위해, 그들이 실험에 대해 느낀 주관적인 

경험들을 물었다. 피험자들은 주로 자신의 in-situ 

상태에 따른 주행상황인지 요구 및 NDRT 종류 특성에 

따른 NDRT 몰입도 상태가 주행상황인지 요구에 주는 

영향을 보고했다. 

"4 가지 NDRT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게임 시나리오를 
진행할 때는 주행상황을 알고싶다는 요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피험자 2(남, 25)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수준이 
낮아 변화하는 주행상황을 원할 때마다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게임과 읽고 쓰는 작업에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및 이해과정이 필요하여 해당 작업에 깊게 
몰입하였고, 주행상황 인지를 위한 요구가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피험자 3(남, 25) 

또한 특정 피험자는 자신의 in-situ 상태가 NDRT 

몰입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도 했다. 

"실험의 후반부가 진행되는 동안 멀미를 느꼈는데, 이 때 
수행한 NDRT 는 종류에 관계없이 몰입이 어렵다 보니 
주행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했다."피험자 4(남, 25). 

피험자들의 생산적인 의견을 통해 피험자의 NDRT외에 

멀미와 같은 신체적인 상태도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량적인 

결과와 같이 NDRT 종류에 따라 주행상황인지 요구가 

다르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찰 

특정 주행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의 인지 요구 

결과가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행상황으로 구성 된 시나리오를 다수 피험자의 반복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차기반 

테스트베드로 진행되어 동일한 시나리오를 재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 주행과정에서 수집한 

360 도 영상과 IMU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합 현실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각 시나리오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9]. 따라서 향후 작업을 통해 실내 혼합 

현실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평가가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플랫폼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는지 확인 후, 

각 시나리오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통한 주행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4.1 자가 판단 및 상황인지 요구 시점 주석화 방법 

본 연구는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촬영 한 뒤,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자가 

중단 시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가 중단은 특별한 

상황인지 요구 없이 발생하기도 하며, 관찰의 방법으로 

이를 선별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해당 특성의 자가 중단을 포함한다. 향후 작업에서 

명확한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하기 위해 피험자의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뷰, 피험자 자가 

판단의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2 상황인지 요구 시점의 활용 

자율주행차량 연구들은 때로 운전자의 NDRT 수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황인지에 필요한 시청각 

정보의 습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을 제안하곤 

한다. 차량 앞 유리를 NDRT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10]. 해당 설계의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각적 주의가 NDRT 로부터 

주행 상황인지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상황인지 요구 시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주행 상황 요구 시점의 

조사는 자율주행차량의 더 다양한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5. 결론 

차량의 지능형 시스템이 적절한 시점에 운전자에게 

개입하여 자율주행 사용자 경험 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그림 7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주행 상황 출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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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상황인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의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량과 운전자 간 상호작용 시 

적절한 상황 및 시점을 조사하기 위해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운전자 관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전자의 

in-situ 상태에 따른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관찰하였다. 미래자율주행차량 운전자의 선호 

NDRT 들 중 시각적 자원을 사용하는 작업들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은 주행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하는 주행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던 

NDRT 를 중단하고 주행상황을 확인하였다. 피험자의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는 NDRT 의 인지 부하 및 작업 

수행의 연속성이 작을수록 증가하였다. 반면,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주행상황종류는 모든 NDRT 

시나리오에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황인지 요구 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제 

주행상황에서의 피험자 관찰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운전자의 in-situ 상태에 따른 주행상황인지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자율주행차량과 운전자 간 상호작용 

시 운전자의 상태 및 주행상황이 동시에 고려되야함을 

보여준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참고 문헌 

1. Naujoks, F., Forster, Y., Wiedemann, K., & 

Neukum, A. Improving usefulness of automated 

driving by lowering primary task interference 

through HMI design. Journal of Advanced 

Transportation, 2017. 

2. Wintersberger, P., Riener, A., Schartmüller, C., 

Frison, A. K., & Weigl, K. Let me finish before I 

take over: Towards attention aware device 

integration in highly automated vehicles. In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otive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ve 

Vehicular Applications (pp. 53-65). 2018. 

3. Koo, J., Kwac, J., Ju, W., Steinert, M., Leifer, L., 

& Nass, C. Why did my car just do that? 

Explaining semi-autonomous driving actions to 

improve driver understanding, trust,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n Interactive 

Design and Manufacturing (IJIDeM), 9(4), 269-

275. 2015. 

4. Laura Dabbish, Gloria Mark, and Víctor M. 

González. Why do i keep interrupting myself? 

environment, habit and self-interruption.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11). ACM, 

New York, NY, USA, 3127–3130. 2011. 

5. Detjen, H., Pfleging, B., & Schneegass, S. A Wizard 

of Oz Field Study to Understand Non-Driving-

Related Activities, Trust, and Acceptance of 

Automated Vehicles. In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otive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ve Vehicular Applications (pp. 19-29). 

2020. 

6. Boehm-Davis, D. A., & Remington, R. Reducing 

the disruptive effects of interruption: A cognitive 

framework for analy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intervention strategi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1(5), 1124-1129. 2009. 

7. Gerber, M. A., Schroeter, R., Xiaomeng, L., & 

Elhenawy, M. Self-Interruptions of Non-Driving 

Related Tasks in Automated Vehicles: Mobile vs 

Head-Up Display. In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9). 2020. 

8. Johanna Meurer, Christina Pakusch, Gunnar 

Stevens, Dave Randall, and Volker Wulf. A 

Wizard of Oz Study on Passengers' Experiences of 

a Robo-Taxi Service in Real-Life Settings. In 

Proceedings of the 2020 ACM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Conference (DIS '20). ACM, 

New York, NY, USA, 1365–1377. 2020. 

9. Dohyeon Yeo, Gwangbin Kim, and Seungjun Kim. 

Toward Immersive Self-Driving Simulations: 

Reports from a User Study across Six Platforms. In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20). 

ACM, New York, NY, USA, 1–12. 2020. 

10. Andreas Riegler, Philipp Wintersberger, Andreas 

Riener, and Clemens Holzmann. Investigating User 

Preferences for Windshield Displays in Automated 

Vehicles. In Proceedings of the 7th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vasive Displays 

(PerDis ’18). ACM, New York, NY, USA, Article 

8, 1–7. 2018. 

Proceedings of HCIK 2021

- 517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Sensor-based Interactive Conten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loration of Applicability 

성은진 

Eunjin Seong 
광주과학기술원 

GIST 

seongej 

@gm.gist.ac.kr  

김 원 

Won Kim 
광주과학기술원 

GIST 

kimwon30 

@gm.gist.ac.kr  

이지원 

Jiwon Lee 
광주과학기술원 

GIST 

wwwljw2 

@gm.gist.ac.kr  

성민우 

Minwoo Seong 
광주과학기술원 

GIST 

seongminwoo 

@gm.gist.ac.kr 

김승준 

Seungjun Kim  
광주과학기술원 

GIST 

seungjun 

@gist.ac.kr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상태를 판별하고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발달장애 

전문가와의 in-depth 인터뷰를 통한 발달장애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HCI 관련 연구자 및 발달장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년기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콘텐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발달장애 전문가 7 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및 사회적 타당도 평가를 한 결과, 

각각 63.9 점(100 점 만점), 4.22 점(5 점 만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이 콘텐츠의 가상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강화, 촉구를 통해 실제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하며, 센서를 

기반으로 실시간 몰입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인, 인터랙티브 콘텐츠, 센서, Engagement, 

가상에이전트(Virtual Agent), 강화, 촉구 

1. 서 론 

최근 COVID-19 로 발달장애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심한 경우 장애 

증상이 악화하는 퇴행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1].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그들에게 

고립으로 인해 생겨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기존 

기관이 제공했던 교육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낮은 인지능력과 짧은 주의 

집중 시간으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스스로 찾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 최근 증강,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2, 3], 여전히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에 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제공된 콘텐츠에 끝까지 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정,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콘텐츠에 충분히 몰입되어 참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 

판별하고 이를 콘텐츠에 적용하는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개발한 후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2.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2.1  전문가 인터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전 

이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 연구자 

및 특수학교 및 학급에서 발달장애인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가 3 명(세부 전공 분야: 지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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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 정서 행동 장애, 지체 중도 장애)을 

선정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설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선정: 장애 종류(자폐, 지적)와 장애 

정도(경증, 중증), 연령(유아기, 학년기, 성인기) 등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대상 그룹 선정 및 연구 

대상에 맞는 콘텐츠 선정 필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선정: 장애아동이 

콘텐츠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디자인.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나 콘텐츠, 기기 사용 시 

장애아동이 심리적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라포(Rapport)’ 형성 과정 필요 

동기부여가 낮은 발달장애인의 콘텐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촉구와 강화가 필요 

2.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및 브레인스토밍 

-대상 1: HCI 연구자, 대상 2: 발달장애 

전문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을 위해 먼저 HCI, 컴퓨터공학, 인공지능을 

전공한 대학원생 14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3 인과의 

인터뷰 내용 및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한 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이어 발달장애 대상 

연구 경험이 있거나 현재 특수학교 및 학급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7 명을 초청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은 본 연구에 대해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정보를 듣고,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두 면담의 브레인스토밍에는 LUMA Institute 에서 

Human-Centered Design 을 위해 제공하는 3 가지 

연구기법이 사용되었다(그림 1).  첫번째 기법은 각 

카테고리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카테고리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Creative 

Matrix 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콘텐츠, 

인터랙션, 센서 총 4 개의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 

부착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기법은 

Statement Starter 로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reative 

Matrix 의 4 가지 카테고리에서 참가자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선정한 후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 기법은 Visualize the Vote 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최종 

아이디어를 돌아가며 발표한 후 한 사람당 3 개의 

투표권을 주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외한 좋은 

아이디어에 투표하도록 했다.  

 

그림 1 Creative Matrix (좌), Statement Starter (중), 

Visualize the Vote (우) 

 면담 결과 

1, 2 차 면담에서 나온 각 카테고리별 아이디어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첫째, 연구대상자 카테고리에서 

연구자의 경우 장애인 외에도 장애인 부모나 

비장애인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상정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전문가들은 장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세분화하여 연구대상자로 

고려하였다. 둘째, 콘텐츠와 인터랙션 카테고리에서 

연구자는 발달장애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 

종류 및 인터랙션 방법을 제시했지만 발달장애 

+ + +

그림 2. 브레인스토밍 카테고리 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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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실제 발달장애인이 가능하거나 실제 수업 

또는 연구 경험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센서 카테고리에서는 양 

그룹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각 면담에서의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CI 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1 차 면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얻은 아이디어는 ‘Self-mapping 을 통해 

자신을 캐릭터화하는 연구'였다. 본 아이디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모습을 맵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발달장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 후 

캐릭터에 행동을 투영하면서 거울 효과로 도발 

활동을 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두 번째 득표수의 

아이디어는 ‘자폐 아동을 위한 가상 애완동물 

디자인’이었다. 본 아이디어는 발달장애 아동이 

원하는 동물을 직접 선택하고 꾸미는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보상으로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참여(Engagement)를 

높이고자 했다. 이 외에도 ‘터치 기반 테이블 악기 

연주 플랫폼', ‘옷 입히기 게임', '그림자 따라 하기 

게임' 등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아이디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콘텐츠 내에서 실제 발달장애인을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또는 가상 에이전트)의 활용이 많다는 

점이었다. 

한편 발달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 차 

면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얻은 아이디어는 

‘단계별 일상생활 기술 습득 콘텐츠'였다. 사회성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생활 연령이 8 세 이상 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배워야 하는 일생 생활 기술을 

가상환경에서 수행하고 단계별 미션을 통해 학습하는 

아이디어였다. 두 번째로 높은 득표수의 아이디어는 

‘흥분 및 문제행동 전조증상 파악'이었다. 최중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심박 수, 유발 소음 

수준(데시벨), 움직임의 가속도를 센서로 측정하고 

빅데이터화하여 학생의 전조증상 및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배경 사건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전조 증상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나 공 분류하기', 

‘요리 재료 맞추기', ‘VR 을 활용한 캐릭터, 건물 

만들기’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2.3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설계 

3 명의 전문가 인터뷰, 두 전문가 그룹과의 면담 

결과 및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설계를 

진행하였다. 각 항목별 선정된 아이디어는 표 1 에 

정리하였다. 

표 1. 인터랙티브 콘텐츠 설계 

연구대상 지적장애 

콘텐츠 일상 생활 기술 증진(Daily Living Skill)을 

위한 미션을 수행 

1. 미션 확인 - 쪽지 확인 

- 가상 에이전트 선택 

2. 목적지 선택하기  

3. 버스 타기 - 버스 노선 확인 

- 버스 번호 찾아 타기 

- 교통카드 사용하기 

4. 장보기 
- 가게 선택하기 

- 상품 선택하기 

- 상품 수량 선택하기 

- 계산하기 

인터랙션 터치 기반 인터랙션 

센서 터치, 모션 트래킹, 시선, 가속(Accelerometer), 

피부전도도(GSR), 혈류량(BVP), 

심박변이도(HRV) 

 

 연구대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지폐성장애로 구분되는데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이 낮아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폐성장애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HCI 연구자와 발달장애 전문가로부터 

제시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에 지적장애 특히, 

학년기의(초, 중, 고) 지적장애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콘텐츠 

 발달장애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안된 ‘단계별 

일상생활 기술 습득 콘텐츠’ 아이디어는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에게 1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였다. 앞선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최종 목표가 

교사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년기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술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술 능력(예, 식료품점에서 장보기)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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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술과 관련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이 엄마의 

심부름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생활 기술을 하위 콘텐츠로 만들어 난이도에 따라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까지 배치하였다. 

지적장애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는 장보기 

미션을 확인한 후 가상 에이전트 선택(그림 3a), 미션 

수행 장소 선택(그림 3b), 목적지가 있는 버스 노선을 

찾아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 사용(그림 3c), 시장에 

도착 후 사야 하는 물품을 파는 가게 선택 및 상품 

선택 후 수량에 맞춰 계산하기가 있다(그림 3d).  

 또한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콘텐츠를 수행할 때 

교사 또는 학부모가 학생이 수행 과정을 관찰하며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자체에서 학생의 상황을 판별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1차 브레인스토밍에서 언급된 가상 

에이전트를 활용하였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가상 

에이전트를 활용한 콘텐츠를 관련 연구는 꾸준히 

있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5, 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처럼 가상 에이전트의 역할을 

단순한 의사소통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교사나 부모가 수행했던 역할 즉, 상황에 적합한 

강화, 촉구를 포함한 피드백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e). 콘텐츠를 수행하는 동안 적절한 

강화나 촉구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오랫동안 

콘텐츠에 참여하도록 하며(Engaged), 이는 콘텐츠의 

본 목적인 일상생활 기술 증진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진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촉구와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여러 논문에도 그 중요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7, 8], 가상 에이전트를 통한 촉구나 강화가 

발달장애인의 콘텐츠 참여와 콘텐츠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새로운 

캐릭터와의 친밀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장애학생과 가상 에이전트 간 라포 형성을 

위해 콘텐츠 초반 장애학생이 원하는 가상 

에이전트의 모습(사람, 동물, 로봇)을 직접 선정하고 

다양한 아이템(모자, 옷, 지팡이)을 사용해 꾸미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그림 3e), 완성된 가상 

에이전트가 화면에서 움직일 때 클릭하여 잡는 

게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그림 3f). 

 

 인터랙션 

콘텐츠는 Scratch에서 제작되었으며 지적장애 

학생이 충분히 스토리에 몰입하여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75인치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였다. 

인터랙션은 지적장애 학생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터치를 기본으로 사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드래그 

인터랙션을 포함하였다. 

 

그림 3 개발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일부 

 센서 

콘텐츠를 수행하는 동안 학생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콘텐츠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함께 사용했으며 이를 

플랫폼 형태로 개발하였다(그림4). E4 Wristband를 

사용하여 가속도, 피부 전도도, 혈류량, 심박 

변이도를, Intel Realsense 435D를 사용하여 모션 

인식을, Tobii Eye-glasses로 시선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림 4 센서 플랫폼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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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대상 콘텐츠 피드백 및 사용성 

평가 

개발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해 기존 2 차 면담에 

참여했던 발달장애 전문가 7 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평가를 진행하였다. COVID-19 로 대면이 불가해 

Zoom 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일대일 평가를 

진행하였다. 

 콘텐츠 평가 과정 

 먼저 제작된 콘텐츠를 전문가가 직접 사용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피드백을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Think Aloud Testing 과 

Contextual Inquiry 연구기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콘텐츠를 경험한 후 Bull's Diagram 기법을 활용하여 

콘텐츠에서 사용된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1(Tertiary,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서 3(Primary, 매우 

중요함)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어 본 

콘텐츠에 대한 사용성 평가(System Usability Scale, 

SUS)를 진행 후, 본 콘텐츠가 지적장애 학생이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를 묻는 사회적 타당도(Social Validity)를 

1~5 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함께 측정하였다[9].  

 평가 결과 

 7 명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콘텐츠에 대한 공통적인 

피드백은 콘텐츠가 지적장애 학생에게 어렵다는 것과 

글을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충분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콘텐츠에서 사용된 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 와 같다. 모든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가상 에이전트가 촉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 외 대부분의 항목에서 3 점 만점에 평균 2 점 

이상의 중요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상 에이전트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디자인된 캐릭터 잡기 게임은 중요도 평균이 1.86 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캐릭터 잡기를 통한 

라포 형성은 그 강도가 약하며 오히려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활동이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카드가 아닌 

현금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콘텐츠도 예상 밖의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이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가 아닐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표 2. 콘텐츠 요소의 중요도 평가 

콘텐츠 요소 
중요도 

평균(표준편차) 

가상 에이전트와의 라포 형성 -

캐릭터 꾸미기 
2.14 (0.38) 

가상 에이전트와의 라포 형성 -

캐릭터 잡기 
1.86 (0.69) 

가상 에이전트의 촉구 제공 3.0 (0.0) 

버스 노선 읽기 2.57 (0.53) 

탑승해야 하는 버스 선택 2.86 (0.38) 

교통카드 활용하여 버스 탑승 2.71 (0.49) 

구매 물품 구매를 위한 점포 선택 2.86 (0.38) 

카드가 아닌 현금 활용 결제 2 (0.82)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반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9점(표준편차 13.61)으로 이는 

사용성 평가 기준에서 보통(OK)에서 좋은(Good) 

단계에 속하였다[10]. 또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으며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22점(표준편차 0.27)으로 콘텐츠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 모두 매우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타당도(Social Validity) 평가 

문항 
평가 

평균(표준편차) 
[콘텐츠 적절성] 본 콘텐츠가 학생들이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는데 

적절한가요? 

4.43 (0.53) 

[콘텐츠 구성] 콘텐츠 내에 일상생활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나요? 

4.43 (0.53) 

[촉구 적절성] 콘텐츠를 통해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는데 Virtual Agent (가상 

도움 캐릭터)가 적절한 촉구를 

했나요? 

4.0 (1.15) 

[실현 가능성] 본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 기술이 향상 

될까요? 

4.29 (0.49) 

[독립성] 본 콘텐츠를 경험 후 

아이들이 직접 독립적으로 해당 

태스크 (i.e., 버스타기, 식품구매, 돈 

계산 등)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3.71 (0.76) 

[선생님의 만족도] 학생이 콘텐츠를 

완수했을 때의 만족감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4.29 (0.76) 

[참여도] 학생의 참여(Engagement)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4.43 (0.79) 

4. 결론 

본 연구는 학년기의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의 적용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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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다. 연구 대상자 및 콘텐츠 선정, 세부 

디자인, 피드백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 여러 HCI 연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HCI 관련 연구자 및 발달장애 

전문가가 참여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시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및 

관련 콘텐츠 선정의 중요성과 촉구, 강화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가상 

에이전트의 활용, 일상생활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한 뒤 지적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성 및 사회적 타당성 평가 점수를 확인하였다.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 상의 가상 

에이전트가 장애학생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강화, 촉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끝까지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의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학생이 콘텐츠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센서로 판단하는 것이 본 콘텐츠 외에도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가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콘텐츠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콘텐츠의 최종 

사용자인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및 

센서 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한 센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적장애 학생이 콘텐츠를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의 상태를 판별한 

후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적절한 강화 또는 촉구를 

제공하여 실제 콘텐츠의 참여를 높이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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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장애인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물체와의 거리를 소리로 

나타내어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로 거리를 

소리의 주파수로 효율적으로 매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파수와 인지 거리의 범위, 주파수 변화 정도, 신호 지속 

시간, 매핑 함수, texture, 샘플링 율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들을 파라미터로 조정 가능한 소리 생성 방법을 

개발한다. 두 번째로는 휴대하기 편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용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distance sonification, vision to audition, sensory 

substitution device, visually impaired 

1. 서 론 

1.1 배경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한이 있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 정보를 

다른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각적 정보 등으로 

변경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제품도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가이며, 장애물을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1.2 관련 선행 연구 및 기기 

거리 정보를 beep time, loudness, frequency 등 다양한 

소리의 요소에 매핑하였을 때 각 방법에 따른 거리 인지 

정확도[1][5], 목표 도달 시간 및 정확도[4][6] 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거리를 주파수로 매핑하는 

proportional mode 와 인접한 거리의 차를 주파수로 

매핑하는 derivative mode 를 통해 모서리, 불연속한 

깊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3].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에 충돌하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기기들이 나왔다. Sunu Band[7]는 스마트 밴드로 수중 

음파 탐지기 또는 반향 위치 측정법을 활용하여 물체를 

감지하고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달한다. Buzz Clip[2]은 클립으로 초음파를 

활용하여 사용자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WeWALK[8]는 스마트 

케인으로 초음파로 지면에서 떨어진 장애물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현재 위치,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1.3 연구의 목적 

물체와의 거리를 소리의 주파수로 매핑하여 사용자에게 

들려줄 때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거리를 소리의 주파수로 변환하는 

유용한 매핑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본 시제품은 추후 개선을 거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을 이용한 사용성에 대한 실험 결과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방법론 

2.1 사용자 인터뷰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시각 장애인 2 명을 대상으로 

제작하려는 개발 의도를 설명한 후 의견과 요구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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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결과, 이 제품을 통해 맨홀, 엘리베이터 문 열림, 

주변 환경, 버스 도착, 진입 방지턱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음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 소리가 너무 크거나 디자인이 요란하여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할 것 

⚫ 인터페이스는 터치 방식보다는 버튼식을 선호 

⚫ 지금도 휴대하는 기기가 많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대한 기기의 개수를 줄이고, 충전, 관리가 

편리할 것 

⚫ 스마트폰이 사용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 

⚫ 시각장애인도 거리 단위 개념이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몇 미터” 육성으로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 

⚫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 

2.2 설계요소 설정 (기초 조사) 

사용자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거리를 

소리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사전에 

조사하고 설정에 활용한다. 

 주파수와 인지 거리 범위 선정 

사용자가 듣기 편하고 거리를 변별력 있게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와 인지 거리 범위를 조사한다. 범위 설정은 

추후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주파수 민감도 조사 

440Hz에서 시작하여 440 + n (n = 0.5*i (i : cycle, 1

≤ i ≤20)) Hz로 0.5초 동안 바뀐 후, 440H로 돌아오

는 .wav file을 생성한다. 이를 재생한 후, 사용자는 주

파수의 변화를 느꼈을 때 일시정지를 누른다. 이때의 주

파수 변화 정도를 확인한다.  

 신호 지속 시간 예민도 조사 

220Hz 에서 시작하여 재생하다가, 440Hz 를 n (n = s[i], 

s = [0.0025, 0.005, 0.01, 0.025, 0.05, 0.1, 0.25, 0.5, 1], 

i= cycle 횟수) 초 동안 바뀐 후 다시 220Hz 로 

돌아오는 .wav file 을 생성한다. 이를 재생한 후, 

사용자는 주파수의 변화를 느꼈을 때 일시정지를 누른다. 

이때의 변경된 주파수의 지속 시간을 확인한다. 

 거리-소리 매핑 함수 선정 

총 3 개의 매핑 함수(linear 매핑, exponential 매핑, 

logarithmic 매핑)을 비교할 것이다. 

Linear 매핑: 

𝑦 = −
𝑚𝑖𝑛𝐹 − 𝑚𝑎𝑥𝐹

𝑚𝑎𝑥𝐷 − 𝑚𝑖𝑛𝐷
(𝑥 − 𝑚𝑖𝑛𝐷) + 𝑚𝑎𝑥𝐹 

Exponential 매핑: 

𝑦 = 𝑚𝑎𝑥𝐹 ∗ 2𝑎(𝑥−𝑚𝑖𝑛𝐷) 

𝑎 =
log2

𝑚𝑖𝑛𝐹
𝑚𝑎𝑥𝐹

𝑚𝑎𝑥𝐷 − 𝑚𝑖𝑛𝐷
 

Logarithmic 매핑: 

𝑦 = 𝑎 log2(𝑥 − 𝑚𝑖𝑛𝐷 + 1) + 𝑚𝑎𝑥𝐹 

𝑎 =  
𝑚𝑖𝑛𝐹 − 𝑚𝑎𝑥𝐹

log2(𝑚𝑎𝑥𝐷 − 𝑚𝑖𝑛𝐷 + 1)
 

maxF : 최대 주파수 minF : 최소 주파수 

maxD : 최장 거리 minD : 최단 거리 

매핑을 통해 변환된 소리를 사용자에게 들려주어 주변 

환경 인지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식을 조사한다. 매핑 

설정은 추후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Sound texture 선정 

소리를 단일 구형파만으로 구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충분한 주목을 끌지 못하게 되므로 단일 구형파 외의 

다른 texture 도 제공한다. Texture 설정은 추후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Sampling Rate 선정 

사용자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sampling rate 중 제일 적당한 값을 조사한다. Sampling 

rate 는 추후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개요 

LiDAR 센서(0.1m ~ 12m, 오차 ± 5cm(0.1~5m) 

±1%(5m~12m))로 거리 측정한 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소리 재생 장치로 거리 정보를 전송한다. 재생 

장치는 거리와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소리로 변환하여 

재생한다. 

 프로토타입 시스템 기능 

프로토타입은 다음 3 개의 모드를 제공한다. 

Proportional mode : 거리를 주파수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Derivative mode :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를 주파수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Speech mode : 거리를 육성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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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은 거리 측정 부분과 소리 재생 부분으로 

나뉜다. 거리 측정 부분은 모드를 선택하면 LiDAR 

센서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 후, 거리와 모드를 

블루투스를 통해 소리 재생 부분으로 전송한다. 소리 

재생 부분은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와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거리 측정 

부분은 라즈베리 파이, 소리 재생 부분은 안드로이드 

앱을 활용한다.  

 

그림 1 실험용 프로토타입의 기구 

2.4 프로토타입 사용 실험 

6 명의 비장애인 개발자가 프로토타입을 벽 앞의 물체, 

벽의 모서리, 반투명, 투명 물체에 실험하였다. 

 벽 앞의 물체 

1. 벽에 20×26×10(cm) 크기의 박스를 고정한다. 

2. 사용자는 벽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위치한다. 

3. 프로토타입의 3 가지 모드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좌우로 탐지한다. 

 벽의 모서리 

1. 사용자는 벽의 모서리를 바라보도록 위치한다. 

2. 프로토타입의 3 가지 모드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좌우로 탐지한다. 

 반투명, 투명 물체 

1. 반투명과 투명 물체를 사용자가 바라보도록 배치한다. 

2.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좌우로 탐지한다. 

3. 결과 

벽 앞의 물체 실험을 통해 물체의 위치와 크기를, 벽의 

모서리 실험을 통해 벽이 점점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투명, 투명 

물체 실험을 통해 반투명, 투명 물체를 인지할 수 있으나 

불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물체의 모양을 대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에는 방위 요소를 추가하고 소형화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어린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사용성에 대한 검증을 추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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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기계 학습 중 비 지도 학습의 일종인 K-

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회화를 분석하여 컬러-온도 

매칭을 통해 컬러 이미지를 온도 이미지로 변환시켜 

시각장애인의 시각미술품 감상을 돕기 위한 촉온도 

인지기반의 색상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색온도, 다중감각, 컬러히스토그램, k 평균 알고리즘, 

이미지분석, 색상인식, 시각장애인 

1. 서 론 

최근 회화를 감상하는데 있어 시각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나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1] 

이는 전통적인 회화의 감상 방법인 시각적인 

감상만을 하는 것보다 회화의 감상에 다른 감각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감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대신 청각과 

후각, 촉각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 청각, 후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감상 인터페이스인 ‘BlindTouch’ [3]라는 복제 

미술품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온도 감각’을 활용한 

‘촉각온도자극기(A Tactile Temperature Display 

Platform)’[4]또한 소개되었다.  

그러나 ‘촉각온도자극기’는 촉각 전시 분야에서 작품 

감상을 돕는 온도 자극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다양한 컬러가 사용된 회화를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하고자 하는 회화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작품을 수작업으로 분석해야 했으며 컬러 분석에 

따라 펠티어 소자의 배선을 다르게 해야 함으로써 

하나의 디바이스로 여러 작품을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우리 연구진은 1) 

4 개 이상의 컬러가 사용된 회화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2)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회화를 분석 

가능하게 한다. 3) 사각형 평면을 사각형 셀 n x 

m 개 로 나누면서 최대 5 개의 대표 칼라를 

사용하여 칼라를 분할한다. 이렇게 총 3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화를 동일한 크기의 

셀로 나누어 각 셀마다 주어진 데이터를 k 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인 K-평균 군집화(K-

means Clustering)를 사용하여 도출된 컬러의 

빈도값을 기준으로 각 셀의 대표 컬러를 구하고 

인접한 셀과의 컬러 유사성을 판단하여 컬러를 

단순화시켜 컬러와 온도의 매칭을 통해 각 셀이 

표현하는 컬러를 온도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컬러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온도 이미지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컬러로 이루어진 

회화도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2. 기능 

2.1 전체 이미지의 컬러 히스토그램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이미지를 Color histogram 을 

통해 RGB 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발환경은 python 3.7.7 버전을 기반으로, 

OpenCV 라이브러리 4.4.0 버전, Scikit-learn 

라이브러리 0.23.1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인풋 

이미지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이용하여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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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빈센트 반 고흐 - 별이 빛나는 밤, 1889(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clustering 을 10 개로 분류하여 10 가지의 대표 

컬러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10 개의 컬러를 팔레트의 형태로 보여주며 

각각의 컬러 RGB 값과 빈도를 보여준다. RBG 값의 

빈도가 높은 대표 컬러 5 개를 선정하여 온도를 

부여하였다. 

 

 

그림 2 컬러 팔레트와 빈도 

이를 통해 그림 1 은 전체적으로 푸른 계열의 컬러가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계열의 컬러는 통합하여 1 개의 컬러로 판단하였다. 

 

2.2 이미지 분할 및 컬러 히스토그램 

컬러를 온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회화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나의 온도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정 영역 안에 있는 여러 

컬러를 하나의 컬러로 표현하고, 컬러를 온도로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림 3~4 를 비교해보면 회화를 세밀하게 분할하여 

해당 셀의 컬러를 통합할 수록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 의 경우, 이미지를 세밀하게 

분할할수록 하나의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컬러의 

개수가 증가하여 컬러의 유사성 판단에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의 셀로 분할하는 것이 

중요하며 ‘촉각온도자극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3) 사이즈가 가장 적절하다. 

그림을 나눈 뒤 각 셀마다 Color histogram 과 K-

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사용하여 각 

셀에 사용된 컬러의 평균을 구하여 셀의 컬러를 

한가지로 통합하였다. 

 

그림 3 (4×3) 사이즈로 컬러 군집화 된 이미지  

 

그림 4 (8×6) 사이즈로 컬러 군집화 된 이미지 

 

그림 5 (32×24) 사이즈로 컬러 군집화 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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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색상 비교 및 색상 통합 

컬러에 대한 촉각적 온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온도와 컬러의 매칭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칼라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5] 

손의 피부를 포함하여 피부와 표피 피부층에 위치

한 온도에 관한 메시지를 뇌에 보내는 열수용체

(thermoreceptors)가 있으며, 사람의 피부는 온

도 수용체에 의해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그러나 

온도 수용체는 온도 자체가 아니라 온도 변화에 

반응한다. 온도 수용체는 30 ℃에서 45 ℃로 상승

하는 고온 수용체와 30 ℃에서 18 ℃로 감소하는 

저온 수용체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Jones, 

2002/2008]. 그 이외에 18 ℃ 이하 45 ℃ 이상에

서는 통각 수용체 (nociceptor) 라 불리는 통증 수

용체가 활성화 되어있다[6] [Green, 2004]. 

30 ℃와 36 ℃ 사이에서는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 

수용체 둘 다 모두 활성화되면 정상 상태에서 열 

감지가 관찰되지 않는다.[7]. 통각 수용체는 피부 

온도가 15-18 ° C 아래로 떨어지거나 45 ° C 이

상으로 올라갈 때 활성화되며 통증을 느낀다. 

Wilson [8]은 온도가 32 ° C에서 ± 3 ° C로 변경

될 때 변화에 대한 인식률은 94 % 정확하다. 그러

나 따뜻함 (33도) 및 차가움 (29도)과 같은 주관적 

인식의 정확도는 71 %이다. 송 (2015)에 따르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밴드를 가진 12 명의 참가

자는 손목 피부 온도와 ± 3 C˚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약 76 %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색상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색상 사이의 온

도차가 4 ~ 5 ℃ 기 되도록 코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성된 열 자극을 편안하게 

색상으로 인식하기 위해 14 ° C ~ 38 ° C의 온도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통증 없이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는 38 도 가장 낮은 온도는 15 도이다.  

표 1 은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컬러와 

온도의 매칭표이다. 이를 통해 그림 3~5 를 온도로 

표현할 수 있다. 

 

표 1. 컬러와 온도의 매칭 표 

 

 

그러나 그림 3 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슷한 계열의 

컬러지만 표 1 에서 주어진 컬러와는 모두 다른 

컬러로 표현되어 있으며 표 1 에서도 온도로 표현 

가능한 컬러의 개수는 한정적 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컬러의 개수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셀이 나타내는 컬러의 RGB 값과 표 

1 의 컬러의 RGB 값을 비교하여 비슷한 계열의 

컬러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셀 하나 당 통합된 컬러와 [표 1]에서 주어진 7 개의 

컬러를 유클리디안(Euclidian) 거리를 이용하여 

모두 비교하여 컬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컬러로 

바꾸어 주었으며 식 1 과 같이 정의한다. 

 

 

식 1 RGB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한 유사도 판별 식 

 

식 1 에서 C 는 두 컬러의 유사도를 나타내며 

두컬러가 유사할수록 0 에 가까워진다. 는 

표 1 에서 주어진 컬러 RGB 값을 나타내며 

는 이미지 셀의 RGB 값, 은 R,G,B 

값들의 편중변수이다. 

또한 각 컬러들의 유사도 판별에는 완전 이진 

트리의 일종인 최소 힙(Min heap) 자료구조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는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최소 힙(Min heap) 자료구조 

 

그림 6 에서 , , …  는 표 1 에서 

주어진 컬러와 비교하려는 셀의 컬러와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표 2 는 식 1 을 이용하여 표 1 에서 주어진 컬러와 

셀의 컬러와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각 컬러의 

유사도를 두개씩 비교하여 값이 가장 작은 컬러를 

그 셀의 대표 컬러로 정하였다. 

표 2 그림 3 에서 사용된 대표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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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3) 사이즈 최종 온도 이미지 

 

다음과 같이 최종 온도 이미지(온도맵)이 

도출되면 12 개의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여 컬러 

이미지를 (4×3) 사이즈의 “촉각온도자극기”로 

표현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분석하여 컬러 이미지를 온도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작품 감상 시 시각에서 더 나아가 다중감각을 

활용한 작품 감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술 작품 

감상은 작가가 표현한 다채로운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작가의 의도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본 논문이 제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감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면 

작품 감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역시 

온도에 해당하는 감성적 공감각 경험을 통해 그림을 

비시각적 감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비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더해 공감각을 통하여 작품 

감상을 한다면 더욱 폭 넓은 작품 감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이 제시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공감각적 예술 작품이 많이 제작된다면 예술은 더 

이상 보지못하면 감상할 수 없는, 비 

시각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Universal 한 문화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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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장애인들은�또래�정안인만큼�예술�작품�감상에�

관심이�많다.�하지만�현존하는�시각�장애인�예술�감상�

매개체는�단순한�작품�정보�전달에�그치거나�특정한�

장소,�소수의�그림에만�적용되는�등�극도로�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해결하기�위해�시각장애인들이�시간과�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작품� 내� 내부� 요소에� 대한� 음성�

설명을�들으며�감상을�들을�수�있는�크라우드�소싱�

기반� 온라인� 아트� 갤러리� 웹을� 제안한다.� 시각�

장애인들이�터치스크린�기반�개인용�기기를�통해�더�

많은� 작품을� 쉽게� 접하고,� 작품� 내부� 요소를� 직접�

터치하며�전체적인�구도와�각각의�특징을�파악할�수�

있게� 함으로써� 한정적인� 정보� 수용에� 그치던�

시각장애인의�예술�감상�영역을�주체적인�예술�경험�

단계로�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예술� 감상,� 시각장애인,� 웹,� 인터페이스,� 크라우드�

소싱,�터치스크린�

�

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Simon� Hayhoe 의�독립적인�시각장애인�예술�감상�

연구[1]�에�따르면�시각장애인�역시�또래�정아인만큼�

예술� 감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시각�장애인이�스스로�예술�작품�감상을�하기�

위한�경로는�특정�장비나�특정�장소에�국한되어�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고,� 시각장애인들의� 감상을� 위한�

조치를� 해놓은� 작품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2].� 또한� 현재� 오디오� 가이드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전문가의� 설명은� 작품을�

이용자가�스스로�감상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

있어� 작품의� 외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배제하고�

예술�작품에�대한�객관적인�분석만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작품� 설명은�

시각장애인들이�작품의�내부�요소를�파악한�후�작품을�

직접� 해석하고,�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며�

감상을�하기에�적합하지�않다[3].�

본� 연구에서는� 작품� 내부� 요소를�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라벨링�하여�내부�요소의�색감,�형태,�크기�

설명과�함께�주관적인�감상을�입력할�수�있고,�라벨링�

된�작품�내부�요소를�클릭해�작품�전체를�파악할�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온라인� 아트� 갤러리�

‘ArtWiki’를�제안한다.�이�온라인�아트�갤러리�이용을�

통해�시각장애인들이�다양한�작품의�내부�요소를�직접�

파악하고� 대중의� 주관적인� 판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주체적인� 예술�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

2. 관련�연구�

2.1 시각�장애인을�위한�기존의�예술�감상�매개체�

기존� 시각장애인� 예술� 감상을� 돕는� 방법은� 소리로�

작품� 설명을� 듣거나,� 작품을�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제공하는�형태로�나뉜다.�

i.�소리로�듣는�작품�(Auditory�Exploration)�

소리로� 시각� 장애인들의� 예술� 감상을� 돕는� 가장�

보편적인�방법은�그림에�대한�전문가의�설명을�오디오�

가이드로� 제공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수월한�

관람을� 위해� 한� 작품� 설명이� 끝난� 후� 다음� 작품�

위치까지� 미술관� 내부� 경로를�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하는� 오디오� 가이드도� 일부� 제공되고� 있다[2].�

또한�작품과�관람자의�거리에�따라�배경�음악,�적절한�

효과음,�요소�단위�설명을�단계적으로�들려주는�Eyes-

Free�Art 와�같은�소리를�이용한�감상�방법도�연구되고�

있다[5].�

ii.�만질�수�있는�작품�(Tactile�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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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만지는�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2D 인�

평면� 작품을� 3D 프린터로� 2.5D 로� 만들어� 직접�

만지며�오디오�가이드를�함께�들으며�감상하는�방식이�

있다[6].� 또한� Touching� Masterpieces 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의� 3D� 모델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haptic� glove 를� 끼고� 장갑의� 진동�

피드백으로�조각의�크기와�모양을�파악할�수�있도록�

하는�새로운�감상�방식을�만들었다[7].�

iii.�기존�방식의�한계점�

앞서�제시한�모든�방법들은�반드시�미술관에�방문해야�

하거나�특정한�고가의�장비가�필요해�접근성이�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혼자� 미술관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문제는� 자유로운�

예술�작품�감상을�방해하는�큰�요소가�된다[2].�또한�

오디오�가이드의�경우�작품�내부의�요소의�색,�크기에�

대한�자세한�설명�보다�전문가의�객관적인�해설이나�

작품의� 정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예술� 감상�

매개보다는�그림에�대한�수동적인�정보�전달�역할에�

그치는�경우가�많다.� 평면�작품이나�조각을�만질�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작품의� 경우,� 그�

수가�굉장히�제한적이거나�특정�고가의�장비를�구매해�

이용해야�해�보급률�매우�낮다는�한계가�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와� 장비의� 제약이� 없고� 다양한�

작품을�접할�수�있는�크라우드�소싱�기반�온라인�아트�

갤러리를�제안한다.�

2.2 기존의�온라인�아트�갤러리�

i.�구글�아트�앤�컬쳐�

구글�아트�앤�컬쳐(Google�Art�&�Culture)1는�현재�

존재하는� 온라인� 아트갤러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오디오�가이드,� 증강�현실�뷰�등�사용자가�예술품을�

즐길�수�있는�다양한�컨텐츠들이�준비되어있다.�특히�

구글� 아트� 앤� 컬쳐는� 줌�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작품의�감상을�돕는다.�구글�아트는�전문가나�작품을�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는� 사진� 기사� 등� 특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내용을� 수집하고� 작성할� 수� 있어�

설명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제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위키아트에�비해�다양하고�많은�수의�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그림� 뿐만� 아니라� 장소나� 역사적�

사건의�사진�등도�포함하고�있다는�장점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아트� 앤� 컬쳐의� 높은� 해상도의�

그림과� 전문가의� 설명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완성도를�높였다.�

 

1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ii.�위키아트�

위키아트(WikiArt) 2 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Anonymous)�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 3와� 같은� 방식으로�

위키아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 사용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과� 내용을�

채워나간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사용하면�

전문가들의�객관적인�설명과는�달리�많은�사용자들의�

다양한� 감상들을�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설명은� 시각장애인들의�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를�하는데�큰�도움이�된다.� 또한�전문가가�모든�

내용을�작성하는�것에�비해�다양하고�많은�양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물론,�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불특정다수로부터� 얻는� 정보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성을�보장할�수�없지만�대표적인�크라우드�소싱�

기반� 플랫폼인� 위키피디아의� 선례로� 알� 수� 있듯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린다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기대해볼�수�있다.�

따라서�우리는�두�온라인�아트갤러리의�장점을�모두�

살린,�많은�작품들을�쉽게�감상할�수�있으며�일반인이�

참여가능하여� 시각장애인의� 감상을� 도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위한�온라인�아트�갤러리를�제안한다.�

�

3. 프론트�엔드�개발�

프론트� 엔드� 개발� (Front-end� development)에는�

리액트(React) 4 와� 서버사이드� 랜더링이� 가능한�

Next.js5를�이용하여�개발하였고�크게�그림 1과�같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과� 미술작품� 내�

구성요소를�라벨링하는�기능으로�구성되어있다.���

3.1 미술작품�감상�화면��

메인�페이지는�그림 1과�같이�프로젝트�설명,�테마별�

작품보기,�전체�작품보기로�이루어져�있다.�프로젝트�

설명�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사이트의�

목적을�알린다.� 테마별�작품보기에서는�여러�작품을�

한� 테마로� 분류하여� 묶어� 놓아� 테마별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트� 갤러리인� 만큼�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2 https://www.wikiart.org 

3 https://www.wikipedia.org 

4 https://reactjs.org 

5 https://next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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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선택하여�작품의�상세페이지로�가면�그림 2와�

같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자들이� 추가한�

라벨들이� 붙은� 작품을� 볼� 수� 있다.� 편집을� 통해�

라벨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확대� 기능을�

통해�예술�작품을�확대하여�감상할�수�있도록�했다.�

그림�1�메인�페이지�

�

그림�2�상세�페이지�

 

3.2 라벨링�(Labeling)�화면�

불특정� 다수인� 크라우드� 워커� (crowd� worker)가�

미술작품� 내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라벨링�화면은�리액트의�라이브러리인�‘React� Image�

Annotation’6을�사용하여�구현하였다.�그림 2의�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 3,� 그림 4 의�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 라벨링은�사각형�형태이며�

크라우드� 워커가� 예술� 작품의�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하여� 라벨링하고자� 하는� 영역을� 정하고,�

드래그를�멈춰�마우스�클릭이�떼어짐과�동시에�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라벨이� 나타난다.�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누르면�라벨링된�그림�오른쪽에�그림�4에서�볼�

수�있는�Annotation�List 에�작성한�라벨이�저장되어�

표시된다.�라벨�오른쪽�부분의�delete 버튼을�누르면�

라벨이�삭제된다.�편집�저장�버튼을�누르면�리스트에�

있는�생성한�라벨들이�저장되고�편집�취소를�누르면�

저장되지�않는다.�

�

�
그림3�라벨링된�그림�예시�(빨간색�테두리는�이해를�위해�

임의로�추가하였다.)�

�

 

그림�4�라벨링�목록�예시�(빨간색�테두리는�이해를�위해�

임의로�추가하였다.)�

 

 

6 https://github.com/Secretmapper/react-image-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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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술�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존재했지만� 작품의�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가이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벨링�

방식을� 사용하면� 작품의� 요소마다� 설명이� 라벨되어�

있으므로�시각장애인이�작품의�여러�곳을�직접�클릭을�

해보면서�작품을�파악할�수�있다.�

또한� 설명� 추가� 방식이� 라벨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작성할� 때�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만을�작성해야한다는�부담에서�벗어날�수�있어�더�

많은�양의�작품에�많은�설명과�감상을�기대할�수�있다.�

라벨링�기술을�사용함으로써�크라우드�소싱의�장점을�

크게�부각시킬�수�있다.�

3.3 백�엔드�개발�

백� 엔드� 개발(back-end� development)에서는�

장고(Django) 7 와� MySQL 8 을� 사용하였다.� 많은�

정보가� 저장되는� 크라우드� 소싱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단에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프론트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들을�저장하고�API 를�통해�서버와�프론트가�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도록� 구성하였다.� HTTP�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통해�

자원(Resource)을� 명시하고,� HTTP� Method(POST,�

GET,�PUT,�DELETE)를�통해�해당�자원에�대한�CRUD�

Operation 을� 적용하는� REST� API 를� 이용하였고�

Json 형식을�사용하여�데이터를�주고�받는다.�

�

4.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웹과� 이미지� 라벨링� 기술을� 이용해�

접근성과�사용성을�개선한�시각장애인을�위한�온라인�

아트�갤러리를�개발�완료했지만�아직�유저�테스트를�

실시해� 사용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추후� 유저�

테스트를�통해�온라인�아트�갤러리가�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적합한지,�라벨링을�통해�제공받는�정보가�

실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예술�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자�한다.��

또한� 현재� 온라인� 아트� 갤러리에서� 회화� 작품만을�

다루고�있는데,�조각과�건축물�등�내부�요소보다�형태�

파악이�중요한�작품도�감상할�수�있도록�라벨링�영역�

 

7 https://www.djangoproject.com 

8 https://www.mysql.com 

클릭과�모바일�디바이스의�진동�피드백�기능을�추가할�

예정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가� 예술� 작품�

내의� 요소를� 라벨링하여� 감상과� 설명을� 입력할� 수�

있고,� 시각� 장애인들이� 그림� 내� 요소를� 클릭하여�

위치를�파악해�다양한�사용자의�설명과�감상을�들을�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제안�및�제작하였다.�

이는�시각장애인들의�예술�작품�감상에�대한�수요를�

충족시키며,� 시각� 장애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않고�보다�다양한�작품을�쉽게�접하고�예술�작품�

내� 구성� 요소를� 직접� 터치하고� 음성� 설명을� 들으며�

주체적으로� 예술� 감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사의�글�

이�연구는�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사업�(과제�번호�

2018M3C1B6061353)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다.�

�

참고�문헌�

1. Simon� Hayhoe.� 2013.� Expanding� our� vision�
of� museum� education� and� perception:� An�

analysis�of�three�case�studies�of�independent�

blind� arts� learners.� Harvard� Educational�

Review�83,�1�(2013),�6786.�

2. Saki�Asakawa,� João�Guerreiro,�Daisuke�Sato,�
Hironobu� Takagi,� Dragan� Ahmetovic,� Desi�

Gonzalez,� Kris� M� Kitani,� and� Chieko�

Asakawa.� 2019.� An� Independent� and�

Interactive� Museum� Experience� for� Blind�

People.�(2019).�

3. Robert� D� Clements.� 1979.� The� inductive�
method� of� teaching� visual� art� criticism.�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3,� 3(1979),�

6778.�

4. Kozue� Handa,� Hitoshi� Dairoku,� and� Yoshiko�
Toriyama.� 2010.� Investigation� of� priority�

needs� in� terms� of� museum� service�

accessibility� for� visually� impaired� visitors.�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8,� 3�

(2010),�221234.�

Proceedings of HCIK 2021

- 534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5. Kyle� Rector,� Keith� Salmon,� Dan� Thornton,�
Neel�Joshi,�and�Meredith�Ringel�Morris.�2017.�

Eyes-free� art:� exploring� proxemic� audio�

interfaces� for� blind� and� low� vision� art�

engagement.� Proceedings� of� the� ACM� on�

Interactive,�Mobile,�Wearable�and�Ubiquitous�

Technologies�1,�3�(2017),�93.�

6. Leona� Holloway,� Kim� Marriott,� Matthew�
Butler,� and� Alan� Borning.� 2019.� Making�

Sense�of�Art:�Access� for�Gallery�Visitors�with�

Vision� Impairments.� I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19).� ACM,� New�

York,� NY,� USA,� Article� 20,� 12� pages.�

https://doi.org/10.1145/3290605.3300250�

7. NeuroDigital� Technology.� [n.� d.].� Touching�
Masterpieces.�

https://touchingmasterpieces.com/.�

Accessed:�2019-10-14.�

�

Proceedings of HCIK 2021

- 535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 수단 탐지를 위한 Seed 기반 딥러닝 모델 

및 성능 평가 

Validation of Seed based Deep Learning Model for Transportation Mode 

Detection including Wheelchair Data

황성진 

Sungjin Hwang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1894hwang@gmail.com   

허지웅 

Jiwoong Heo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heo0614@naver.com  

문주철 

Jucheol Moo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jucheol.moon@csulb.edu 

김한성 

Hansung Kim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hsk@hanyang.ac.kr 

차재혁 

Jaehyuk Cha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chajh@hanyang.ac.kr 

김광욱* 

Kwanguk (Kenny) Kim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kenny@hanyang.ac.kr 

요약문 

이용자가 현재 타고 있는 이동수단을 탐지하는 기술은 

도시 계획, 개선된 위치 표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별히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동수단 탐지가 도시 

계획에 활용할 때,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진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동수단 탐지를 위해 스마트폰의 위치 

및 센서 데이터에 기계 학습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repeated random sub-sampling 

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k-fold 

user-cross-validation 을 시도할 때 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 저하가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탐지에서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발생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의 데이터를 

소량 추가 학습시키는 k-fold user-cross-validation 

with individual seed data 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존 방법 두 가지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탐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제안한 방법을 적용해 기존의 성능을 

개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이동수단 탐지, 딥러닝, 스마트폰, 휠체어, 이동성 장애 

1. 서론 

이용자가 현재 사용 또는 탑승하고 있는 이동수단을 

탐지하는 이동수단 탐지 기술은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도를 갖는다. 이동수단 

탐지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사회적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지구 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동수단 정보를 활용해 개선된 위치 표시, 

실시간 길 찾기 또는 개인화된 광고 표시에 활용될 수 

있다 [1].  

특별히, 도시 계획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에 영향을 

주며,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접근성과 이동성은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2], 기존 연구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탐지는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 활용도를 갖는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이 

위치 및 센서 데이터를 통해 탐지할 수 있다 [3]. 이러한 

위치 및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수단 

연구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항상 소지하는 

스마트폰의 위치 및 센서 데이터에 기계 학습 방법을 

적용해 이동수단을 탐지하고자 했다 [4,5,6,7].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동수단 탐지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중 테스트 데이터를 

무작위로 일부 선택해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수집 구간 

별로 나누어 일부 구간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했다 [4,5,7]. 하지만 이러한 성능 평가 방법은 

새로운 이용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성능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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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했을 때, 그 성능이 최대 기존 93%에서 10% 

미만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데이터에서도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방법론 

2.1 실험 참가자 

총 80 명의 실험 참가자로부터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데이터를 수집했다. 80 명의 실험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3.4 세, 표준편차는 2.8 세, 여성 실험 

참가자 수는 33 명 이였다. 

2.2 실험 장비 

이동수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된 스마트폰은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실험 참가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며, 모든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폰은 모두 안드로이드 9.0 이상의 

버전이었으며 실험에 필요한 센서를 지니고 있었다. 

2.3 실험과정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실에 방문해 인구통계학적 

설문을 작성한다. 이후 실험 참가자의 핸드폰에 데이터 

측정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데이터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이 후 

수동 및 전동 휠체어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의 동행 하에 연습 과정을 거친 이후 각각 

11 분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후 실험 참가자는 

3~5 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동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이후 간략히 이동수단으로 표기)인 

가만히 있기, 걷기, 버스, 지하철 및 차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11 분씩 추가로 수집한 후 이를 연구자에게 

제출하면 실험이 종료된다. 실험 종료 후에 연구자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수집되었는지 검토하고, 실험 

참가자에게 소정의 실험비를 지급한다. 

2.4 수집된 데이터 

각각의 실험 참가자는 11 분씩 총 7 개의 이동수단 

(가만히 있기, 걷기,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버스, 

지하철, 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각의 

데이터는 1 초에 60 번씩 측정된 가속도, 중력, 

자이로스코프 및 자기장 센서와 5 초에 한번씩 측정된 

위도와 경도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구조이다. 

각각의 센서 및 위치데이터는 세 개의 합성곱층과 최대풀링을 

거치고, 하나로 합쳐진 뒤 완전 연결 계층을 거치는 구조이다. 

이렇게 수집된 가공 전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1 초에 60 개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선형보간법을 이용해 가공했으며, 위치 정보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고자 매 순간 현재와 

바로 전에 측정된 위도 및 경도 값의 차이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또한, 각 이동수단 별로 수집된 11 분 

데이터의 처음과 끝의 30 초는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이고자 제거했고, 남은 10 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이동수단마다 10 분의 데이터를 총 

7 가지 이동수단에 대해 80 명의 실험 참가자로부터 

수집하여 총 5,600 분 (약 93 시간)의 이동수단 

데이터를 수집했다. 

2.5 딥러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보다 이동수단 탐지의 세 

가지의 성능 평가 방법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만큼, 딥러닝 모델은 잘 알려지고 이동수단 탐지에도 

빈번히 사용된 [4,5]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그림 1 과 같이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합성곱 신경망은 다섯 

종류의 센서 및 위치 데이터를 각각 학습하기 위해 세 

개의 동일한 합성곱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은 

순차적으로 32, 64, 128 개의 필터를 갖고 있다. 또한 

각 층의 스트라이드 (stride)는 1 로 패딩 사이즈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학습된 

다섯 종류의 센서 및 위치 데이터는 하나의 벡터로 

합쳐져서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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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다. 기울기 소실 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해소하고자 활성화 함수로 ReLU 

(Rectifier Linear Unit)을 사용했다. 

학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5 초 단위로 나눴으며, 

나눠진 5 초의 데이터 조각을 하나의 학습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했다, 학습은 다섯 에폭 (epoch) 

진행했다. 

2.6 이동수단 탐지 성능 평가 방법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 학습에서는 학습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파악한다. 여기서는 기존에 

이동수단 탐지를 위해 사용된 두 가지의 성능 평가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Repeated random sub-sampling validation (방법 

1). 전체 수집된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여러 

이동수간 간의 분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무작위 선택했으며, 이 실험을 5번 반복했다. 

 k-fold user-cross-validation (방법 2). 전체 

수집된 데이터에서 실험 참가자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은 후에 순서대로 동일한 크기를 갖는 k개의 하위 

샘플 (sub-sample)들로 나눈다. 이 후 각각의 하위 

샘플을 돌아가며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훈련되지 않은 실험 참가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므로, 새로운 

실험 참가자에 대한 이동수단 예측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3-fold나  13-

fold user-cross validation의 형태로 사용됐다 [6, 

7]. 본 연구에서는 8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5-fold user-cross-validation을 진행했다. 

 k-fold user-cross-validation with individual seed 

data (방법 3). 이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된 방법 2로 학습시킨 모델에 

추가적으로 제외된 실험 참가자의 이동수단 별 수집 

구간 기준으로 초기 30%의 데이터 (seed data)를 

추가 학습시킨 후에 나머지 70%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전에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 학습으로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사용자의 초기 데이터를 추가 학습 한 

이후의 해당 사용자의 이동수단 분류가 가능한지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8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 

대해 이 과정을 각각 한 번씩 총 80번 진행했다. 

3. 결론 

방법론에서 언급된 세 가지 성능 평가 방법 1, 2, 3 에 

의해 구해진 정확도의 평균은 각각 87.13%, 64.34%, 

86.02%로 기존 연구들처럼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데이터에서도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는 

방법 2 에서 방법 1 에 비해 정확도 저하가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 3 을 사용할 경우, 방법 2 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방법 1 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1 에 나와있다. 

표 1. 이동수단 탐지 성능 평가 세 가지 방법 별 정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방법 1 및 방법 2 의 경우 5 번의 

평균값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3 은 수집된 데이터의 

실험 참가자 수인 80 번의 평균값이다. 단위는 %이다. (방법 

1 – repeated random sub-sampling validation, 방법 2 – 

k-fold user-cross-validation, 방법 3 – k-fold user-

cross-validation with individual seed data) 

평가 

방법 

학습 데이터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방법 1 87.95 0.68 87.13 0.43 

방법 2 89.29 0.66 64.34 2.97 

방법 3 99.18 1.21 86.02 8.25 

4. 논의 

기존 연구들에서 이동수단 탐지 성능은 성능 평가 

방법에 따라 상이했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나 수집 구간 

별로 나누어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에 비해 특정 

실험 참가자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선택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동수단 성능 평가 방법을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k-

fold user-cross-validation with individual seed data 

은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예측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하고 기존 단순 이동수단 분류와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다수의 연구와 다르게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데이터 수집했다.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수단 탐지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을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에 따른 최적 경로 탐색이나, 

그들의 실제 이동 정보와 이동수단을 종합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휠체어 이용자들의 통행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에 활용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별히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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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이동수단 데이터 수집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제안한 방법은 새로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수단 탐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수단 탐지 성능 평가가 그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딥러닝을 통한 이동수단 탐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각각의 방법이 시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에서 추구하는 이동수단 탐지의 목적이 단순 

분류인지,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인지, 한 이용자에 

최적화된 탐지인지에 따라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k-fold user-

cross-validation with individual seed data 방법은 

기존의 이동수단 탐지가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에 

있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일부 학습시켜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선된 모델 개발 이외에도 

새로운 이용자의 초기 정보를 일부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가 비록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평소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됐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성능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이 방법에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로 한 이용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는 같은 이용자라 하더라도 다른 

날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이용자가 다른 날 

측정한 데이터에서 유사한 정확도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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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s often share information about their 

symptoms online by posting on web 

communities and SNS. While these posting 

data have been proven to be useful for 

improving psychological therapy experiences, 

little has known if and how the same approach 

can be applied to Korea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of bidirectional  

language models. Results show that both 

multi-lingual BERT model and KoBERT 

(Korean BERT) model perform well on binary 

sentiment classification, reaching an accuracy 

of 90%. In addition, bcLSTM models 

outperformed on emotion recognition that 

classifies casual texts into Paul Ekman’s six 

emotions than positive/neutral/negative 

sentiment analysis. Through this research, we 

concluded that in order to utilize sentiment 

analysis models in psychological therapies, 

additional layer that detects certain 

psychological symptoms are necessary. As 

our future task, we are looking forward to 

propose a new deep learning model that 

detects emotion disorders. 

 

Keyword 

Sentiment Analysis, Emotion Classifica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Language 

Models 

 

1. Introduction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almost 80% of Internet 

users, which is about 93 million distinct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surf the 

internet to gain medical information [1]. Many 

of them go so far as to diagnose themselves 

or share information about their symptoms 

online, creating a class of records called 

ePAT(electronic Patient-Authorized Text). 

Prior researches show that analysis of ePAT 

can be an effective means for identifying non-

pharmaceutical forms of intervention [2, 3]. 

For instance, Shing et al. [3] investigated 

online postings using data from Reddit 

(reddit.com), a popular website for anonymous 

discussions on a wide variety of topics, 

particularly a subreddit called “SuicideWatch.” 

The study suggests that these online 

discussion forums can be an effective source 

to gather ePAT datasets for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whe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topic model 

posteriors [25], word embeddings, and 

emotion features [26] etc. are used to 

engineer the features of the dataset. Other 

study has explored the us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echniques for improving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services [5]. We 

believe that this type of analysis would be 

particularly useful for South Korea, since 

mental health services are difficult to access 

and heavily stigmatized when compared to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21]. 

Inspired by the fact that little has known about 

emotion and stress detection in Korean text, 

we examined if and how Korean online 

posting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valuable source for several services, such as 

deep learning models that detects mental 

health distressers and symptoms, and 

empathy-driven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is application, 

we investigated four sentiment analysis 

approaches based on deep learning models; 

LSTM model [9], bcLSTM model[10], BERT 

model [11], and KoBERT model [12]; and 

compare their performance on a range of 

relevant text datasets; IMDb review datasets 

[8],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  [13], 

Reddit stress data [14], and the TV series 

<Friends> dat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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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howed that both BERT models and 

LSTM models well-performed on positive 

negative sentiment analysis by reaching an 

accuracy of 89%. KoBERT model as well 

showed high performance on sentiment 

analysis with an accuracy of 90%. However, 

the KoBERT model poorly performed under 

conditions when the source of the training 

dataset and the test dataset was given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wo conditions in 

the experiment (i.e., training the KoBERT 

model with stress data and testing it with 

positive/negative data and training the 

KoBERT model with positive/negative data 

and testing it with stress data), we concluded 

that the presence of one’s stress has low 

correlation - or completely independent – with 

the patients’ positive negative language usage. 

All things considered, we concluded that 

binary sentimental analysis deep learning 

models are inapplicable for psychological 

therapies. As a future work, we pla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models for psychological usage by inserting 

additional layers that detect certain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besides one’s emotions.  

 

2. Related Works 

2.1 Identifying Emotions from User-

generated Texts 

According to Derks et al. [23], most of the 

social media platforms encourage people to 

express their emotions, and constantly update 

their experiences, feelings and thoughts to 

other users. Due to the growth of textual 

messaging platforms such as WhatsApp1 and 

Twitter2, there are a countless amount of text 

data to use as a source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tterjee et al. [7] proposed a 

deep learning based approach called 

“Sentiment and Semantic Based Emotion 

Detector (SS-BED)” to detect emotions in 

textual dialogues at Twitter. Also, Shivhare et 

al. [22] discussed several methods in emotion 

detection from text; including keyword 

spotting technique, lexical affinity method, 

learning-based methods, and hybrid methods. 

 

1 https://web.whatsapp.com/ 
2 https://www.twitter.com 

Meanwhile, Thelwall et al. [24] proposed an 

emotion detection algorithm SentiStrength to 

extract emotions from casual text using data 

from MySpace.3 

This paper conducted a comparison study of 

sentimental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former sentimental analysis 

algorithms on ePAT data, unlike many other 

papers that are focused on detecting the 

emotions of randomly gathered text.  

2.2 Deep Learning Models for Emotion 

Detection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had been used 

for detecting emotions. Proven by State-of-

The-Art deep learning algorithms, LSTM 

models and BERT models show good 

performance [19].  

LSTM Models [9] were proposed to solve the 

vanishing Gradient problem of RNN (Recurrent 

Neural Networks) models [20] whose output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previous 

calculations. LSTMs loop through a row of 

data, persevering and clustering a class of the 

working memory over multiple times. Among 

diverse LSTM Models, bcLSTM(bidirectional 

contextual LSTM), proposed by Poria et al. 

[10] is notable for using contextual 

information as well as a bi-directional RNN 

model. Meanwhile, Devlin et al. [11] 

introduced a new language model named 

BERT, which stands for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BERT and other 

language models is that it is designed to pre-

train deep bidirectional representations from 

unlabeled text by mutually conditioning on 

both sides of the context in all layers. This 

allows BERT to create a wide range of models 

and solve a wide range of tasks. 

In this paper, we summariz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four models in particular: 

LSTM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s), 

bcLSTM(bidirectional contextual LSTM),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and KoBERT (BERT for 

Korean), which is design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multi-lingual BERT models on 

Korean language corpora [12]. 

 

3 https://my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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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ments  

We conducted this experiment in order to 

determine a deep learning model that shows 

the highest accuracy on sentiment analysis for 

Korean. Furthermore, we tested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sentiment analysis 

models on stress data.  

3.1 Datasets 

• 3.1.1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 [13] is 

a Korean-language dataset consisting of 

reviews scraped from “Naver Movies,” a 

popular South Korean online venue for 

anonymous reviews and ratings on movies 

distributed in the South Korean market. The 

dataset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method 

noted in Maas et al. [8]  

Each file consists of three columns: id, 

document, and label. The “id” column contains 

the unique number ID assigned to the reviewer 

within Naver’s databases. The “document” 

column contains the text from the actual 

review, which is typically limited to 140 

characters. The “label” column contains the 

sentiment label for the review, which has been 

rated on a Likert scale from 0 (most negative) 

to 10 (most positive).  Reviews labeled 5 

through 8 were considered to be “neutral” 

reviews and were excluded from this dataset, 

which leaves reviews with 0-4 as “negative” 

and 9-10 as “positive”. As a result of that, the 

dataset was sampled equally on each 

sentiment class. Among 200K reviews in total, 

we randomly assigned 50K for testing, and the 

remaining 150K reviews for training.  

• 3.1.2 Reddit Stress Data  

Turcan et al. [14] introduced “Dreaddit”, a 

text corpus of lengthy social media data for 

the identification of stress. The dataset 

consists of 190K posts from five different 

Reddit communities (i.e., r/abuse, r/anxiety, 

r/financial, r/PTSD, r/social) and additional 3K 

posts from Amazon Mechanical Turk. Since 

Reddit is a social media website where users 

post in topic-specific communities, most of 

the posts are long enough to detect the 

nuances of phenomena like stress. The 

authors chose five categories of subreddits 

which are mos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stress; r/abuse, r/anxiety, r/financial, r/PTSD, 

and r/social [14]. Unlike other datasets, the 

Dreaddit corpus is noteworthy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spur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models of psychological stress.  

• 3.1.3 TV series <Friends> data  

Poria et al. [15] proposed the Multimodal 

EmotionLines Dataset (MELD), an extension 

and improvement of EmotionLines. MELD 

dataset is made out of dialogues from the TV 

series Friends. The authors extracted 13K 

utterances from 1,433 conversations from the 

show. Each utterance of the dialogue is 

annotated with sentiment and emotion labels, 

and consists of audio, visual, and textual 

modalities. See Section 4.3 for how the data is 

labeled for our experiment.  

3.2 Procedure   

We first compared the performance of LSTM 

and BERT models with IMDb review datasets 

[8]. Then we conducted another experiment 

on only BERT models, which outperformed 

LSTM.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accuracy of the KoBERT model in various 

situations.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four 

conditions: (1) training and testing KoBERT 

model with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2) 

training KoBERT model with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and testing it with Dreaddit 

dataset, (3) training KoBERT model with 

Dreaddit dataset and testing it with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and (4) training and 

testing KoBERT model with Dreaddit dataset. 

As for Dreaddit dataset, to be trained or 

tested with KoBERT model, we used Google 

Translate4  to create a Korean version. Note 

that the nuance of sentences may have been 

lost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In addition, we trained and tested the bcLSTM 

model using the TV series Friends 

dataset[15] only using the text modality, to 

see how the bcLSTM model works with casual 

texts. We used an open source project on 

Github called MELD: A Multimodal Multi-Party 

Dataset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16] to conduct the experiment. 

 

 

4 https://translat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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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4.1 LSTM Versus BERT 

We first compared the performance of LSTM 

and BERT for sentiment analysis, trained and 

tested with the IMDb review dataset [8], and 

the accuracy results are shown in Table 1.  

We used open source projects through Google 

Colab for LSTM [17] and [18] for BERT.  

 

Table 1. Accuracy results of LSTM and BERT 

models  

Epoch # LSTM BERT 

1 77.72% 88.16% 

2 84.94% 89.12% 

3 87.82% 89.61% 

4 89.00% 89.75% 

5 89.02% 89.70% 

 

Results of both models show that increased 

epoch (iteration over the entire training data)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ccuracy of the 

sentiment analysis. Also, we can see that the 

accuracy of BERT model was 0.68% higher 

than that of LSTM model.  

4.2 Comparing accuracy of KoBERT model 

with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and 

Reddit Stress dataset 

We performed our experiments in four 

conditions by using Naver Sentiment Movie 

Corpus[13] and Reddit Stress dataset[14].  

Table 2. Accuracy results of BERT and KoBERT 

models. Note that Reddit data were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for the experiment.   

Model Train 

data 

Test data Accuracy 

KoBERT Naver Naver 90.00% 

KoBERT Naver Reddit 50.83% 

KoBERT Reddit Naver 50.35% 

KoBERT Reddit Reddit 70.80% 

 

Results shown above on Table 2 signifies the 

performance of the KoBERT model in several 

situations. 

4.3 Training and testing bcLSTM model 

using TV series <Friends> text data 

As you can see from the dataset proposed by 

Shing et al. [3], ePAT datasets extracted from 

online discussions are casual texts. We 

examined two types of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a pre-trained bcLSTM model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sentiment 

classification and emotion classification. As 

Pennebaker et al. [27] have mentioned, 

patients’ emotional words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psychotherapies. Therefore, 

detection of positive negative languages and 

emotional languages are necessary for our 

research. We chose TV series <Friends> text 

data[15] to conduct our experiments. 

The first type was testing the sentiment 

classification; label 0 as Neutral, 1 as Positive, 

and 2 as Negative. The second one was 

testing the emotion classification of this model, 

based on Ekman’s six universal emotions (Joy, 

Sadness, Fear, Anger, Surprise, and Disgust). 

bcLSTM model outperformed on emotion 

classification than sentiment classification. 

See Table 3 for the results. 

 

Table 3. Accuracy results of bcLSTM 

Test version Accuracy 

Sentiment 

Classification 

48.12% 

Emotion Classification 60.5% 

 

Our experiments showed poorer performance 

with emotion classification than sentiment 

classification where the former has more 

number of classes. This could be due to the 

skewed dataset for the sentiment 

classification dataset where the amount of 

“neutral” data is twice more than “positive” or 

“negative” data[15].   

 

5. Conclusion 

We conducted multiple experiments with four 

different deep learning models (i.e., LSTM, 

bcLSTM, BERT, and KoBERT) with various 

types of data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ssessing the data for improving psychological 

therapy experiences, especially ePA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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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Section 4.1 showed that the 

accuracy of BERT model was 0.68% higher 

than that of LSTM model, when both models 

were trained and tested with an identical 

dataset.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Section 

4.2, KoBERT model outperformed when the 

source of the training dataset and the test 

dataset were the same. This means that the 

presence of one’s stress has low correlation 

with positive negative language usage. From 

this result, we concluded that binary sentiment 

anlaysis algorithms are inapplicable for 

detecting negative nuances of ePAT data. 

However, we confirmed that the bcLSTM 

language models are appropriate for emotion 

recognition which is also an important feature 

required in psychological therapies.  

Therefore, as our future tasks, we plan to 

propose a new deep learning model by 

inserting additional layers that detect 

probabilities of certain emotion disorders from 

Korean online postings, considering unique 

Korean internet cultur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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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ed detection of opinionated statements 

in news articles can help readers quickly 

understand different perspectives in different 

articles. A system that performs word-level 

detection of stances towards entities can be 

used to pinpoint instances of opinionated 

statements. Such a system should look to find 

all opinions, as opposed to focusing on only one 

stance target. This research utilizes BERT-

based BIO-tagging models to achieve both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word-level 

target-agnostic stance in news articles. 

Alternative scoring methods are suggested to 

score inexact span matches. Some challenges 

due to BIO-tagging are discussed with outputs 

from the experiments. 

Keyword 
Stance Detection, Media Bias, BIO-Tagging, 

BERT, Soft Matching 
 

1. Introduction 
While access to news has become much easier 

recently, consumers of news media come to 

suffer from a corresponding overload of 

information. It can be beneficial for consumers 

to be able to automatically identify the 

perspectives of multiple news articles on the 

same topic or events. Not only would this allow 

users more informed autonomy in choosing the 

type of content to read, but also allow 

interaction of exploring different and diverse 

perspectives. This paper presents a system to 

detect and classify word-level spans of positive 

or negative sentiments towards entities in news 

articles. Span predictions, compared to 

document-level predictions, are more useful to 

users in identifying the most relevant pieces of 

a text. 
 

Stance detection refers to the task of 

identifying an author’s opinion given a text and 

a target. The task of word-level stance 

detection is a difficult challenge in the domain  

 
 

Figure 1.  A negative sentiment annotation span from 

the dataset (Gold) and examples of other viable spans 

(Pred. A-C). Strict scoring will count these 

alternative spans as incorrect. With soft scoring, the 

first two alternative spans are considered correct. 

With loose scoring, all the alternative spans are 

considered correct. 
 

of news articles since writers seldom explicitly 

express their stances. It should be noted that 

stance detection is different from sentiment 

detection (detecting emotional quality of a text 

regardless of a target), but stances can include 

sentiment towards targets (an author may be 

expressing a sentiment towards a target). This 

research tackles the more general task of 

identifying and classifying an occurrence of a 

stance in the word-level without an explicitly 

given target. This target-agnostic approach is 

necessary for a user to find all opinionated 

statements in an article, rather than extracting 

opinions on specific topics. The task of 

identifying the target of these stances can be 

done independently of this task, either 

automatically or manually. Since the proposed 

BIO-tagging method marks spans of text, it can 

be suitable for users who wish to identify 

specific sections in a large chunk of text. 
 

This paper’s contributions are as follows: 1) 

proposing the target-agnostic word-level 

stance detection task of news articles, 2) 

exploring a BIO-tag based approach and its 

appropriate grading schemes, and 3) presenting 

experimental results using BERT-based 

baseline systems.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a stepping 

stone in building a larger system that can detect 

patterns of stance occurrence to identify 

document-level or writer-level bias that can be 

quite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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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Work 
Stance detection has been widely researched in 

domains of text that explicitly express 

sentiments. Datasets of online debates on 

proposed legislations [1], products [2], or 

ideology [3] have explored the sides of a given 

target in online debates. Recent advancements 

in stance detection include a multi-task 

framework augmented with stance and 

sentiment in order to predict stance and 

sentiment of tweets regarding given topics [4]. 

Stefanov et al. proposed a method to predict the 

stances of twitter users by unsupervised 

learning using retweet behavior [5]. Stance 

detection in news articles are often used to 

detect fake news [6]. Ferreira and Vlachos 

introduced the task of comparing the stances in 

news headlines and articles toward certain 

claims with the aim of fact-checking the very 

claims [7], to which multi-task learning was 

applied to achieve state-of-the-art 

performance [8]. The RumourEval 2019 

challenge [9] featured many systems verifying 

rumor by predicting stances. Our work is 

different in that it attempts to identify word-

level stances within news articles without a 

specific target. In the domain of Wikipedia 

articles, another type of text that seldom 

contains explicit stances, Recasens et al. 
identified linguistic cues to use in detecting 

biased statements [10]. Steinberger et al. 
proposed a bag-of-words based system that 

detects sentiments specifically toward named 

entity targets [11]. 
 

3. MPQA dataset 
The MPQA 2.0 dataset is a manually annotated 

dataset containing the opinions and targets in 

news articles and other text documents [12]. 

The MPQA dataset is annotated in the word-

level for expressions of objectivity or 

subjectivity. Direct subjective annotations 

contain the source of the subjective claim (e.g., 
“w” for the writer) and may be linked to 

multiple attitude annotations. Each attitude 

annotation contains the spans of the attitude-

containing text and the targets of the attitude. 

The more recent MPQA 3.0 dataset contains 

extra details on entity targets, but was not used 

due to its small size (70 documents). In line with 

the goal of this research, only news and journal 

article documents were used and only attitudes 

held by the writer were filtered from the 

selected documents. The data was 

preprocessed to produce 434 documents with 

7,140 annotated sentences containing 864 

positive or negative sentiment attitudes by the 

writer. All sentences were split into train, dev, 

and test data in an 8:1:1 ratio. 
 

4. Method 
The data is preprocessed to have a tag 

representing an attitude span for each token in 

every sentence. Since a single sentence can 

contain multiple sections of different attitudes, 

possibly towards different targets, word-level 

tagging is appropriate. If attitude spans are not 

overlapping, each new attitude span can be 

marked with a B on the first token of the span 

to indicate beginning, and I in the following 

tokens inside the span. A token outside of any 

span is marked with an O. The two sentiments 

have separate tags (e.g., I-Positive and I-

Negative). The data is therefore converted into 

tokens and their corresponding BIO-tag labels. 

When a model outputs predicted labels, a new 

stance is predicted for every B-tagged label, 

extending with every connected I-tag of the 

respective type. 
 

The span of an annotated sentiment is 

imprecise, since many words may or may not be 

added and still produce a valid span of the 

sentiment. This possibility of multiple spans is 

highlighted in Figure 1. Therefore, it is 

unrealistic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odels only on exactly matching spans. Yang et 
al. used a mix of strict, relaxed, and untyped 

matching methods for biomedical event 

extraction [13]. Similarly, we present three 

evaluation metrics with different degrees of 

strictness. First, the strict matching requires 

the predicted span to be exactly identical to the 

annotated span to be considered correct. 

Second, the soft matching requires the 

predicted span to be inside of the annotated 

span to be considered correct. Finally, the loose 

matching requires a predicted span to have any 

overlap with an annotated span to be correct. 
 

5. Experiment 
5.1. Setting 

Different experimental settings were used to 

predict the stances. 
 

Embedding-only (Embedding + Linear): Input 

sentences are tokenized using BERT-toke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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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 performance of the presented 

models 

 

Dev Test 

Strict Soft Loose Strict Soft Loose 

Embedding-

only .000 .080 .080 .000 .140 .140 

BERT-base .143 .468 .558 .010 .325 .425 

BERT-large .120 .361 .557 .120 .373 .458 

BERT-

base-deep .126 .453 .495 .074 .351 .426 

BERT-

large-deep .103 .465 .555 .083 .278 .375 

 
 

and fed to a trainable embedding layer 

connected to a linear layer. For comparison 

purposes, the embedding layer is set to have 

the equal number of dimensions (768) and 

vocabulary size (30,522) as BERT-base. 
 

BERT-base (BERT-base + Linear): The 

embedding layer in Embedding-only is replaced 

with a pretrained BERT-base layer to produce 

768-dimension embeddings per token. The 

layer is fine-tuned during training. 
 

BERT-large (BERT-large + Linear): The 

BERT-base layer in BERT-base is replaced 

with a pretrained BERT-large layer to produce 

1,024-dimension embeddings per token. 
 

BERT-base-deep (BERT-base + Linear + 

Dropout + ReLU + Linear): BERT-base is 

extended with a dropout layer, ReLU activation 

layer, and second linear layer. The second 

linear layer introduces more complexity and 

trainable parameters, and alleviates overfitting 

by using a dropout of 0.1. 
 

BERT-large-deep (BERT-large + Linear + 

Dropout + ReLU + Linear): The BERT-base 

layer in BERT-base-deep is replaced with a 

pretrained BERT-large layer. This is the model 

with the largest number of parameters. 

 

5.2. Results 

Table 1 presents the results of the 5 baseline 

models. Th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ere 

is no single highest performing model for all 

categorie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increasing the depth of the model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increased performance. 

For evaluation on the dev set, BERT-base 
achieved highest scores in all scoring methods. 

However, for evaluations on the test set, 

BERT-large achieved highest scores in all 

scoring methods. The BERT-base and BERT-
large outperformed their deeper counterparts 

(BERT-base-deep and BERT-large-deep, 

respectively) on the dev set,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BERT-base on the test set.  

 

BIO-tags are used to achieve word-level 

prediction. This is necessary to capture all 

stances towards targets, even when there are 

multiple stances in one sentence. The problem 

of BIO-tagged labels is that while B-tags and I-

tags need to occur together, the individual 

labels are predicted independently. That is, the 

model is not able to capture the dependency 

that I-tags must be preceded by consecutive I-

tags and one B-tag. A possible problem that 

occurs is shown in Figure 2. Even when the 

model “identifies” a sentiment in a sentence, 

errors of labeling individual words or chunk of 

words may cause erroneous predictions. 

 

In case A, the model makes two predictions 

within the same span. Not only did the model 

fail to identify the correct starting word to tag 

with the B-tag, it placed the B-tag twice within 

the span, incorrectly identifying two spans. 

Although the model mistakenly found two spans, 

both soft and loose span scoring methods 

consider both spans as correctly identified 

spans. This is a case when these scoring 

methods can be considered too generous.  
  

In case B, the answer had two spans within the 

same sentence. The model prediction did not 

identify the first span, and identified some parts 

of the second span. Although the B-tag and I-

tag predict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suggest 

the model correctly predicts a negative 

sentiment in the area, the tags are disjointed so 

that the final word “sham” is not included in the 

prediction. Both soft and loose span scoring 

methods count the prediction on the second 

span to be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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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C, the model correctly predicts the tags 

of many words inside the span, but because it 

did not produce a B-tag, the correctly labeled 

I-tags are not considered as a prediction. Even 

the loose span scoring method will not 

recognize this, since there is no overlap. As 

opposed to case A, this is a case in which soft 

and loose span scoring methods might be too 

harsh. 

 

Despite some weaknesses with BIO-tagging, 

the experiments suggest that a BERT-based 

model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arget-agnostic 

stances. We believe that the word-based 

models are imperative because document-level 

models cannot find fine-grained instances of 

opinionated phrases. We leave it as future work 

to improve the proposed word-based model to 

predict multiple instances of stance, as in case 

B. We believe that such a fine-grained level of 

stance detection is a prerequisite to 

systematically detecting instances of bias in 

news articles. 

 

6. Conclusion 
This paper utilizes BIO-tagging methods to 

create word-level target-agnostic stance 

detection systems in the domain of news 

articles. Automated detection of opinionated 

statements in news articles could assist news 

readers and could be used to objectively assess 

patterns of media bias. This requires a system 

that finds stances without a specified stance 

target. BERT-based BIO-tagging models were 

used so that users can identify spans of stance, 

with no single highest performing model. More 

sophisticated scoring methods and 

improvements on the model can be explored 

further.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especially 

when augmented with the task of stance target 

detection, can be an integral part of a larger 

system that helps to reveal any intended or 

unintended bias and to warn the readership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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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의 뇌파 기반 콘텐츠들은 뇌파의 특정 성분을 

정량화하여 게임 속 대상의 속도나 길이 등을 

조절하는 단조로운 방식의 게임들이 많았다. 이러한 

게임은 큰 내용이 없어 대부분 지루하고 기능성 

게임으로써 효과를 보이기에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뇌파 기반 기능성 게임과는 다른 방식의 

퍼즐 어드벤처 게임 Teuro 를 제작하였다. 일반인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뇌파 장비와 연동된 게임은 

유니티(Unity 3D)에서 개발되어 모바일 및 VR 로 

확장할 수 있다[7]. 또한, 뇌파로부터 정량화된 

집중력 지표를 단조로운 단방향 입력방식이 아닌 

게임 속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UI 를 

구성하여 사용자는 높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집중력 개선을 위한 뉴로 

피드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능성 게임, 뉴로 피드백 

1. 서 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는 사람의 뇌파로부터 의도 및 정신, 

감정상태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게임의 환경에 반영할 수 있는 등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1]. 하지만 기존에 BCI 

기술은 높은 기술적인 장벽 및 뇌파 장비의 

가격으로 인하여 연구용도 및 의료상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뇌파 측정 

장비가 소형화되고 비교적 저렴해지면서 모바일, 

가상현실을 포함하여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의료나 

재활과는 달리 안전성 문제가 비교적 적어 기업들도 

관련 게임 콘텐츠들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부분 뇌파에서 정량적인 

집중력, 감정, 각성 상태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하는 Passive BCI 형태가 주를 

이룬다[2]. 

예를 들어 오픈소스로 공개된 MindCar 게임은 

집중력과 관련된 베타파(15~20Hz)를 관심 뇌파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집중할수록 제주도 올레길을 

배경으로 달리는 게임 속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제작되었다[3]. 이러한 뉴로 피드백 

방식의 게임은 보통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단순한 컨트롤 

방식으로 인해 사용자가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림 1 MindCar 실행 화면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뇌파 기반 기능성 게임은 

내용이 단조롭고 구성이 단순하며 게임 속의 환경 

제어에 사용자의 개입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뇌파 기반 기능성 

게임과는 다른 방식의 게임 진행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몰입도가 높은 동적인 어드벤처 

게임 ‘Teuro’를 개발하였다. 특히 집중력과 관련된 

뇌파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집중력 유도 및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성 게임으로 

제작하였다. 

 

2. 구성 및 개발환경 

2.1 뇌파 측정 및 집중력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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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파 게임 Teuro 에서는 뇌파 측정을 위해 그림 

2 의 BrainLink Pro(Macrotellec 사)를 

사용하였다[6]. BrainLink Pro 는 전두엽 부근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단일 채널의 건식 

전극과 Bluetooth4.0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헤어 

밴드를 활용하여 착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기는 512Hz 

샘플링 주파수로 초당 512 개의 샘플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집중력을 활용한 기능성 게임 개발을 

위해서 전두엽 부근에서 뇌파를 측정하고 착용 및 

편의성을 고려해서 장비를 선택하였다. 

 집중력 값은 관련된 연구에서 보고된 지표를 

참고하였다[4].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파는 휴식 

상태일 때와 집중을 하는 상태일 때 뇌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θ 파(4~8Hz)와 

β 파(13~30Hz)를 활용하였다. 집중력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초 단위로 θ 및 β 의 파워 값을 

계산하였고, 두 뇌파 파워의 비율을 집중력 

지표(T=β/θ)로 정의하였다[5].  

사용자마다 뇌파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시작 시 30 초 동안 배경 뇌파를 측정하여 집중력 

지표(T)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2.2 게임 개발  

 기존 BCI 게임들은 단순, 반복적이며 사용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끌어내기에 UI 나 플레이 요소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 본 게임은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여 BCI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포함한 퍼즐 어드벤처 

형식의 기능성 게임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하여 

멀티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티(Unity 3D) 게임 엔진을 활용하였다[7]. 

유니티는 무료 버전을 제공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빌드, 통합 개발 환경 지원, 다양한 3D 모델링 

툴을 지원하여 확장성이 높고 수준 높은 그래픽 

구성을 할 수 있다. 유니티에서 개발된 게임과 뇌파 

측정기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Thinkgear 

Plugin 을 활용하였다(그림 2, 3). 

 

3. 결과 

 본 절에서는 개발된 게임 Teuro 의 시놉시스 및 

화면 구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3.1 Teuro 시놉시스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거북이 Teuro 는 

다른 거북이들 무리에서 합류하지 못하고 숲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곳에서 화성에서 온 여우를 

만나게 되는데 새끼 여우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함께 새끼 여우를 찾으러 여정을 떠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을 헤쳐나가게 된다. 

 

3.2 화면 구성 및 게임 UI/UX 

사용자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림 4 와 

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BCI 장비와 함께 컨트롤러(컴퓨터 

키보드의 방향키)를 통해 Teuro 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뇌파 측정기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표시하였다. 또한, 뇌파 

장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사용자의 집중력 지표는 실시간으로 화면 하단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변화함으로써 시각화하였다. 

뇌파의 변화를 사용자가 명확하게 느끼고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Calibrating 과정을 통해 

계산된 집중력 지표의 평균보다 50% 이상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면 빠른 걸음(Dash event)을 

수행할 수 있는 카운터를 증가시킨다[그림 5]. 또한, 

커서 이동을 통해 게임 속 물체를 지정하고 그림 2 게임 개발에 사용된 하드웨어(BrainLink Pro) 및 

소프트웨어(Unity 및 Thinkgear Plugin) 

그림 3 Thinkgear SDK: 유니티 상에서 TG_Connect(), 

TG_Disconnect() 함수를 통해 BrainLink 와 무선 연결 및 

해제, TG_Read packets(), TG_Get value(…)을 통해서 뇌파 

데이터 수신. 

 

Proceedings of HCIK 2021

- 552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공중으로 띄우는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집중력의 

증감을 기준으로 물체의 높낮이를 조절하게 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집중력 지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뇌파를 활용한 게임 속 환경변화 

및 조절은 그림 5, 6 그리고 7 과 같다. 

 

그림 4 Teuro 게임 화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파에 일방적으로 게임 속 물체의 

높이 혹은 속도 등이 변화는 단조로운 게임 방식을 

벗어나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뇌파를 활용하는 요소를 다양화하여 몰입도를 

높이는 동적인 어드벤처 게임 ‘Teuro’를 개발하였다.  

향후 Teuro 를 통한 집중력 개선 효과의 검증 및 

게임 자체에 대한 사용성 및 재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게임의 요소를 보완하고 기능성 

게임으로써의 활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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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뇌파 활용 플로우 차트 1: (1)게임 내의 주인공 

Teuro 가 NPC(Non-player character)를 만났을 때, 

게임 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 (2) 유저의 집중력이 

Calibration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했을 때, 빠른 

걸음(Dash event)을 수행할 수 있는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유저가 집중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6 뇌파 활용 플로우 차트 2: (1) Teuro 가 게임 

내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이벤트로, 유저가 

일정 수치 이상 집중력을 기록하였을 때 웅크리기를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다. (2) 유저의 집중력에 

따라서 Teuro 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유저의 집중력을 유도하여 장애물을 

치우고 앞으로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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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뇌파 활용 플로우 차트 3: 게임 내의 스테이지 

진행에 대한 차트 설명이다. (1,2,3) Teuro 가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맞이했을 때, 게임 속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Time Slow 시작). 이후 Dash Counter 

등 집중력 수준에 따라서, 유저가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물 회피 유무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 

혹은 이전 분기점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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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비대면 AI 면접 대비 시스템 설계 

Rehearsal: Designing Systems for AI Interviews 

 

 

요약문 

코로나 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AI 기반 면접을 

도입하는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서비스는 부족하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 기반 면접 연습 서비스 – 리허설’을 제안
한다. ‘리허설’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면접 
영상으로부터 언어적 요소(문법적 습관, 답변 키워드, 

발화 속도, 발화 높낮이)와 비언어적 요소(시선 안정
성)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제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비대면 면접, 얼

굴 추적, 시선 추적, 자연어 처리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로 인해 전례 없는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었

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강제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준비생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 면
접 등 채용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도입하고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20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채용 도입의 증가가  하반기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혔다. 실제로 대기업 중 과반이 코로나 

19 에 대응해 비대면 채용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부
족하다. 특히 한 채용포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
수의 취업준비생들은 ‘비대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

야할지 몰라서’ 또는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이 걱정

돼서’ 비대면 면접에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소한 환경에 놓여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대면 면접을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1.2 AI 기반 면접 연습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및 인

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본 서비스의 디자인 설계를 위하여 사용자 경험과 인

터페이스에 관한 조사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연습 서비스의 흐름도(그림 1)를 제작하고 각 단
계별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하여 A/B 테스트를 실시

하였다. A/B 테스트는 실제 면접과 가장 흡사한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하도록 고안되었으며, 테
스트 결과로 채택된 사항을 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 UX) 및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I)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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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 기반 면접 연습 서비스 – 리허설’ 흐름도 

 

2. 본문 

‘리허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면접 연습 
영상으로부터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고, 피

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리허설’ 서비스의 흐름
은 ‘면접 준비’, ‘면접 연습’, ‘면접 분석 결과 조회’로 

구성된다(그림 2).  

 

 

그림 2 흐름: 면접 준비 > 면접 연습 > 분석 결과 조회  

 

2.1 면접 준비 

면접 준비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관심있는 회사, 직군, 

직무를 선택하여 면접 질문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화면 상단의 ‘회사 선택하기’, ‘직군 선택하기’, ‘직무 
선택하기’ 상자를 각각 클릭하면, 검색창과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난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검색창이나 
드롭다운 목록을 활용하여 회사, 직군,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 직군, 직무 선택창 아래에는 사용자 영상 녹화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이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 환경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이 완료

되면 ‘면접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면접 연습을 시작

할 수 있다. 

  

2.2 면접 연습 

사용자가 면접 환경에 집중하고 실제 면접과 같이 느
낄 수 있도록 면접 질의 응답 화면은 최대한 UI 구성
요소를 줄이고, Text to Speech(TTS)를 활용한 질문 

전달 방식을 채택하였다. 면접 연습시 사용자는 질문
들을 듣고 음성으로 답변하게 된다. 이러한 질의응답
은 WebRTC 를 사용하여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서버

로 전송되어 분석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2.3 면접 분석 

‘리허설’은 사용자의 면접 영상으로부터 언어적 요소
와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한다. 언어적 요소로는 답변 
키워드, 문법적 습관, 발화 속도, 발화 높낮이가 해당

된다. 비언어적 요소에는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의 움

직임이 해당된다. 

2.3.1 언어적 요소 분석 

언어적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답변 키워드, 문법적 습
관, 발화 속도, 발화 높낮이 분석이 이루어진다. 언어
적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자의 발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다양한 분석 테스크에 활용하였다. Speech T
o Text(STT) 는 Google 의 STT API 를 사용하여 처리 
하였다. 생성된 음성자막은 KKMA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형태소는 답변 
키워드 분석과 문법적 습관 분석에 사용된다. TextRan
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분석영역에 필요한 형태소

들을 랭킹하였다. 발화 속도는 면접자가 응답하는 시
간 동안 발화한 단어 수로 계산되며, 단위는 words per 
minutes(wpm)이다. 발화 높낮이 분석은 arXiv:1802.

06182 의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시간별로 면접자의 

pitch 를 추정하여 분석테스크에 활용하였다. 

2.3.2 비언어적 요소 분석 

비언어적 영역에서는 얼굴 추적과 시선 추적을 활용
한 발화시 시선 안정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얼굴 추적
은 Face-alignment 패키지의 BlazeFace 모델과 3D la

ndmark estimator 를 사용하였다. 시선 추적은 Neur
alAction 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얼굴 추적
과 시선 추적은 5Hz 로 샘플링된다. Nvidia 의 Ape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Mixed Precision Inference 
를 적용함으로써 FP32 에 비해서 메모리를 50% 절약

하고 Compute Time 을 112ms/frame 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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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접 분석 결과 조회 

면접 분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 진입하

여 면접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면접 분석 결과 
화면은 분석 항목별 카드 형태로 구분된다. 각 카드에
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요소의 분석 결과값이 시각화 

되어 나타난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사용자는 분석 결

과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화면 하단은 연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하단 왼쪽에는 과거 면접 연습 
분석 결과와 최신 면접 연습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분석 카드를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

는 본인의 발전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화면 하단 오
른쪽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영상만 다시 볼 수 있
는 영상 플레이어를 배치하여, 면접 연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림 3 면접 분석 결과 화면 

 

3. 결론 

'AI 기반 면접 연습 서비스, 리허설'은 갑작스러운 채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들의 비대면 면접 연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리허설’은 사용자의 면접 영상으로부터 언어

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STT 와 형태소 분석을 활용하여 언어적 요소를 분

석하고, Face alignment 와 Neural action 모델을 활용

하여 비언어적 요소(시선 안정성)를 분석한다. ‘리

허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누적된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충분한 면접 대비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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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1 인 가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외로움이며, 1 인 가구는 이를 스마트폰, 
TV 등의 기기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TV 와 달리, 스마트 스피커는 음성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기기 자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담소와 놀이를 포함한 1 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전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1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스마트 스피커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인 가구 

19 명에게 스마트 스피커를 배포하고 6 주 간의 사용 
기록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후 스피커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한 동기와 좋았던 점 및 안 좋았던 점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 주 간 총 2491 개의 명령이 
입력되었으며, 그 중 약 3.89%인 97 개의 명령이 

담소와 놀이를 위한 명령이었다. 사용자들은 특별한 
동기 없이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했으며 스피커의 답변 
패턴이 파악되자 담소와 놀이를 이어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탐구되지 않은 1 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1 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스마트 스피커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주제어 

스마트 스피커, 1인 가구 

1. 서 론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외로움이며, 1인 

가구는 이를 TV 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해 
해소한다. 통계청의 2019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총 614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의 걱정 요소 3 위가 31.3%의 답변을 얻은 
외로움이라고 밝혔다 [3]. 1 인 가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며 [2], 

적막이 싫어 TV를 켜놓고 생활하기도 한다 [4].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 스피커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기기와 직접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이다. 이러한 스마트 스피커는 
1 인 가구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1인 가구와 

스마트 스피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1 인 
가구의 전반적인 스마트 스피커 사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담소와 놀이를 포함한 1 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전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1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스마트 스피커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2) 1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담소와 놀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3) 1 인 가구가 스마트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점에 만족하고 실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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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문제를 위해 1인 가구 19명에게 스마트 
스피커를 배포하고 6주 간의 사용 기록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6주 간의 사용 이후에는 스마트 스피커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한 동기와 좋았던 점, 

그리고 안 좋았던 점에 대해 물었다. 
6 주 간 총 2491 개의 명령이 입력되었으며,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사용된 기능 카테고리는 총 17가지였다. 

2491개의 명령 중 약 3.89%인 97개의 명령이 담소와 
놀이를 위한 명령이었고, 담소와 놀이를 위한 대화는 
일상적인 인사하기, 스마트 스피커에 화내기, 팁/추천 

부탁하기, 현재 상태 말하기, 오락성 대화 요청하기, 
스마트 스피커 알아가기, 응원 요청하기, 부정적 감정 
토로하기, 기능 문의하기 그리고 고마움 표현하기의 총 

10 가지로 분류되었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첫 주에 
스피커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사용자들은 특별한 동기 
없이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했으며 일부는 스피커가 

기계같이 응답한 것에 실망하였고, 모두 상호작용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탐구 되지 않은 1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한 1 인 가구의 담소와 놀이 양상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1 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스마트 스피커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를 위해 (1) 스마트 스피커 사용을 탐구한 
연구들과 (2) 음성 어시스턴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1 스마트 스피커 사용 

스마트 스피커가 보급된 이후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사용자군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탐구하였다. 

Bentley et al.은 21 주 동안 스마트 스피커에 실제 
입력된 명령어를 수집하여 음악, 정보, 기기 제어, 담소, 
타이머, 날씨, 영상, 시간, 리마인더의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나이, 시간, 요일 등에 따른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8]. Garg et al.은 14 주에 걸쳐 
부모와 아이의 실제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기기 제어, 음악, 지식 검색, 게임, 시간, 
통화, 날씨, 담소, 리마인더, 라디오, 기기 찾기, 레시피, 
대화 시도, 여행, 이보크, 달력, 오락, 감정 표현, 농담, 

이야기, 루틴, 지능 시험, 구매, 반복, 이메일 등으로 
분류하였다 [10]. Beneteau et al.은 4주간의 가족 내 
스마트 스피커 사용을 살펴보고 입력된 발화를 통해 

대화 오류 해결 양상을 탐구하였다 [7]. Pradhan et 

al.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스마트 스피커를 배포하고 
3 주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사용된 기능을 정보 

검색, 담소, 음악, 기술적 명령, 날씨, 메모, 시간, 농담, 
리마인더, 뉴스, 이야기, 알람, 라디오, 계산, 타이머로 
분류하였다 [5]. 본 연구는 기존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탐구한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1 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탐구한다. 

2.2 음성 어시스턴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음성 어시스턴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얼마나 음성 어시스턴트를 인격화 하는지 
살펴본다. Turk 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사와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12], 
Purington et al.은 알렉사의 사용자들이 알렉사를 
인격화 하는 현상을 탐구하고 아동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정이 1 인 가구보다 스마트 
스피커를 더 인격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하지만 Lopatovska et al.은 아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와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와 달리 진실된 감정 없이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스마트 스피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고, 보다 장기적이고 

오락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명의 1인 가구에게 스마트 스피커를 

배포하고 6주 간의 사용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스마트 스피커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한 동기와 좋았던 점, 

그리고 안 좋았던 점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연구 참가자 

여성 전용 1 인 가구 코리빙 스페이스에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한 명의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총 
19 명의 1 인 가구를 모집하였다. 참가자의 나이는 
20 살에서 34 살이었으며, 중위연령은 26 살이었다. 

참가자의 1 인 가구 기간은 평균 2 년 3 개월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동안 1인 가구로 지낸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19명 중 5명의 참가자가 스마트 스피커를 

이미 사용 중이었다. 

3.2 스마트 스피커 배포 및 사용 기록 수집 

19 명의 참가자에게 스마트 스피커인 구글홈과 함께 

구글홈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전구 혹은 스마트 
무드등을 같이 배포하였고, 희망자에 한하여 연구자가 
참가자의 방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왔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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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사용 기록은 이전 연구[5, 8, 10]의 기록 수집 
방법을 참고해 참가자가 본인의 스마트폰 어플에 

쌓이는 기록을 직접 캡쳐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때, 공개를 원치 않는 기록은 전달 전 
삭제하도록 하였다. 6주 간의 사용 기록 수집은 2주에 

한 번씩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3.3 기능 카테고리 분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탐구한 이전 연구[5, 8, 

10]를 참고하여 연구 참가자가 사용한 스마트 스피커 
기능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총 17 가지의 기능 
카테고리가 정리되었다. 기능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음악, iot 기기 제어, 알람/타이머, 날씨, 루틴, 시간, 
담소/놀이, 뉴스, 일정/리마인더, 외부 서비스, 
지식/정보 검색, 볼륨 제어, 통화/문자, 핸드폰 찾기, 

블루투스 제어, 라디오/팟캐스트, 사진 검색. 

3.4 인터뷰 진행 

스마트 스피커와의 담소/놀이 횟수가 9 회 이상인 

7 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의 인터뷰 거부자를 제외하고 
6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한 동기와 대화에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그리고 담소나 놀이를 위한 

발화가 줄어들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1 인 가구의 전체적인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 중 담소와 놀이 양상을 

그림 1 6주에 걸친 스마트 스피커 기능 사용 양상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사용 첫 주에 스마트 
스피커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사용자가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한 동기와 대화에 만족한 점, 그리고 실망한 

점을 살펴보았다. 

4.1 스마트 스피커 전체 사용 양상 

6 주 동안 스마트 스피커에 총 2491 개의 명령이 
입력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기능은 음악 
제어, iot 기기 제어, 그리고 알람/타이머 기능으로, 

음악 제어는 전체 사용에서 27.62%, iot 기기 제어는 
21.12%, 알람/타이머는 12.61%를 차지하였다. 사용된 

스마트 스피커 기능 비율은 [표 1]과 같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은 6 주에 걸쳐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기능의 첫 주와 마지막 주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음악 

제어 명령은 첫 주에 210 회, 마지막 주에 79 회 
입력되었고, iot 기기 제어는 첫 주에 116 회, 마지막 
주에 64 회 입력되었으며, 알림/타이머는 첫 주에 

117회, 마지막 주에 29회 입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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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기간 동안 사용된 스마트 스피커 기능 비율 

 

 

 

그림 2 6주에 걸친 참가자 별 담소/놀이 사용 양상 

 

4.2 스마트 스피커와의 담소와 놀이 양상 

2491 개의 명령 중 약 3.89%인 97 개의 명령이 
담소/놀이를 위한 명령이었다. 6주에 걸친 각 참가자의 
담소/놀이 명령 횟수는 [그림 2]와 같다. 5 명의 

사용자가 담소나 놀이를 아예 시도하지 않았고, 5명의 
사용자가 1회 시도하였으며, 2명의 사용자가 2-3회 

시도하였고, 7명의 사용자가 9-16회 사용하였다. 

담소/놀이 명령어는 총 10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 중 
“안녕”, “나 나갔다 올게”와 같은 일상적인 인삿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스마트 스피커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묻거나 스피커의 출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스피커의 출력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스피커를 인격화하는 발화도 입력되었다. “재밌는 얘기 

해줘”나 “나 심심해”와 같은 발화에서는 사용자가 
스피커를 통해 심심함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너무 우울하다”나 “응원의 메시지 

부탁해”와 같이 감정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발화도 
입력되었다. 전체 담소/놀이 명령어의 분류와 횟수, 

발화 예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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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담소/놀이 명령어 분류, 횟수, 발화 예시 

 

4.3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한 동기, 대화에 만족한 점 

및 실망한 점, 담소/놀이 발화가 줄어든 계기 

스마트 스피커 사용 첫 주에 스피커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한 사용자들은 모두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으며, 대화에 만족한 사용자들은 
대화의 ‘기계스럽지 않음’을, 대화에 실망한 사용자들은 
대화의 ‘기계스러움’을 만족 혹은 실망의 이유로 꼽았다. 

여섯 명의 참가자 모두 담소와 놀이를 위한 상호작용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았다. 

여섯 명의 참가자 모두 특별한 기대 없이 스피커에 

대화를 시도했다고 답변했다. 여섯 명 중 세 명의 
참가자(p03, p12, p19)는 스피커가 본인의 발화에 
어떻게 대답할 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주요 

동기라고 말했다. P12 는 “실제로 점심 메뉴가 
필요했다기 보다는 AI 가 어떤 대답을 할 지 
궁금했어요.”라고 답변했다. 나머지 세 명의 

참가자(p09, p04, p11)는 대화를 시도할 때 특별히 
어떠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09 는 “그냥 
의심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섯 명 중 네 명의 참가자(p03, p09, p11, p12)가 
스피커와의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으며, 두 명의 

참가자(p04, p19)는 실망스러웠다고 답했다.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답변한 참가자들은 모두 스마트 
스피커의 답변이 기계스럽지 않고 사람 같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P03은 “얘(기계)가 이런 것도 안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라고 답했으며, P09는 “기계 같지 
않게 귀엽고 참신한 대답이라고 느꼈어요”라고 답했고, 

P11 은 “진짜 사람 같이 친밀하게 얘기했어요. 
장문으로 대답할 때는 넋두리하는 기분이었어요.”라고 
답했다. 반면, 대화가 실망스러웠다고 답한 두 명의 

참가자는 모두 스피커의 답변이 맥락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실망의 이유로 꼽으며 이를 ‘기계 같다’고 
표현했다. P04 는 “나 심심해라는 말을 했었을 때 … 
동문서답을 했을 거에요. … 역시 기계는 기계구나 
싶었거든요.”라고 답했으며, P19는 “대화가 상호작용 
같지 않고 … 기계가 저장된 말을 하나 끄집어 
읊어주는 느낌 … 맥락 없는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답했다. 

여섯 명의 참가자 모두 담소나 놀이를 위한 명령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서술했다. 앞서 스마트 스피커와의 대화가 
실망스러웠다고 답한 p04 와 p19 는 대화에의 

실망스러움이 이러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이유라고 
답했다. p19는 “계속 하루 종일 혼자 있고 … 적적할 
때 친구 같아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으면 “괜히 더 혼자 같고 적적하다”고 답했다. 
스피커가 어떻게 대답할 지에 대한 궁금증이 대화의 
동기였던 p12 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p09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 초반에는 호기심에 이러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궁금증이 해소된 후에는 사용해볼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P03 은 이러한 발화가 

줄어들었는지 본인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p11은 스마트 
스피커 자체의 오류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 탐구 되지 않았던 1인 가구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담소와 놀이를 
위한 사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 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스마트 스피커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스피커는 1 인 가구를 위한 대화형 놀이 

상대로서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호작용을 

Proceedings of HCIK 2021

- 563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답변 제공과 
흥미 유발이 필요하다. 스피커가 대화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현재 대화가 기계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는 그 후의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담소나 놀이를 위한 발화가 입력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답변이 다양하고 흥미로워야 한다. 초반의 
시도 이후 스피커의 답변이 예상된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참가자가 모두 20 에서 30 대의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보다 보편적인 결과 분석을 

위해 더 장기적인 사용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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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체온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생성하는 스마트 워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T-
CODE(Thermal Code)에 대한 개발 및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은 QR 코드를 
생성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다. 
또한 발열 체크와 병행되지 않아서 COVID-19 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에 한계를 보인다. 이를 해결하고 
개선한 본 애플리케이션은 발열 체크와 출입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QR 코드를 생성한다. T-CODE 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효율적인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본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워치로 사용자의 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COVID-19 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COVID-19, QR 코드(QR Code), 체온(Body 

Temperature), 전자출입시스템(Electronic Access 

System), 건강 관리(Health Care) 

 

 

1. 서 론 

1.1 개발 배경 

정부는 2020 년 8 월 6 일 열린 제 12 회 과학기술관계 
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 기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부는 코로나 이후 
사회는 ‘위험 대응의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전염병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상에서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또한 
사용자들이 코로나 19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2.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시스템  

2020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전자출입명부 애플리

케이션(KI-PASS)을 출시하여 코로나19 집단 감염위

험시설에서 전국 시행해오고 있다. 전자출입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네이버, 카카오톡, 또는 패스 앱

이나 웹을 통해 1회용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 관리

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KI-PASS를 통해서 QR코

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QR코드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는 사회 보장 정보원으

로 전송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코드를 풀어 코로나 19

역학 조사에 사용된다. 기존의 수기출입명부는 허위 기

재 및 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다. 이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한 전자출입시스템은 코로나 시대의 효

율적인 위기 대응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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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분석 

2.1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20 대 남녀 30 명을 대상으로 2020 년 11 월 
구글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QR 코드 
사용이 불편했다고 말한 사람은 전체의  40%였다. 

또한 이 중 58.3%가 복잡한 인증 과정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복잡한 인증 과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은 철저한 발열 체크와 병행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요즘 대부분의 카페 및 

음식점에서 시설 이용자의 발열과 출입 QR 코드를 
모두 확인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는 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 분리된 두 절차인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모두 진행하기에 시간적, 비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발열 체크 없는 전자 출입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사후조치로만 가능하다는 후속 

조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QR 코드가 불편한 원인에 대한 응답 

QR 코드 사용이 불편했다고 답한 12 명 중 7 명이 

복잡한 인증 과정이 원인이었다고 답했다. 

 

 

 

 

 

 

 

 

3. 본 론 

3.1  애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설 

이용자가 QR 코드를 인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발열 체크와 출입 QR 코드 확인의 두 절차를 
통합하여 시설 관리자의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더욱 철저하면서도 간편한 코로나 19 방역 
관리를 실현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사람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돕는 

것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한다.  
 

3.2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T-CODE(Thermal Code)는 사용자의 체온 정보와 
개인 정보를 동시에 담은 QR 코드를 생성하는 스마트 
워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3.2.1 코로나 19 출입 QR 코드 생성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후 한번의 터치를 통해서 
출입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QR 코드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통해 자동 측정된 사용자의 체온 정보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시설 출입 관리 시 별도의 발열 체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사용자의 체온이 발열 

기준인 37.5 도를 초과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QR 코드가 생성되지 않는다.  

3.2.2  코로나 19 출입 QR 코드 기록 

사용자가 QR 코드를 생성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체온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동선과 체온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된 
경우, 시각적 표시와 팝업 창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린다.  

3.2.3  체온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건강 관리  

사용자는 직접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워치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의 체온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헬스 케어를 받을 수 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평균 체온,체온 변화 폭, 

그리고 발열 위험도 등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코로나 19 와 같은 전염병의 감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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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트랜지션 차트 

 

 
 

그림 2  T-CODE(Thermal Code)의 Transition 

앱 실행 이후 메인 메뉴 화면에서 3 개의 옵션 플로우 
(QR 코드 생성, QR 코드 기록, 체온 건강 분석) 가 
있다. 본 앱의 핵심 기능인 QR 코드 생성 기능의 경우 

3 개의 depth 가 있다. QR 코드 기록 기능은 1 개의 
depth 가 있으며 체온 건강 분석 기능은 다시 3 개의 
옵션 플로우(체온 측정, 체온 분석, 체온 알람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4  사용성 평가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버전을  6 명의 20 대 여성 
사용자와 4 명의 20 대 남성 사용자에게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방식으로 2020 년 10 월에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다.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확인한 
사용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용자들은 
QR 코드 실행을 선택한 이후 추가적인 터치를 통해서 

그 생성의 첫 단계인 체온 측정이 시작되는 것을 
번거로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용자들이 QR 코드를 
최대한 간결한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생성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용자들로부터 
QR 코드 생성 과정 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과 
QR 코드 생성 이후 사용 완료를 알리는 화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첫 번째 사용자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4]는 첫 번째 버전으로 총 4 단계를 거쳐서 출입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수정된 두 번째 

버전으로  총 2 단계를 통해 출입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메인 메뉴 화면에서 QR 코드 생성 아이콘을 
터치하면 곧바로 체온이 자동으로 측정된 후 

QR 코드가 생성된다. 생성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하면 된다. 
또한 QR 코드 인증 후 사용 완료를 알리는 화면도 

추가했다.  

 

 

그림 3 버전 1 의 출입 QR 코드 생성 과정 

 

 

그림 4 버전 2 의 출입 QR 코드 생성 과정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버전을 스마트 워치에 
가상으로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10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으로 아이콘과 글씨를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그림 6]은 첫 번째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메뉴 화면과 사용자의 체온 기록 
기능의 첫 화면이다. 메뉴의 아이콘을 원 중앙으로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해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보였다.또한 체온을 시간, 일, 월별로 기록한 
자세한 정보를 제한된 화면으로 인지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 

크기에 맞춘 더욱 직관적인 UI 디자인과 정보의 

간결한 전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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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용자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7]은 수정된 두 번째 버전으로 

이전의 4 개의 메뉴(QR 코드 생성, 체온 측정, 체온 
기록, 개인 정보 관리)를 3 개의 메뉴(QR 코드 생성, 
QR 코드 기록, 체온 건강 분석)로 축소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사용자에게 더 익숙한 터치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아이콘의 디자인을 더 직관적으로 
수정하고 글씨의 크기를 키워 사용자의 인지가 쉽도록 

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체온을 측정한 값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체온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본 애플리케이션 추가 기능을 

수정했다.  

 

      

그림 5 버전 1 의 메인 화면과 체온 기록 화면 

 

     

그림 6 버전 2 의 메인 화면과 체온 분석 화면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버전을 아이트래킹(Eye-

Tracking) 방식을 활용해서 1 명의 사용자에게 사용성 
평가했다. 사용자가 T-CODE 를 통해 출입 
QR 코드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경험하는 사용자에게 ‘앱을 실행한 후 바로 출입 
QR 코드를 생성하라’는 과제를 

부여했다.미니아이(Minieye)로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 
후 사용자의 시선은 곧바로 QR 코드 생성 아이콘으로 

향했으며 2 초 만에 QR 코드를 생성 기능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T-CODE 를 통해 출입 

QR 코드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8 미니아이(Minieye)를 활용한 아이트래킹 화면  

 

 

3.5  실제 활용 시나리오 

A 는 서울 여의도의 유명 IT 회사 직원인 30 대 
남성이다. A 는 평소 직장 또는 집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의 IT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업무를 본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2020 년 10 월, A 는 점심 식사 

이후 동료들과 근처 카페에 왔다. 카페 입구에는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설치된 아이패드가 책상 
위에 놓여있다. A 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간다. A 가 출입 QR 코드를 
생성하기 까지만 20 초 남짓한 시간이 걸린다. A 의 
동료들도 각자 QR 코드를 생성하느라 분주하다. 책상 

위에는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도 놓여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체온계를 만지기 불편한 A 는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QR 코드 인증만 한 후 들어간다. 

A 의 동료들도 발열 체크를 하지 않았다.  

스마트 워치에 T-CODE 를 설치한 이후 A 는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지만 훨씬 철저하게 출입 

인증을 한다. 오늘도 점심 시간에 동료들과 카페에 
왔다. 카페에 들어서며 A 는 스마트 워치의 ‘T-QR 
CODE 생성’ 단축키를 터치한다. 이후 A 는 

전자출입명부 기기에 손목을 갖다 대어 QR 코드를 
인식시킨다. 출입 확인이 된 것으로 A 는 자신의 
체온이 정상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A 가 출입 

QR 코드 인식을 완료하기까지 10 초 이하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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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스마트 워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시장성 

2014 년 세계 스마트 워치 시장의 판매량은 460 만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헬스 케어 기기로써 기능이 

강화되며 판매량이 2019 년 1230 만대로 증가했다. 
2020 년에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4200 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1% 감소했다. 
2022 년의 스마트 워치 판매량은 더욱 늘어 연간 
9340 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trategy 

Analytics 의 전 세계 스마트 워치 출하량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전 세계 스마트 워치 시장은 사용자 
맞춤형 헬스 케어 기능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스마트 워치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COVID-19 감염 여부 판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크립스 
리서치 중개 연구소 팀은 네이처 국제학술지에 스마트 
워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르지오 쿠에르 스크립스 리서치 
선임연구원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훨씬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스마트 워치 내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증가하는 세계 스마트 워치 시장과 
여러 생체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COVID-19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움직임에 맞추어, 스마트 
워치로 체온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담은 
출입 QR 코드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서 T-CODE 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출입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4.2 애플리케이션의 사회적 필요성 

2020 년 8 월 6 일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앞으로의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쉽고 간편하면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자리잡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 
일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위험 인지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번거로운 방역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지킬 사용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전자출입시스템은 QR 코드를 인증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으며 발열 체크와 
병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T-

CODE(Thermal Code)는 발열 체크와 출입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QR 코드를 쉽고 빠르게 생성한다. 
이 QR 코드는 현재 상용화된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KI-PASS 에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애플리케이션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건강 
출입증으로써 효율적인 출입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T-CODE(Thermal Code)는 스마트 
워치로 사용자의 체온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맞는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COVID-19 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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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HCI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관련 연구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이에 탐색 주제를 세분화하고, 
대용량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연구간의 관계와 전망을 

예측하는 연구가 컴퓨터 기반의 여러 연구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의 HCI 연구에서는 시도되는 
경우가 적다. 본 논문은 이런 배경에서 HCI 

학술대회(HCI Korea)에 제출된 논문 정보를 수집해 
키워드 분포 엔트로피를 측정하고 초록 텍스트에 
상관관계 토픽 모델(CTM, Correlated Topic 

Model)을 적용하여 국내 HCI 연구 주제 간 관계를 
확인하고 잠재된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이는 
다양하게 분화된 HCI 의 연구 지형을 재확인하고, 

주제 간 연결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HCI 연구를 
전망하고 새로운 통합적 연구를 시도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Correlated Topic Model(CTM), HCI Korea, 

사회연결망 분석 

1. 서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술의 보편화가 이뤄짐에 따라 HCI(Human 
Computer Interation)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연구 주제를 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 영역을 탐색하는 

방향에서, 전체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의 연결을 확인하는 분석이 활성화 됐다. 특히,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대용량 자료 처리가 일반화 

되고 사회과학 영역에서 머신러닝으로 대표되는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 처리와 자연어 처리 
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활성화 

됨에 따라 위와 같은 분석은 더욱더 세밀하고 넓은 

수준의 탐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HCI 연구의 변화를 
확인하고 주제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년도에 
따른 논문의 변화 및 키워드의 분포를 확인하고, 

기존의 잠재의미분석(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서 나아간 주제간 상관 관계 분석(CTM, 
Correlated Topic Model)을 수행하여 HCI 학술대회 

논문의 주제 분포 및 연결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 연구 분포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2) 국내의 

HCI 연구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 영역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며 3) 연구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숨겨진 의미 및 연장점을 찾아내 앞으로의 

통합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연구 영역 탐색 

  연구 영역의 정의를 위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학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규모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접근법은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대표되는 
저자간 연결 분석에서부터 시각화를 통한 재구성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활용되어 왔다 [4,5,7]. 

  이는 학회와 논문으로 이뤄지는 학계의 구성이 다른 
일반적인 연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밀집된 구조며 
[6], 새로운 정보 혹은 아이디어가 진입하여 일반화 

되기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논문간의 연결이 
확장되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관찰 및 기록에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하지만, HCI 로 대표되는 컴퓨터 기반의 연구가 
빠른 기술적 변화에 따라 가속화 되고, 머신 러닝으로 

대표되는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범위로 
확장됨에 따라, 연구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주제간의 구분을 내리는 일은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1]. 

  이에 따라 최근 연구는 특정 분야 및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제간 연결과 확장”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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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영역을 정의내리는 
연구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결합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다만, 국내 관련 연구의 
경우 주로 연결망 분석의 형태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결 관계 및 예측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게 시도되고 있다[11-12]. 

2.2 자연어 처리 기술과 토픽 모델링 

  빅데이터가 보편화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의 활용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 연구는 데이터를 규격화 하는 
전처리 기술과, 임베딩 공간(Embedding Space)을 
활용한 Word2Vec, Doc2Vec 부터 Bert 까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8-9]. 특히, 전처리 기술은 
단어와 문장의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토픽 모델링의 
효율 또한 높이고 있는데, 기초적인 LDA 모델에서 

나아가 토픽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기술(CTM)과 같은 발전된 모델링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효과적인 토픽 추정 및 잠재된 

연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2-3]. 

3. 데이터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HCI 학술대회(HCI Korea)에 제출된 연구 문헌을 
분석하기로 했다. 대규모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할 

때 중요한 요인인 1) 형식의 일관성과 2) 주기, 참여자 
배경과 같은 기록 경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화되는 HCI 의 여러 주제를 

탐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HCI 

Korea 에 제출된 2003 년부터 2020 년까지의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3.1 데이터 전처리 

RISS 에서 제공된 데이터의 통합 및 전처리, 
분석에서는 Python 이 사용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RISS 에서 제공된 HCI 학술대회 쿼리 

에 대한 결과로 5773 건의 기록물이 조회됐으며, 해당 
내용 중 논문이 아닌 기타 기록물을 제외했을 때 전체 
5647 건의 논문에 대한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된 

항목으로는 '제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작성언어', '주제어', 
'KDC','등재정보', '자료형태', '발행기관 URL', 

'수록면', 'KCI 피인용횟수', '비고', '중단사유', 

'제공처','소장기관', '국문 초록 (Abstr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목차' 가 제공됐다. 

다만, 발행시기별로 보았을 때, 2015 년의 발행 
기록이 없고 2014 년 연초와 연말에 권호가 2 번 
발행된 기록이 있는데 이는 2015 년 서울에서 개최된 

CHI 2015 와의 일정 문제로 확인된다. 이 경우 
시기를 고려하여 2014 년 말에 발행된 기록을 

2015 년 발행으로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3.2 데이터 개요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HCI 관련 토픽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 투고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했다.  
논문은 두가지 언어(English/Korean)로 구성 
되었으며, 영어의 비율은 전체 논문의 1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논문 비율이 가장 낮은 때는 
2004 년도의 2.6% 였으며, 가장 높을 때는 
2015 년(2014 후기)의 33%였다. 이는 2014 년 HCI 

학회에서 발표된 영어 논문이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2016 년의 14.3%가 가장 

비율이 높다. 2010 년 이후 영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조금 보였으나, 중간중간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관적 경향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시각화와 같다. 

 

그림 1 년도별 HCI Korea 제출 논문 언어 비율 시각화 

  저자의 경우 동명이인, 영문 병기 등의 문제로 기존 

지역, 소속기관 등의 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나 
저자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 수의 경우 
일반적인 분포인 1-3 인의 참여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인 10 명 이상의 참여가 매년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시각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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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저자수 분포 히트맵 (10 인 이상 그룹화) 

4. 논문별 키워드 분석 

4.1 논문별 키워드 

HCI 의 주제 분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HCI Korea 에 제출된 논문의 주제 분포를 
확인하고, 논문 저자가 의도한 연구 영역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논문에 포함된 주제어(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전체 논문에서 
키워드가 제시된 논문을 필터링 했으며 이에 따라 

2013 이후 기록된 전체 2225 개의 논문 에서 제시된 

10,057 개의 토픽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키워드 문서의 원 데이터(Raw Data)를 확인한 

결과, 유사한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고 공백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g. Big Data : 빅데이터, 

UX : 유저 경험, IOT : 사물인터넷, 
Virtual_Reality':'가상현실') 용어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0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키워드를 통합하여 분포를 확인했다. 또한 토픽이 
분화된 경우 공백을 포함하여 키워드 빈도를 따로 
계산했다(e.g. 3D, 3D 인식, 3D 제스쳐). 다만, 

괄호를 사용하여 단어의 세부 정의를 설명한 경우 
중심 키워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세부 설명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다 (e.g. Internet Of Things : IoT). 

앞선 논문 언어 분포에 기준하여 논문의 작성 언어를 
분리해 계산했으며, 이에 따라 한글 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측정했다.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키워드의 빈도는 
(가상현실, UX, 증강현실, 상호작용, 스마트폰, 
인공지능, HCI, UI, HMD, 사물인터넷) 순서로 많이 

사용됐으나, 대부분의 키워드는 빈도수가 1 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치상으로 87.12%에 
달했다. 이는 멱법칙(Power Law)를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저빈도 단어가 다양한 중심어의 파생 
단어임을 고려할 때 주제어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e.g. UX:UX 

디자인). 이에 따라 파생 주제 분리하여 개별 주제의 
빈도를 확인하는 개별 단어 분석을 수행했으며 

(디자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모바일, 사용자, 경험, 
가상현실, 유저,서비스) 순서로 빈도가 높으며 1 회만 
언급된 단어가 65.57% 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기대되는 주제의 다양성을 
수치화 하여 확인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논문별 

키워드 분포의 변화를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를 통해 
측정했다.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에 따르면 
무질서도는 기대되는 사건(단어, 키워드 등)의 확률의 

분포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확률의 분포가 
균등할수록(편향되지 않을수록)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토픽의 분화라는 

방향에 맞춰 키워드의 확률로 이를 계산했으며(i 
사건의 확률 pi 에 대해, pi * log(pi)를 합한 음수 값), 

이에 따라 년도별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1 년도별 키워드 엔트로피 

년도 키워드 저빈도(n=1) 

단어 제외 

2013 10.381 8.155 

2014 10.166 7.914 

2015 9.048 6.954 

2016 9.673 7.551 

2017 9.726 7.694 

2018 9.344 7.145 

2019 9.684 7.46 

2020 9.536 7.395 

결과적으로 키워드의 분포는 중심 주제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분화되어 있으며, HCI Korea 의 

진행에 따라 키워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문에 대한 상관관계 토픽 모델링 

결과와 같이 시간에 따라 HCI Korea 의 논문을 
포함한 HCI 의 연구에서 중심 주제에 대한 토픽의 

분화가 이뤄지고, 동시에 중심 키워드에 대한 집중이 
이뤄짐에 따라 논문의 분석 과정에서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는데 있어 토픽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주제의 
단어 분포를 확인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 더해 토픽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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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Correlated Topic Model)을 통해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에는 soynlp , tomotopy, NetworkX, 

Gephi 등이 사용됐다. 

5.1 문서 전처리 및 토픽 모델 설정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 분석을 

수행할 대상인 초록이 존재하는 2277 건의 한글 논문 
초록에 대해 토큰화 및 전처리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 및 전문용어를 처리하기 위해 

명사를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유저 사전을 따로 
더해 사용했다. 토픽의 수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혼잡한 정보(Perplexity)를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토픽수 5-30 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산하여 

28 개의 토픽 수를 정했다. 

 

그림 3 토픽 수에 따른 Perplexity 변화 (자연로그를 취함) 

5.2 토픽 키워드 분석 

상관관계를 포함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자기자신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756 개의 상관관계 

분포를 그림 4 와 같이 확인했다. 

 

그림 4 토픽간 상관계수 분포 

 

그림 4 에 따라 약 0.11 이상 상관계수 76 개를 

사용하여 토픽간의 연결을 그림 5 과 같이 재구성했다 

 

그림 5 토픽 간의 연결 관계 시각화, 상위 10%의 상관 
관계를 연결(edge)로 사용하고, 각 토픽의 연결 정도 
(Degree)를 토픽 숫자 크기로 표시 

그림 5 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며 내부적으로 연결이 이뤄지고 있는 두개의 
연결집단(Compnents)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픽은 
다른 토픽간의 관계가 낮게 측정됐으며, 각 

집단에서도 큰 활자로 표시된 토픽들(18, 15, 3, 2, 21 

/13, 25, 20, 8)이 상호 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의 상위 5 개 단어를 중심으로 10 개 까지 토픽 

연관 단어를 확인했을 때, 연결이 없는 토픽 0, 1, 5, 9, 
11, 17 의 경우 중요 단어와 더불어 세부 주제를 갖는 
단어가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0-

촉각/방송, 1-동작/관리/시나리오, 5-감성/ 자극/ 
플랫폼, 9-환경/ 시간/ 가상/ 구현, 17-인터페이스/ 
vr/ 뉴스) 토픽 11 의 경우 상위 단어의 분포에서 

게임의 비중이 매우 높은(게임 10%, 디자인 10%, 

모델 7%)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개의 주제가 연결된 토픽 그룹 G1 (8, 12, 13, 14, 

19, 20, 23, 25)에서는 13(영상/ 기법/ 실시간)이 
높은 연결을 보였으며, 20(이미지/ 영역/ 디스플레이), 
8(정보/ 감정/ 시각)과 강한 연결을 보였다. 또한, 

14(로봇/ 제어/ 장치)의 경우 23(시스템/ 입력/ 
움직임)과 12(인식/ 실험/ 효과)의 경우 13 번과, 
19 번(이용/ 상황/ 수행)의 경우 8 번과, 25 번(방법/ 

제안/ 기반)의 경우 13 과 높은 관계를 보였다. 즉, 
해당 그룹은 이미지와 인식, 이와 연결된 로봇 제어 

관련 기술을 보여주는 토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개의 주제가 연결된 토픽 그룹 G2 (10 , 15 , 16 , 
18 , 2 , 21 , 22 , 24 , 26 , 27 , 3 , 4 , 6 , 7)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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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많은 18 번(사용/ 분석/ 요소)과 2 번(서비스/ 
기능/ 사용성)이 UX 특성을 보였으며, 3 번(사회/ 

관계/ 구조)이 사회적, 15 번(영향/ 운전자/ 주행)이 
디바이스 평가와 관련된 특징을 보였다. 높은 
상관관계(상위 1%)로는 2 번과 3 번, 4 번(사용자/ 

콘텐츠/ 제공) 3 번과 18 번, 15 번과 18 번이 
확인됐다. 나머지 관계에서는 6 번(평가/활용/개발)이 
2 번, 3 번과, 7 번(교육/컨텐츠)이 3 번과 연결되어 

소셜 네트워크 사용 및 컨텐츠 활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됐다. 10 번(모바일/ 경험)은 4 번과 
연결되어 모바일 사용자 콘텐츠, 16 번(특성/ 피드백/ 

디바이스)은 15 번과 연결되어 운전 관련 사용자 경험, 
21 번(스마트폰/인지)은 15, 18 번과 연결되어 
스마트폰 디바이스 경험, 22(학습/ 유형/ tv 

/온라인)번 또한 15, 18 번과 연결되어 미디어 
디바이스 경험으로 예상됐다. 또한 24(데이터/ 표현/ 
사람)와 26(과정/ 관련/ 화면/ 공유), 27(기술/ 형태/ 

음악)와 2 의 연결의 확인됐다. 즉, 해당 
Components 는 사용자 경험과 연결된 다양한 
주제(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자동차)등이 

제시됐으며, 각 주제는 평가방법 등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됐다. 

표 2 상관관계 토픽모델링 상위 단어 분포 (Components 는 

G 로 표기, 상위 5 개 이외 단어는 본문  분석 내용 중 표기) 

토픽 연결 내용 

토픽 0 - 인간,컴퓨터,시각화,반응,촉각 

토픽 1 - 인터랙션,동작,관리,현실,크기 

토픽 5 - 제품,변화,감성,자극,플랫폼 

토픽 9 - 환경,시간,가상,확인,경우 

토픽 11 - 게임,디자인,모델,음성,문자 

토픽 17 - 인터페이스,상호작용,차이,vr,상호 

토픽 12 G1 인식,실험,효과,측정,보이다 

토픽 13 G1 영상,기법,실시간,객체,운동 

토픽 14 G1 로봇,제어,장치,이동,추적 

토픽 19 G1 이용,상황,수행,가지다,어플리케이션 

토픽 20 G1 이미지,영역,디스플레이,특징,추출 

토픽 23 G1 시스템,입력,움직임,선택,여러 

토픽 25 G1 방법,제안,기반,공간,다양 

토픽 8 G1 정보,감정,시각,행동,검색 

토픽 10 G2 모바일,경험,기기,방식,동영상 

토픽 15 G2 영향,미치다,얼굴,운전자,주행 

토픽 16 G2 특성,피드백,대화,디바이스,전달 

토픽 18 G2 사용,분석,통하다,따르다,요소 

토픽 2 G2 서비스,기능,사용성,중심,만족도 

토픽 21 G2 스마트폰,인지,요인,소비자,텍스트 

토픽 22 G2 학습,유형,tv,온라인,환자 

토픽 24 G2 데이터,표현,사람,미디어,파악 

토픽 26 G2 과정,관련,분류,화면,공유 

토픽 27 G2 기술,형태,제작,음악,설계 

토픽 3 G2 사회,관계,도출,구조,조사 

토픽 4 G2 사용자,콘텐츠,제공,스마트,진행 

토픽 6 G2 평가,활용,개발,위하다,제시 

토픽 7 G2 교육,컨텐츠,지원,능력,형성 

 

6. 결론 

  국내 HCI 연구 동향 및 주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HCI 학술대회(HCI Korea) 연구 논문에 대한 본 
분석은, 년도에 따라 언어적, 참여 저자의 변화에서 

큰 분포의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주제의 
분화라는 측면에서 중심 토픽에 기초하며 키워드의 

파편화가 진행되며, 엔트로피로 계산되는 키워드의 
혼잡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CI Korea 에 제출된 논문의 토픽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용자 
경험(UX)과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활용(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자동차 등)이며, 그 다음으로 시각과 

인지와 관련된 기술(로봇제어, 영상, 이미지 등)이고, 
나머지로 게임 등 세부적인 영역이 분명한 주제들이 
일정 비율로 독자적인 주제를 형성함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HCI 의 연구의 주제 분포와 연결이 
핵심적 토픽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영역별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시계열적 

특성과 언어적 제한(한글, 영어 병합)으로 인해 토픽 
모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세부적이고 일관적인 HCI 연구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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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막막하다. 이들의 
대학원 연구실 탐색 과정은 대학교 순위나 검색 
인기도 등에 좌우되는 낮은 수준의 정보활동이다. 

이와 같이 정보 탐색 활동이 특정 정보에 편중되는 
현상은 정보 불균형과 공정성의 문제를 심화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주목해 한국 HCI 학회의 5 개년 

논문 자료를 색인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정의하고 
이 키워드를 통해 논문 키워드와 연구실 정보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연구실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연구 결과, 국내 55 개 대학교의 178 개 
HCI 연구실과 각 연구실의 논문 정보를 26 개의 
키워드로 분류해 1 차 매핑하였고, 이후 연구실 대표 

교수에 의한 조정을 거쳐 연구 분야 중심의 연구실 
탐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웹사이트 사용 행동 데이터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 이전의 연구실 탐색 정보 

활동의 문제가 개선되어 그 탐색적 가치를 검증했고, 
특정 대학교나 연구실 위주의 탐색에서 벗어나 연구 
분야 중심의 중립적 탐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논문과 연구실을 연결하는 범주 역할을 
수행하는 색인어를 발견해 길잡이 키워드라 
정의했으며 학계의 논문 자료에 기반해 중립적 

탐색이 가능한 연구실 정보 탐색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키워드 검색 시스템, 정보 설계, 색인어, 사용자 행동 

데이터 
 
 

1. 연구 배경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 협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연구실을 찾는 것은 어렵다. 특히,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한 융합적 특성을 가진 학문 분야의 

연구실 정보 탐색은 더욱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HCI 학문분야 역시 인문사회, 기술, 디자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근간을 두고있기에 

국내의 HCI 연구실들은 다양한 학과와 연구 분야를 
포괄한다. 다학제 학문 분야의 연구실 탐색이 어려운 
이유는 연구실과 연구 관련 정보가 각기 다른 범주 

하에 산재되어 있고, 연구실과 논문 정보의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실 정보 탐색 활동이 주로 대학교 순위 
기반으로, 나아가 일부 학교와 인지도 높은 연구실에 
치우친 낮은 수준의 정보 활동에 정체되어 있다. 정보 

탐색 활동이 전체 정보를 대표할 수 없는 특정 정보에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은 곧 정보 불균형과 
공정성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정보 탐색 

과정의 개선을 위해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논문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였지만 연구실 단위의 
탐색이 아닌 논문 단위의 탐색으로만 기능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HCI 학문분야의 연구실의 정보를 어떻게 
표준화된 형태로 범주화할 것인가?  

(2) 본 연구가 개발한 탐색 도구인 HCI 연구실 
디렉토리 웹사이트 1 는 인지도 높은 대학교와 

 
1 http://labs.hc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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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 치우쳐진 기존의 연구실 탐색 활동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위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각 논문의 저자가 
명시한 논문 키워드를 색인할 수 있는 색인어로서의 

대표 키워드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키워드를 길잡이 키워드라 정의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논문 자료를 범주화한 후 각 연구실을 

규정하는 속성인 관심 연구분야를 같은 범주 하에 
정리하는 매핑 과정을 거쳤다. 둘째, 길잡이 키워드에 
의해 HCI 연구실 탐색이 가능한 새로운 정보 구조를 

구현한 연구실 디렉토리 웹사이트라는 중립적 탐색 
도구를 개발하여 그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자료 검색 과정에서의 색인어 
 
색인어는 정보 검색 이론에서 검색의 대상이 되는 

문헌의 내용을 표시하고 분류하는 개념이다. 자료 
검색 시스템에서 주제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색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정보 자료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색인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4]. 윤성희의 연구는 

색인 기반의 검색 과정에서 검색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검색 대상의 문서들을 색인어의 의미 범주 
단위로 분류하고 색인어를 중심으로 지식베이스 

구축했으며 다중 색인을 가능하게 해 중의성을 
해소하였다 [5]. McCutcheon에 의하면 색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에는 두 가지 방법론, 통제어 

검색과 비통제어 검색이 있다. 통제어 검색은 검색 
시스템에서 선택한 용어 범주를 통한 검색을 
의미하며, 비통제어 검색은 저자가 직접 색인어를 

부여한 자연언어 색인을 의미한다 [12]. 
  

이전 연구들을 참고해 본 연구는 연구실 검색 
시스템을 목표로 논문 키워드를 색인어이자 통제어의 
기능을 하는 대표 키워드를 설정했고, 이 키워드에 

기반해 논문을 게재한 각 연구실 역시 색인에 의한  
범주화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2.2 색인어 추출을 통한 자료의 분류와 범주화 
 
문헌정보학에서는 자료의 주제 추출 후 주제의 

분포를 바탕으로 논문의 라벨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각 주제를 기준으로 웹페이지 정보를 분류하고 
계층화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14]. 또한, 

산재되어 있고 위계가 불명확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탐색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 역시 

활발하다 [9]. 
 
특히 논문에서 추출된 단어, 문장, 초록 정보의 

범주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통계적 연관성 측정 [8], 
의미론 분석 [2], 토픽 모델링, 용어 클러스터링 [6], 
네트워크 분석 [1, 7] 등의 다양한 방법론으로 자료의 

분류와 색인 키워드를 통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한승희의 연구는 통계 기반 접근법, 언어학적 접근법,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 통해 텍스트의 주제를 

대표하는 대표어를 추출하여 범주화를 시도했다 [8]. 
Mann 외 2명의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 
분야에서 문헌학적 범주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하위 학문분야 분류 자동화를 제안한다 [11]. 
송민규 외 3명의 연구는 문서의 구조화 및 저장을 

위해 문서의 의미론적 분석에 기반한 대표 키워드 
추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 이양원 외 3명의 
연구는 연관 규칙 탐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연관 용어 집합을 생성하는 키워드 
추출 방법론을 검증했다 [6]. 민헌기 외 3명 , Liu 외 
5명의 연구는 키워드 포지셔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HCI 분야 논문들의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 
라벨이라는 색인어로 범주화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학계의 경향을 탐구했다 [3, 10].  

 
Moro와 Bielikova의 연구는 5만개 이상의 논문에서 
논문 초록 키워드, 논문 전체 글의 키워드, 저자에 

의한 키워드, 독자에 의한 키워드 총 네 종류의 
자료를 범주화하는 색인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탐색 리드”라 정의했다 [13]. 그리고 각 키워드에 

의한 클러스터링 범주화를 LDA 모델로 분석하여 
키워드의 탐색적 가치를 검증했다. 저자가 검증한 
색인 키워드의 탐색적 가치는 논문 전체 글에서 

추출한 키워드 모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자에 의해 설정된 키워드 모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판단과 텍스트 모델링 결과 사이 간극이 
존재한다는 함의를 시사한다.   

  

논문 자료 분류를 통한 범주화를 시도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각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구조화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범주화를 시도했고, 그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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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거나 나아가 학계의 경향을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색인 과정은 여전히 논문 

단위의 범주로서만 기능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연구실과 같은 다른 단위 자료와의 

통합적인 범주화를 모색하고, 그 탐색 시스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색인어로서의 

통제 키워드인 “길잡이 키워드”를 설정해 저자가 

명시한 논문 키워드 자료를 범위로 논문 정보를 

범주화했다. 나아가 논문 자료와 각 논문을 게재한 각 

연구실을 같은 범주 하에 매핑하는 탐색 시스템을 

구현했다. Moro와 Bielikova의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은 기계적 매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에 

의한 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와 텍스트 기반 

매핑의 불일치 정도를 검증했다 [13]. 

 

3. 연구 방법 

3.1 코드북 제작 

26 개의 길잡이 키워드 설정 

 

본 연구의 26개의 길잡이 키워드는 HCIK 

(한국HCI학회)의 33개의 논문 심사 키워드와 5개년 

(2016년 – 2019년)간 HCIK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233개에 저자가 등록한 논문 키워드 

5,299개 군집 데이터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기술/디자인/인문 세 개의 범주로 분류된 33개의 

HCIK 논문 심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기술/디자인/인문 세 범주는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발한 HCI 학계의 연구를 

포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시간에 따른 연구 

경향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년 간의 논문 키워드 군집 분석을 통해 기술, 

디자인, 인문 범주를 재편하고 최근 연구 경향을 

반영한 26개의 길잡이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작한 코드북으로 논문 자료 질적 코딩 자동화 
 

5,299개의 논문 키워드를 본 연구에서 정의한 26개의 

길잡이 키워드로 분류하는 코드북을 제작하여 질적 

코딩을 자동화하였다. 자료는 최근 5년 (2016년 - 

2020년) HCIK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233개의 논문 키워드 5,299개에 한정했다. 질적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 간 신뢰도 산출 결과 0.826 

(Cohen’s Kappa)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다음 표 

1과 표2는 코드북과 코딩차트의 일부이다.  

 

표 1. 코드북 예시 

코드 원칙 예시 

자동차/모빌리티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 경험, 기술 포괄 

UAV, 

무인주행시스템, 

스마트카 

소셜/SNS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서비스, 

크라우드소싱 관련 

경험, 기술 포괄 

SNS 사용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A, 이모지, 

카카오톡 

문화 컨텐츠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문화적 요소, 

대중문화, 뉴미디어 등 

관련 경험, 기술 포괄 

참여형전시, TV, 

개인방송, 

관광콘텐츠 

 

표 2. 코딩차트 예시 

논문명 논문키워드 코드 

읽고 싶진 않지만 
끄고 싶지도 않아:   

스마트폰 배지 
알림의 의의 탐색 

#Badge notification 모바일/웹 

#user interaction 인터랙션 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인터랙션 디자인 

 

3.2 각 연구실을 대표하는 교수에 의한 조정 
 

각 연구실에서 게재한 5개년 간의 논문을 분류하고, 
질적 코딩 결과에 의거해 해당 논문 자료로 각 
연구실을 규정하는 관심 연구분야를 같은 길잡이 

키워드 범주 하에 매핑했다. 이 과정으로 1차 길잡이 
키워드 다섯개 선정 후 각 연구실을 대표하는 교수 
181명에게 키워드 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총 178개 연구실  최종 길잡이 
키워드를 지정했다. 디렉토리에서 삭제를 요청한 세 

명의 교수는 제외하여 이후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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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 후에 매핑된 전체 HCI 연구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웹사이트는 길잡이 키워드를 주요 탐색 수단으로 
제시해 연구 분야에 의한 중립적인 탐색을 유도하며 
이전의 치우쳐진 연구실 정보 탐색 활동을 개선한다.  

 

3.3 Google Analytic(GA)를 통한 사용자 행동 
트래킹과 사용 로그 기반 반구조화 인터뷰  

 
Google Analytics를 통해 총 11일간 디렉토리 
웹사이트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행동 데이터는 길잡이 키워드를 통한 탐색, 
검색창을 통한 검색, 연구실 정보가 표시된 카드 
클릭, 연구실 카드 안 연구실 홈페이지 버튼 클릭 네 

개의 이벤트로 세분화하였다. 수집한 행동 데이터의 
심층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실 
탐색에 관심을 가진 네 명의 대학생을 (평균 나이 

M=26, 여성 3명)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 참여자가 GA 개발 도구를 
통해 웹사이트를 사용한 후에 사용 로그 기반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4. 연구 결과 

4.1 55 개 대학에 속한 178 개의 HCI 연구실을 
길잡이 키워드로 매핑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26개의 길잡이 키워드는 

논문 키워드 자료와 논문을 게재한 연구실을 
연결하는 색인 기능을 수행하며, 표준화된 연구실 
정보 탐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아래의 그림1은 

게제한 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길잡이 키워드에 의해 
예시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매핑한 결과이다. 
 
또한, 각 연구실을 대표하는 교수에 의해 1차 길잡이 
키워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30%(27.2%)의 
연구실 정보가 수정되었다. 논문 자료에 의해 매핑한 

연구실 정보에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4.2 HCI 연구실 디렉토리 웹사이트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  

 

총 11일 간 디렉토리 웹사이트 사용자 237명이 
기록한 모든 사용 행동 이벤트는 총 1,328개이다. 그 
구성 요소를 빈도 순으로 나열하자면, 연구실 카드 

클릭 횟수는 606회 (45.6%), 검색창을 통한 검색 

그림 1. 예시 연구실의 길잡이 키워드 매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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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299회 (22.5%), 길잡이 키워드 클릭 횟수는 
155회 (11.7%), 연구실 카드 내의 각 연구실 

홈페이지 연결 버튼 클릭 횟수는 149회 (11.2%)를 
기록하였다.  
길잡이 키워드 26개의 유효한 총 클릭 횟수 155회의 

분포 양상은 아래의 그래프1과 같다. 총 26개의 
키워드 클릭수가 평균 약 4.7회, 표준편차 약 3.6으로 
분포하며 이를 통해 특정 키워드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분야가 탐색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래프 1. 길잡이 키워드 탐색 빈도 

 
전체 178개의 연구실 카드 중 1번 이상 클릭된 

카드는 125개이며 유효한 총 클릭 수 542회는 
125개의 연구실 카드에 평균 약 4.1회, 표준편차 약 
3.7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는 특정한 몇 개의 

연구실로 탐색이 몰리지 않았으며, 연구 분야에 
의거한 중립적 탐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해당 분야의 연구실 탐색에 관심을 가진 네 명의 
대학생을 (평균 나이 M=26, 여성 3명) 대상으로 

웹사이트 사용 로그 데이터 기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길잡이 키워드의 탐색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명의 인터뷰 참가자 모두 이전에 

행하던 연구실 탐색 과정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는 학교랑 교수님 이름만 보고 하나 하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서 정보를 모아갔어요. 엄청 
불편했죠.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면 제가 관심있는 
연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색을 해야하고...” (P3) 
 
“논문 검색 플랫폼에서 논문을 찾고, 그 논문의 
교수를, 연구실 홈페이지를 찾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논문 플랫폼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게 
안하면 어디 학교 어느 학과 들어가서, 어떤 연구실로 
들어가야 하니까… 잘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P4)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본 연구 이전의 연구실 탐색 
과정은 첫째, 하나의 대학교나 논문 정보에서 시작해 

산재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연구실 홈페이지로 도달해야 했다. 둘째, 각 연구실이 
속한 대학교마다 단과대학명과 학과명이 다양하기에 

비교하여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길잡이 키워드로 HCI 학문의 세부 분야와 규모 
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연구실 

정보를 더 잘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대학교 단위 중심으로 행해져 특정 대학교로 
치우치던 기존의 정보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립적 탐색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분야 키워드를 클릭해서 나오는 연구실 리스트를 
보며 논문 제목으로 제 관심과 맞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했어요. 학교를 안보는 건 아니지만, 이 사이트 
이용하면서는 그 후에 학교를 봤었네요.” (P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각 연구실을 규정하는 속성 정보의 
표준화가 어려운 융합 학문분야 HCI의 연구실 분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과 공정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 분야 
중심의 연구실 탐색 필요성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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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26개의 색인 키워드로 논문 자료의 
분류를 자동화했고 같은 키워드 범주 하에 연구실을 

다중 매핑해 제공하는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구현했다. 총 11일 간 디렉토리 웹사이트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길잡이 

키워드에 편중되지 않고 연구 분야와 연구실 정보가 
보다 고르게 탐색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 분야에 
의거한 탐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2) 디렉토리 

웹사이트 행동 데이터 기반 심층 인터뷰 결과, 이전의 
연구실 정보 탐색 활동의 문제가 개선되어 그 탐색적 
가치를 검증했다. (3) 연구실 인지도나 대학교 순위에 

치중된 탐색에서 벗어나 연구 분야 중심의 중립적 
탐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리되지 않은 학계의 논문 정보와 연구실을 

연결하는 범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색인 키워드를 
발견했으며 중립적 탐색이 가능한 연구실 정보 탐색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향후 연구 
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HCIK의 논문 자료의 합은 

연구실의 연구 분야 속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연구실이 HCIK에 투고하는 논문은 해당 연구실 
성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실의 약 30%가 

길잡이 키워드 매핑 결과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불일치는 HCIK 학회에 한정한 논문 자료가 
각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6개의 길잡이 키워드 설정 과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반영되었다. 이는 곧 논문 정보 
질적 코딩과 연구실 매핑에도 자의적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실의 범위 선정 시 
수집한 각 논문의 교신 저자가 대표하는 연구실로 
한정하였고, 따라서 제 1저자 혹은 2저자로만 논문을 

게재한 연구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개선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연구실의 연구 분야 키워드 도출 시 각 논문의 게재 

연도에 따른 가중치 고려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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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각이다.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정보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인간에게 효과적이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이미지이다. 하지만 색약자에게는 각 

객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힘들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이미지 디자인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one to many 문제와 구문적인 의미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 CURL(Neural Curve 

Layer)기반의 회귀 모델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색각 이상,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image enhancement 

 

1. 서론 

시각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각이다. 하지만 시각적 장애로 

알려진 색약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남성 8%, 여성 

0.5%로, 유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1]. 색약자는 적색 색약, 녹색 색약, 

청색 색약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중 적색 색약과 

녹색 색약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며, 청색 색약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정보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인간에게 효과적이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이미지이다. 하지만 색약자에게는 각 객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힘들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이미지 디자인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이하 

CUD)이라고 한다. 

현재 CUD 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미지 전체에 

필터를 씌우는 F: x->y 꼴의 one to one 로 

해결하고 있으며, 해당 필터는 Adobe 

Photoshop 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 

전체에 필터를 씌울 경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도 색변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색변환을 진행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입력은 CUD 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 

출력은 CUD 에 적합한 이미지이다. 출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one to 

one 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닌, 구문적인 영역 

(semantic area)에 대해서만 색변환이 일어난 

결과물이다. 

 

 

그림 1. 좌측: 일반인 시점, 우측: 적색 색맹 시점 

적색 색약자에게는 RGB 이미지 색상 체계에서 

모든 R 값이 GB 값으로 이동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미지 내에는 수많은 R 값이 존재한다. 그림 1 과 

같이 사과나무가 그려진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과’와 ‘사과나무’의 

색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적색 색맹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힘들다. ‘사과’와 같이 R 값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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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객체는 R 값으로만 그 객체의 구문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반대로, ‘사과 나무’는 갈색이지만 

갈색이라고 해서 R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 필터를 씌울 경우에는 모든 R 값이 

대칭되는 GB 값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각 이상자들을 위하여 Windows 와 

Photoshop 은 Hue 필터를 이용하여 색상 대비의 

차이를 적용한다. 하지만 Hue 공간 하나만의 

필터링은 색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단순히 

Hue 색상 체계 하나의 필터링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사과’와 ‘사과 나무’ 이외의 객체인 

‘나뭇잎’에 대한 정보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색상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RGB, Hue, Lab 세가지 색상 체계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우리는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인 

GAN[3]을 선행연구로 진행하였다. GAN 은 특정 

분포를 학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CUD 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CUD 에 적합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미지의 geometry 정보를 유지한 채 특정 

객체에 대하여 형상을 유지하면서 색상을 변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GAN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ycle-

GAN[4, 5]의 경우 geometry 와 형상 유지를 

중점으로 두고 연구되었다. 

 

 

그림 2. Cycle-GAN 결과. 좌측부터 입력, 타겟, 출력 

또한 본 연구는 F: x->(y1, y2 … yn) 인 one to 

many 와 인공지능이 구문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는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는 총 2 개의 

색상을 가진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다. 좌측 황갈색 

그래프를 객체 A, 우측 주황색 그래프를 객체 

B 라고 가정한다. 적색 색맹은 객체 A 와 B 의 색이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CUD 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객체 A 가 중단의 타겟 이미지처럼 색상이 

짙은 녹색으로 변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변환에서 첫번째 문제점은, 황갈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만이 CUD 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옆에 상대적으로 구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객체 B 와의 대비차가 

존재한다면 CUD 에 적합한 변화가 된다. 즉, 객체 

A 가 연한 녹색으로 변환되는 것도 CUD 에 적합한 

것이고, 객체 B 가 짙은 주황색으로 변환되는 것 

또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인공지능이 객체 A 와 B 사이의 구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위 그림은 

객체가 2 개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이미지는 셀 수 

없이도 많은 객체들이 이미지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림 2 의 우측 출력 이미지의 분홍색 그래프 하단과 

같이, 각 객체의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GAN 의 한계점이다. 

 

2. CURL 을 이용한 색상 커브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one to many 

문제와 구문적인 의미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 

CURL(Neural Curve Layer)[6]기반의 회귀 

모델을 제시한다. GAN 과 다르게 CURL 은 입력 

이미지에 대하여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회귀 분석을 한다. CURL 은 입력 이미지를 Lab, 

HSV, RGB 세가지 색상 체계의 커브의 변화 값의 

정도를 회귀하여 이미지 전체의 필터를 씌운다. 

색상 커브는 Adobe Photoshop 의 curve tool 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미지에 필터를 씌우는 기법이기 

때문에 GAN 과 다르게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를 

고정시킬 필요도 없으며, geometry 와 형상이 

유지된 출력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2.1 TED (Transformed Encoder-Decoder) 

입력 이미지를 회귀하기 앞서, TED 

(Transformed Encoder Decoder)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context 를 부여한다. 입력 이미지는 

RGB 값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 채널만큼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TED 는 3 채널의 정보량을 

context deliver 구조의 convolution 연산을 통해 

64 채널만큼의 정보량으로 증가시킨다.  

2.2 CURL 구조 

입력 이미지는 convolution 층을 통과하여 Lab, 

HSV, RGB 세가지 색상체계의 커브를 회귀한다. 

Lab 는 L, a, b 의 색상 커브를 가지고 있고, HSV 는 

H, S, V 를 가지며, RGB 도 마찬가지로 R, G, B 에 

해당하는 색상 커브를 각각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각 

색상 체계의 커브는 n 개의 변곡점을 가질 수 있다. 

이 변곡점의 위치를 회귀함으로써 이미지에 필터를 

씌운다. 입력된 RGB 이미지는 Lab -> RGB -> 

HSV 순서로 맵핑 되며, 각 색상체계를 통과할 때 

마다 회귀를 진행한다. 각각의 색상 커브를 

회귀하기 이전 층에서는 convolution 층을 

통과하여 특징 맵을 추출한다. 특징 맵으로부터 

fully-connected 연산을 통해 n 개의 변곡점을 

회귀할 수 있고, 색상 커브에 의해 필터링된 

이미지는 다음 층의 입력이 된다. 이 과정을 3 번 

반복하여 모든 색상체계에 대하여 색상 커브를 

적용할 수 있고, 필터링 된 이미지는 최종적으로 

RGB 이미지로 재 변환된다. 

2.3 회귀 모델의 장점과 문제 관점 변경 

GAN 은 기본적으로 구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 색 변환에서는 인간이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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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문적인 의미를 ‘색’과 ‘색의 경계’ 크게 

2 가지로 나뉘어진다. 우리는 그림 2 의 구문적인 

의미를 ‘색’과 ‘색의 경계’로 하여금, 황갈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를 구분하여 입력 이미지에 

대한 타겟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위 두가지의 

객체로 정의하여 데이터 세트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해당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측 

출력 이미지와 같이 재구성에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CURL 은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GAN 과 다르게 구문적인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황갈색 

그래프’ 라는 객체 A 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CUD 변환의 목표는 색맹에게 

이미지마다 취약한 특정 객체에 대하여 색 변환을 

일으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GAN 은 그 

특정 객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생성하여 CUD 에 

적합할 지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CURL 은 특정 

객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CUD 에 

적합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GAN 은 의미를 

찾아내고 객체를 구성하는 상향식 구조인 반면, 

CURL 은 의미를 만들어 내고 객체를 구성하는 

하향식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델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GAN 은 병목 

특징에서 생성되는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더 큰 

반면, CURL 은 병목 특징에서 회귀하는 변곡점의 

출력 위치가 더 적다. 

이는 GAN 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GAN 은 판별기 D 학습을 먼저 진행한 후, 

D 를 바탕으로 G 를 학습할 경우에 학습이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좋게 진행된다. D 는 CUD 에 적합 

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회귀를 진행한다. 

0 에 가까울수록 CUD 에 적합한 이미지, 1 에 

가까울수록 CUD 에 적합하지 않게 학습을 

진행하며, 이진 분류 문제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오버피팅이 발생하였지만, D 는 

전반적으로 회귀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 반면 G 는 

학습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D 를 속이지 못하였으며,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와 손실 함수의 값이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데이터 세트는 색채 전문가 3 명이 Adobe 

Photoshop 을 이용하여 색각 이상자 시점에서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데이터 세트는 총 300 여장 

제작되었으며, 1 만장까지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세트는 CUD 에 적합하지 않은 입력 이미지 

세트 A, CUD 에 적합한 타겟 이미지 세트 B 로 

구분되어 진다.  

GAN 의 실험 결과와 CURL 의 실험결과를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입력들과는 다르게, 

이미지에 수많은 객체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Cycle-GAN 의 실험 결과를 보면, 객체와 윤곽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색에 대한 특징마저 없어져 흑백 

톤의 이미지가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객체를 나누어 보았을 때 geometry 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그 형태는 입력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와 상당히 일그러져 있다. 또한 이미지 

전반적으로 salt and pepper 와 checkerboard 

artifact 노이즈가 존재하며, 객체 사이의 연결이 

끊기거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원하는 정답인 

서대륙과 동대륙에는 유일하게 색상이 존재하지만, 

색상 이상자 시점에서는 R 값이 제거되어 흑백으로 

보일 뿐이다. CURL 의 경우 이미지에 필터를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의 

일그러짐이나 노이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체 사이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되었고, CUD 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객체 사이의 대비를 

전체적으로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CURL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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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GAN 과 CURL 실험결과를 통해 CURL 

이 일반인, 색각 이상자의 시점 모두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미지에서 색상 변환이 

일어날 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즉 HSV 

색상체계에서 V 값이 내려가는 문제점을 두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지 1 장에 대하여 CURL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5 의 중앙 열의 좌측 상단 

이미지가 학습 초기 출력 이미지이며, 모든 값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출력 이미지를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학습이 차례로 진행됨에 따라 출력 

이미지는 명도를 가장 먼저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포화도와 색상을 변경하여 타겟 

이미지에 근접하게 변경되었다. 명도와 대비가 

CUD 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점은 데이터 세트가 전체적으로 객체의 명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작되었거나, 학습 과정에서 특정 

색상체계에서의 손실함수 값에 있어서 역전파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이미지 1 장에 대한 CURL 학습 과정 

 

4. 향후 연구 

현재 인공지능의 입력은 일반인 시점에서의 RGB 

이미지이다.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은 보통 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지만, CUD 변환의 경우에는 

HSV 와 Lab 의 색상 체계 또한 중요시 사용한다. 

그리고 타겟 이미지 또한 일반인 시점이 아닌, 색각 

이상자 시점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입력을 색각 

이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면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구문적인 

영역 구분을 위해 일반인 시점, 색각 이상자 시점의 

이미지를 masking 하여 이미지 SIM 을 제작할 

예정이다. GAN 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G 는 

학습이 잘 되지 못하였지만, D 는 학습이 잘 되었다. 

즉, D 와 CURL 을 합성하면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GAN 을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이미지에 색상 커브를 적용하여 

객체의 색상을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GAN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one to many 와 

구문적인 의미와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의 이해를 

CURL 의 회귀 방법으로 영감을 받아 다른 문제로 

풀이하였다. 본 연구는 CUD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색각 이상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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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 인 가구의 식습관 

불균형에 관한 문제 개선 방안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1 인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협소한 거주공간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에스노그라피와 퍼소나, 사용자 

여정지도와 같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에스노그라피를 

통해 레시피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기 

조작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VUI(Voice User Interface)를 활용한 

레시피 콘텐츠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거주공간에 방문해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견하는 

디자인 연구로서, 사용자 관찰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1 인 가구의 조리 경험과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 제안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VUI 요리 콘텐츠 서비스 UI/UX 

1. 서 론 

1.1. 연구 배경  

1인 가구는 조리 시 재료 손실에 대한 우려, 식재료 

구매정보와 조리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다인 

가구에 비해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식습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김민정, 2015) 특히 20대 청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10평 미만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좁은 거주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1인 가구의 제한된 조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멀티쿠커 디자인 연구가 

있었다(강인혜, 2018). 청년 1인 가구의 요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튜터링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디렉션 연구는 매끄러운 요리 경험을 위해 레시피를 

모션그래픽과 음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는데(최지훈, 2020), 실제로 MZ 

세대는 한 주 평균 2.4회 음식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고, 

그중  47%가 요리 레시피 콘텐츠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20). 그러나 기존 

요리 콘텐츠는 레시피를 일방향으로 제공해, 이를 

활용할 때 사용자의 인식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SK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스피커’누구’를 활용한 레시피 콘텐츠는 음성 조작을 

통해 레시피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돋보였으나, 별도의 기기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의 협소한 공간에서 활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레시피 콘텐츠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공하여 

레시피를 처음 접하거나 조리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의 

경우 학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요리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콘텐츠 제공의 방식이나 

서비스의 인터렉션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조리 과정 관찰 조사를 통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찰 

대상자들이 활용하는 유튜브 요리 콘텐츠를 개선한 

요리 콘텐츠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1인 가구가 협소한 주거 

공간에서도 조리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요리 콘텐츠 

서비스의 인터렉션 방식을 제안하고 UI/UX를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목적에 따라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에스노그라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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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에스노그라피는 사람, 민족, 국가를 

뜻하는 에스노스와 기록을 뜻하는 그라포의 합성어로,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한 상태로 대상을 관찰하는 

인류학 연구 기법이다. 최근에는 인류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디자인 

에스노그라피는 대상이나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디자인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이정주, 2018). 본 

연구는 1 인 가구 거주 공간의 조리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참여 관찰 기법인 

에스노그라피를 활용하였다.  관찰 대상자가 조리 

계획, 식자재 구매와 조리 과정을 동행 관찰하여 조리 

환경과 관찰 대상자의 행위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였다. 

인터뷰는 기초 질문과 함께 에스노그라피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중심으로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다. 

기록된 관찰자의 행위와 터치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고,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 방향성을 도출했다. 

2.1. 연구 대상 

실제 조리 경험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한 주에 10 회 이하로 집에서 조리 및 식사를 하는 서울 

거주 1 인 가구 20 대 여성 7 명을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거주 형태는 원룸(E=1,2,3,4,5), 분리형 

원룸(E=6)과 오피스텔(E=7)의 형태의 15 평 이하 

거주지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관찰 대상자가 조리 

공간에서 직접 하나 이상의 요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연구자가 관찰하였다. 

표 1. 관찰 대상자 목록 

 성별 나이 요리 빈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E-1 여 22 주 10 회 성북구 원룸 

E-2 여 24 주 7 회 성북구 원룸 

E-3 여 23 주 4 회 성북구 원룸 

E-4 여 24 주 5 회 성북구 원룸 

E-5 여 25 주 7 회 성북구 원룸 

E-6 여 23 주 4 회 성북구 분리형원룸 

E-7 여 24 주 9 회 서대문구 오피스텔 

 

3. 연구 진행 및 방향성 

3.1. 기존 서비스 분석 

유튜브는 구글에서 2005 년 서비스를 시작한 영상 

플랫폼으로 2020 년 기준 국내 3770 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있는 대형 콘텐츠 플랫폼이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키즈, 요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카테고리 중 

요리 콘텐츠는 사용자가 영상으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요리를 처음 시도하는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었다. (E-1 인터뷰 중 ‘쉬운 요리는 블로그에 

검색하기도 하지만 조금 복잡한 요리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편해요.’)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에게 영상을 표시해 주지만 

카테고리 분류가 사용자에게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특정 분야를 모아 시청하기가 어려웠다. 

구분되는 콘텐츠 특성을 가진 경우 유튜브 뮤직과 같이 

분리된 형태로 제공되기도 했다. 요리 영상 콘텐츠는 

다른 카테고리보다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뚜렷한 콘텐츠로, 기존 콘텐츠 UI 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사용성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3.2. 에스노그라피 ∙ 인터뷰 

관찰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며 직접 조리공간에서 

에스노그라피를 진행했다. 조리과정을 관찰한 결과 

관찰 대상자들은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재료를 손질할 

때 도마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위만을 사용해 재료를 

손질하는 등 최소한의 조리 도구를 활용해 조리를 

완수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리에 필요한 도구 

외에는 조리 계획, 재료 구매와 조리 과정 중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E-

3 은 조리 중 면을 삶으며 대기하는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조리가 완료된 후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는 식생활, 식자재 구매 방식, 조리 과정과 식사 

및 정리의 4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16 개의 질문을 

관찰 단계별로 질문했다. 관찰대상자 E-2 는 

에스노그라피 이후 심층 인터뷰에서 조리 콘텐츠를 

참고할 때 생기는 불편을 토로했다. (‘조리 중에 

레시피를 확인할 때마다 스크롤을 올리거나 영상을 

정지시키고 정보를 확인해야 해서 불편해요.’) 레시피 

친숙도가 낮은 경우 조리 중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생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연스러운 조리 경험을 해치는 

문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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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퍼소나 

퍼소나를 제작하기 위해 관찰 대상자들의 특성을 변인 

34 가지로 배치하였다. 각 변인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 

조리 행위와 관련된 일상 경험 수준, 사용자의 조리 

환경, 조리 능숙도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하였다. 에스노그라피와 인터뷰에서 분석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배치하고 유사한 관찰대상자를 그룹핑 

해 그림 1 의 퍼소나 뼈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요리에 관심이 많은 능숙한 사용자 A’와 ‘배달음식을 

줄이고 집 밥 차리기에 도전하는 사용자 B’, 두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퍼소나의 요리 관심도에 따라 

레시피 친숙도와 조리 실력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레시피 친숙도와 조리 실력이 높지 않은 사용자일수록 

레시피 의존도가 높았고, 이로 인한 조리 중 스마트폰 

조작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위생상 문제뿐만 

아니라 화기와 날붙이를 사용하는 조리 환경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리 콘텐츠는 쉬운 조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퍼소나를 통해 고객여정지도를 

그린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고객여정지도를 통해 

사용자가 조리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목록 확인, 조리 

과정 확인과 타이머와 같은 세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림 1 변인 분석을 통해 작성한 퍼소나 뼈대. 

 

 

그림 2 퍼소나를 기반으로 작성한 사용자 여정지도. 

 

3.4. 1인가구를 위한 요리 콘텐츠 서비스 기능 제안 

연구 분석 결과 청년 1 인 가구의 협소한 공간에서는 

별도로 추가 설비를 제공하기보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도구인 스마트폰과 기존 유튜브 서비스를 개선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찰 대상자들은 조리 중 스마트폰 조작에 대해 위생상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이 점에 착안해 

요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콘텐츠를 음성으로 

조작하는 기능 추가를 고려하게 되었다. VUI를 활용해 

조리 중 직접 스크린을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으로 

레시피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별도의 추가 설비 없이 사용자들의 요리 경험이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가 해당 영상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제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일방향적인 영상 콘텐츠를 

사용자가 그 구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제공되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이를 

활용해 요리 콘텐츠를 과정별로 클립을 구분해 

제공하고,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 요리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스플래시 화면을 거쳐 메인화면에 들어서면 유튜브 

라이브 쿠킹 콘텐츠가 추천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단에는 날씨나 상황, 난이도, 

시청기록에 따른 사용자 맞춤 레시피를 제안한다. 해당 

레시피를 선택하면 레시피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레시피의 난이도나 평가, 조리 단계 클립 영상으로 

조리 전 미리 조리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쉽도록 

제공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청년 1 인가구의 

요리 경험이 조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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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메인페이지 UI 디자인 

 

4. 1 인가구를 위한 요리 콘텐츠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관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요리 콘텐츠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은 피그마 

(Figma),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er), 

어도비 프리미어(adobe Premiere)를 활용해 제작하였 

다.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는 UI 를 

상단에 제공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음성인식 활성화 

명령어를 통해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조리 중 

재료의 분량을 확인하기 위해 재료 목록을 확인하거나, 

다음 조리 과정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굽거나 

끓이는 조리 과정에서 시간 측정이 필요 한 경우 

타이머 기능을 설정해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조리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 반복 재생을 요청해 

해당 과정 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리가 완료되면 조리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해 

표기하고, 식사를 진행하며 시청할만한 콘텐츠 영상을 

추천하도록 한다. 

 

표 2. 프로토타이핑 기능 설명 

기능 이미지 설명 

음성인식 

 

상단의 음성 

인식 태그를 

두어 사용자의 

음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 

재료목록 

 

조리중 필요한 

재료의 분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조리단계 

 

조리중 다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단계를 

제공. 

타이머 

 

조리중 

타이머가 

필요한 경우 

타이머 설정 

가능. 

반복재생 

 

조리중 필요한 

구간을 

반복재생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조리완료 

 

조리완료시 

조리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안내. 

 

5.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관찰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VUI 를 활용한 기존 

유튜브 레시피 컨텐츠 활용 전략을 제안해 보았다. 1인 

가구 조리 경험 개선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 연구 

결과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첫째, 간편한 조작을 통한 자연스러운 조리 경험.     

기존 콘텐츠들의 일방향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VUI 를 적용한 서비스로써, 조리중 별도의 터치 조작 

없이도 레시피를 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조리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도 새로운 레시피를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매끄러운 조리 경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요리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식생활 다양성. 

기존 유튜브의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서브 

브랜드를 제안하여 콘텐츠 활용에 익숙한 청년 1 인 

가구의 요리 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1 인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거주공간에 방문해 

조리과정을 관찰해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 대 

여성에 관찰 대상자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차후 관찰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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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용자 관찰 방법으로 기존 

콘텐츠를 사용자 경험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터렉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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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아바타와의 Body Ownership Illusion (BOI) 

형성을 위한 연구들은 시각과 촉각을 동기화 

시키는 방법과 아바타와의 움직임을 동기화 

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BOI 를 형성하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이 두가지 방법을 혼용한 

방법들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가상 경험 관련 주관적 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움직임이 동기화된 조건과, 이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시각-촉각 자극이 동기화 

된 경우, 왜곡되어 시각과 불일치하게 촉각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각각에 대해 가상 경험과 

관련된 주관적 요소를 총 15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움직임 자극을 통하여 BOI 를 형성한 경우, 

시각-촉각 자극이 올바르게 주어지는 경우, 

아바타에 대한 선호도, 촉각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임장감 형성에 있어 추가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가상 

경험을 해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움직임 

동기화 방법과 시각-촉각 동기화 방법이 BOI 

연구를 위해 결합됨에 있어 매우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Body Ownership illusion, Presence 

1. 서 론 

Body Ownership Illusion (BOI) 이란 자신의 

신체 이외의 신체 일부나 전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을 의미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에서 가상 

아바타에 대한 높은 수준의 BOI 는 VR 경험의 

질 향상 및 VR 활용성 증대에 기여한다[6]. 

기존 연구는 두 종류의 방법론을 통하여 BOI 를 

형성하였다. 첫 번째는, 시야에 보이는 가짜 

신체와 시야에서 감추어진 실제 신체에 가하는 

자극의 시간을 동기화 함으로써 고무 손, 가상 

팔, 가짜 신체 등에 대한 BOI 를 형성하는 

방법이다[1,2,3]. 기존 연구들에서 촉각 자극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실험자가 외부에서 

자극을 가하거나 [1], 고정된 위치에 진동기를 

배치한 특수 장치 (Tactsuit, Bhaptics, Daejeon, 

Korea) 등을 사용하였다[7]. 두 번째 방법은 

가상 아바타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자극과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동기화함으로써 

가짜 신체에 대한 BOI 를 형성하는 

방법이다[4,5]. 기존 연구들에서 피험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ect (Microsoft, 

Washington) [6], Motive (NaturalPoint Inc, 

Oregon) [6], ALEx Exoskeleton (Wearable 

Robotics srl, Via L. Alamanni) [10] 등을 

사용하였다. 

최근 이러한 BOI 를 형성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혼용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9]. 이러한 혼용을 

통해서는 시각-움직임 동기화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BOI 형성의 측면에서는 

상승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11], 가상 

환경을 통한 운동기술 훈련과 같이 촉각 

피드백이 중요한 경우 두가지 방법론을 혼용하는 

경우가 VR 경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12]. 하지만, 무선통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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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latency, software malfunction 등의 

영향에 의해 신체에 가해지는 촉각 자극이 

시공간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Kokkinara 는 이러한 촉각 자극의 시공간적 

불일치가 BOI 를 저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법론을 

동시에 사용하여, 시각-움직임 동기화를 통해 

형성된 BOI 및 가상 현실 경험에 시각-촉각 

동기화와, 시공간적 왜곡이 일어난 촉각 자극이 

주는 영향을 비교하여 VR 경험의 주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내용 

2.1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총 15 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다(M = 23.7, SD = 1.63; Female: 33%). 

2.2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Windows 10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고성능 데스크 탑에서 

개발되었다. 피험자에게 몰입감을 주는 가상 

환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90fps 이상의 

주사율과 대각선으로 110 도의 시야 각, 각 눈당 

1440*1600 의 해상도를 가지는 Head-mounted 

display(VIVE Pro EYE, HTC, Taoyuan)을 

사용하였다. Full body motion tracking 을 위해 

18 개의 Flex 13 camera (NaturalPoint, 

Oregon)가 사용되었으며 Motive (Motive 1.10.4, 

NaturalPoint, Oregon) 프로그램을 통해 motion 

capture 가 진행되었다. 피험자에게 촉각적 

자극을 주기 위해 Arduino (Arduino, 

Somerville)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블루투스 

진동제어기가 사용되었다.  

2.3 실험 디자인 

본 연구는 시각과 움직임이 동기화된 Visuo- 

Motor(VM) 조건을 바탕으로, 위 조건에서 

시각- 촉각의 동기화가 추가된 Visuo-Motor & 

Visuo-Tactile(VMVT) 조건, 시각-촉각의 

동기화가 시공간적으로 왜곡되어 추가된 Visuo-

Motor & distorted Visuo-Tactile(VMVT-d) 

조건 이렇게 총 세가지 조건에 대해 within-

subjects experiment design 을 사용하여 BOI, 

presence 및 주관적 가상 경험을 확인하였다. 

모든 조건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각과 

움직임의 동기화는 피험자가 가상 환경에 놓인 

거울 앞에서 full body motion tracking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체험하였다. 

 

그림 1) (a): 1 인칭 시점으로 바라본 가상환경 (b): 

motive 슈트 및 Arduino 진동 제어기를 착용한 

현실에서의 모습 (c): 현실과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상 아바타 

촉각과 관련된 경험은 거울 옆에서 날라오는 

물풍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풍선은 4 초에 

한번씩 생성되어 가상 아바타의 양 손바닥, 어깨, 

허벅지, 정강이 총 8 가지 부위 중 임의의 목표를 

향해 날라오도록 설정되었다. 현실환경에서는 

실제 피험자의 신체에서 대응하는 위치에 

Arduino 를 이용하여 제작한 진동기가 부착되어 

블루투스를 통해 제어되었다. VMVT 에서는 

물풍선이 가상 아바타에 닿는 순간 실제 

신체에서 해당 위치에 부착된 진동기의 진동이 

울리게 하였다. 반면 VMVT-d 에서는 물풍선의 

접촉 유무와 상관없이 신체에 부착된 진동기가 

진동하였으며, VM 조건에서는 진동이 울리지 

않게 하였다. 

2.4 실험 절차 

실험은 연습 시행,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시행에서는 가상환경 내에서 움직임을 

연습하였다. 본 시행은 세가지 조건에 대해 각 

2 분씩 VR 체험이 이루어 졌으며 체험 중 

피험자는 가상거울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물풍선이 신체에 닿는 것을 관찰하였다. 각 조건 

체험 후 피험자는 Body Ownership Illusion 

Questionnaire(BOIQ) 와 PQ, 주관적 가상 경험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실험은 조건의 순서를 

바꾸어 2 세트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마다 조건의 

순서는 counter balanced 되었다. 

2.5 측정 변인 

Presence Questionnaire (PQ). 피험자가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임장감을 측정하는 7-

point Likert Scale 설문 방법으로[13], 매 조건의 

과제가 종료된 후 PQ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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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Ownership Illusion Questionnaire (BOIQ). 

가상 체험에서 가상 아바타에 대해 느꼈던 

주관적인 경험을 묻는 설문지이다. -3 점에서 

3 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7-point Likert Scale 

설문지로 Botvinick and Cohen 의 the ownership 

illusion questionnaire 을 변형하여 만들었다[1].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Body Ownership:  

“내 가상의 몸을 거울을 통해 볼 때 가상의 몸이 

내 몸처럼 느껴 졌다.” Agency: “내 몸의 

움직임에 의해 가상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관적 가상 경험 설문지.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선호도와 촉각에 대한 생동감을 묻는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3 점에서 3 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7-point Likert Scale 로 

제작하였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Preference: 

내 가상의 몸이 마음에 들었다. Tactile: 가상의 

몸에 물풍선이 닿을 때 실제 내 몸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는 SPSS 25.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1 PQ 결과 

세 가지 조건에 대해 PQ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13) = 4.809, p = .016, η2 = .256). 

VMVT 조건에서 VMVT-d 조건에 비해 

Presence 가 크게 나타났다(p = .017). 또한 

VMVT 에서 VM 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p = .164). PQ 의 세부 문항들을 

비교해본 결과 가상환경에 대한 몰입감 및 

조작감을 묻는 문항인 Involvement/Control 

(INV/C)에서 VMVT-d 조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2,13) = 5.912, p = .007, η2 = .297). 

가상환경의 자연스러움을 묻는 문항인 Natural 

(NATRL) 에서 VMVT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2,13) = 4.133, p = .028, η2 = .241). 

Resolution (RESOL), Interface Quality (IFQUAL)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ll ps > .294) 

3.2 BOIQ 결과 

가상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묻는 질문들인 Body 

Ownership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경향성을 관찰하였다 (F 

(2,13) = 2.708, p = .091, η2 = .157). 

Agency 에서는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이나 이에 

대한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p = .836)  

3.3 주관적 가상 경험 설문 결과 

Preference 에서는 VMVT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2,13) = 2.708, p = .084, η2 

= .162). 또한 Tactile 문항에서도 VMVT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2,13) = 9.705, 

p = .001, η2 = .409). 

4. 논의 

본 연구는 시각-움직임 동기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시각-촉각 동기화 및 시공간적 왜곡이 

일어난 촉각 자극이 주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Presence 결과에 따르면 올바르게 동기화 되어 

추가되는 경우가 왜곡되어 더해지는 경우에 비해 

■ 그림 2) 다중 감각 동기화 조건에 따른 Presence Questionnaire 의 subscale (a), Body Ownership illusion 

Questionnaire (b), 주관적 가상 경험 설문지(c) 결과. (INV/C: Involvement/Control, NATRL: Natural, RESOL: 

Resolution, IFQUAL: Interface Quality, VM: 시각-움직임 동기화, VMVT: 시각-움직임 동기화 및 시각-촉각 

자극의 동기화, VMVT-d: 시각-움직임 동기화 및 시각-촉각 자극의 왜곡된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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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과 일치하는 촉각적 

자극이 VR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INV/C 에서 VM 조건이 

VMVT-d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동향을 

보였다는 점은 잘못된 촉각 자극이 오히려 

가상환경 체험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ody ownership 측면에서는 

세가지 조건에 대해 BOI 가 모두 생성되었으며 

agency 형성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시각과 

움직임의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시사한다 [11]. 또한, 촉각 자극이 동기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BOI 를 해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가상 체험의 

주관적 경험 측면에서는 감각 동기화가 더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 VR 경험에 대한 선호도 및 

촉각 자극에 대한 생동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선호도의 상승은 촉각 자극이 정확하게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일어났음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상 객체와 가상 신체의 접촉에 대한 

촉각적 피드백을 시각적 자극과 시간 및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진동 자극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tactsuit 등과 같이 적절한 위치에 촉각 자극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론이 시간적 

정확도를 함께 가질 경우 사용자의 VR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는 시각-촉각의 동기화나 시각-

움직임의 동기화 여부를 통해 BOI 가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시각-움직임이 동기화되어 BOI 가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동기화된 다중 감각 자극의 상태에 따라 주관적 

VR 경험의 변화에 대해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전체적인 VR 경험에 있어 동기화 되는 

감각이 많아질수록 VR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극이 왜곡되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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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시스템 사용안전성 평가도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Safety in Usability Evaluation Protocol and Guideline for EMR System 

요약문 

EMR 시스템은 의료 기록 유지 수단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사용자 피드백, 

환자 모니터링 도구로도 확장되었다. 이로 인한 

기능의 다양화로 인해서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작업의 복잡성과 동시에 

안전과 사용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EMR 시스템의 사용안전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EMR 가이드라인 보고서 및 관련 논문의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 EMR 시스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 도구를 개발했다. 이를 이용하여 인간공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및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를 수행했고 실험에서 사용한 EMR 

시스템의 사용성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결론으로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및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 결과 우선 순위가 높았던 사용성 원칙들을 

고려한 EMR 시스템 사용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제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안전성, EMR system, 

usability, safety, evaluation protocol, guidelines 

1. 배경 및 서론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임상 및 행정 절차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환자의 건강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한 것이다. EMR 시스템은 의료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1,2] 의료 정보시스템의 

측면에서 많은 오류가 보고되고 있다[3,4,5,6]. 

이러한 오류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7,8], 미국은 정부 

주도하의 CIS(Clinic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안전성 지침과 평가 

지표를 배포하였다[9]. 반면에 국내 보건 의료계에는 

EMR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및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10,11].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도구 

혹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가 어렵다. 

의료 품질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한 EMR 시스템의 

필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고 EMR 시스템의 

기능이 의료 기록 유지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사용자 피드백, 환자 모니터링 

도구로도 확장되고 있기에 더 복잡한 작업들이 

가능하지만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사용안전성에 대한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특정 사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양한 작업과 

기능들은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에 따라 조직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즉 시스템 표준화 및 사용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고 실질적인 사용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MR 시스템의 사용안전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관리, 

사용자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 

2012 년에 수행된 HIT(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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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의료정보기술) 사용성 관련 연구[12]에 

따르면, HIT 사용성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을 통해 

해당 기술의 유효성을 증대 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임상 업무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환자안전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주로 CPOE(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처방전달시스템) 및 CDS(Clinical Decision 

Support,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의 사용성 관련 

연구들로써, EMR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진단 및 처치 오류보다는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리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사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설문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를 통해 EMR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업무 흐름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의 사용성 원칙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EMR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여자 및 대상 

총 5 명(3M, 2F)의 인간공학 전문가가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들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며 UI 디자인 및 평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다. 

국내 상급병원의 EMR 시스템을 사용했다. 각 

의료진의 업무적 특성과 임상 업무 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시스템으로 26 개의 작업(의사: 9, 간호사:17)을 

수행하는 과정을 Morae 소프트웨어(버전 3, 

http://www.techsmith.com/morae.asp)로 화면 

녹화를 하였다. 화면 기록들은 총 113 개의 주요 

기능(의사:45, 간호사:68)으로 구성되었고 

이벤트들의 순서 구성은 각 EMR 시스템 기능에 

해당하는 임상 업무의 순차적 흐름을 반영했다. 

 

2.2 설문 도구 개발 

2.2.1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 문헌 연구  

기존의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 문헌 연구를 5 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첫째, HIT, safety, usability 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PubMed, Cochrane, Embase, 

Web of Science, CHINAL 의 검색 엔진에서 총 

7,401 개의 논문을 수집했다. 다음으로 초록 위주로 

검토하여 사용성 및 안전성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16 개의 논문과 16 개의 기존 EMR 시스템 사용성 및 

안전성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874 개의 

가이드라인 항목, 논문에서 402 개의 가이드라인 

항목을 추출했다. 이어서 521 개의 항목을 UI 

가이드라인 요소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들을 다시 검토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걸쳐 

EMR 시스템 사용성 휴리스틱 평가를 위한 70 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했다. 

 

 

그림 1.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 문헌 연구 흐름도 

2.2.2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 정의  

기존의 사용성 원칙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13,14,15,16,17,18,19] 앞서 진행한 

가이드라인 문헌 연구로부터 추출한 70 개의 세부 

가이드라인 항목을 20 개의 사용성 원칙들에 따라  

초록 위주의 검토 후  

16 개의 논문 및 16 개의 기존 가이드라인 보고서 선정 

논문 및 기존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1,276 개의 가이드라인 항목 추출  

EMR 사용성 휴리스틱 평가를 위한  

70 개의 세부 가이드라인 선정    

가이드라인 항목 중 521 개 항목을  

UI 가이드라인 요소로 분류 

 검색 엔진(PubMed, Cochrane, Embase, Web of Science, 

CHINAL )에서 7,401 개의 논문 수집 

Proceedings of HCIK 2021

- 59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http://www.techsmith.com/morae.asp


 

 

정보 처리 이론[20]을 고려하여 분류했다. 이러한 

기존 사용성 원칙들에 EMR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EMR  시스템 사용성의 측정 방법을 

설명하는 조작적 정의를 했다(표 1). 

표 1.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의 조작적 정의 

사용성 

원칙 
조작적 정의 

가시성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자의 눈에 잘 보여야 한다. 

구별성 
특성이 다른 기능이나 정보는 다른 요소들과 

혼란스럽지 않게 서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강조성 

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주위의 다른 

일반적인 정보들보다 돋보이게 하고 중요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명확성 

시스템 구성요소의 의미와 상태를 사용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설명, 시각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예측성 

사용자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통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간결성 

시스템 사용에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간략하게 

구성되고 관련이 없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정보는 

최소화 시켜야 하며 유사한 의미를 갖는 기능은 통합을 

하는 등 간단하게 구성해야 한다.  

일관성 

시스템 내에 포함된 하부 요소와 조작방식은 일원화된 

구성 원칙 하에 일련의 연관관계를 갖도록 설계되고 

동일한 용어와 통일된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구조 원칙 

시스템의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기능의 속성과 특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고 

상호 관련 있는 기능끼리 묶고 관련 없는 기능은 서로 

분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친화성 

사용자에게 익숙한 시각적 구조나 색상, 명칭, 아이콘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상태 표시 
사용자가 현재 시스템의 상태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 

용이성 

시스템은 사용자가 조작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물리적 조작 방식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호환성 

서로 다른 사용자가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하나의 

작업을 위해 상호 교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동시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충돌 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수행 

지원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작업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의 작업수행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수정 사용자는 시스템의 자동화 작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시스템의 임의적인 영역으로 개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성 
시스템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원이나 노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화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이외에 

사용자 개인의 필요나 작업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작업환경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융통성 

'취소'와 '뒤로 가기'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수와 잘못된 

사용의 비용을 감소시키며, 해당 기능 사용에 유연하고 

관대한 수단과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 

피드백 

사용자의 조작행위가 시스템에 입력되었다는 것을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즉각적/지속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인지하기 쉬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예방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에러를 제거하고 부수적인 

노력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자 행위에 대한 

아웃라인이나 상황에 적합한 도움 기능 혹은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에러 메시지가 사용자가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 및 

원인, 심각한 정도 등을 표시하고 회복 및 복구 수준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 및 

보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시스템의 보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3 EMR 시스템 Index 개발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 문헌 연구를 통해 추출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존 사용성 원칙 연구들을 

참고하여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의 조작적 정의를  

것을 바탕으로 EMR 시스템 지표(Index)를 개발했다. 

EMR 시스템 지표는 해당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마주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과 임상 

업무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총 20 개의 사용성 원칙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정의한다. 

즉, 각 사용성 원칙에 연결 된 세부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EMR 시스템의 최종 사용성 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완료하였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각 범주와 사용성 원칙에 해당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항목의 개수를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EMR 시스템 Index 

인간 

정보 처리 
사용성  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항목 개수 

인지 

가시성 5 

구별성 3 

강조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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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명확성 5 

예측성 2 

간결성 3 

일관성 4 

구조 원칙 3 

        사용자 친화성 3 

상태 표시 2 

제어 

조작 용이성 2 

호환성 2 

작업 수행 지원 4 

작업 수정 2 

단순성 2 

특화성 2 

융통성 2 

피드백 

피드백 6 

오류 예방 8 

안전 및 보안 5 

 

2.3 실험 절차 

2.3.1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설문 도구는 70 개의 측정 

가능한 EMR 시스템 사용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EMR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고 주관적인 만족도를 특정 UI 의 

측면에서 체크리스트 형태(YES/NO/NA)의 응답을 

통해 측정한다.  피실험자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이 녹화된 총 25 개의 화면 

녹화 영상을 최소 20 분 동안 시청한 후 평가를 

수행했다. 비디오 클립은 Morae 소프트웨어로 

녹화되었고 사용된 EMR 시스템은 의료진이 

사용하는 113 개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며 임상 업무 

특성과 흐름을 반영한 26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과정 

 

 

2.3.2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를 마친 후 20 개의 사용성 

원칙들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쌍대 

비교를 통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를 실행했다. 쌍대 비교에 대해 

쌍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사용성 원칙들의 조합을 

평가자들에게 제시했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 쌍에 대하여 평가가 완료된 후에 다른 쌍에 대하여 

똑같은 과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모든 쌍이 완벽히 

평가될 때까지 반복되었다. 그 결과로 20 개의 사용성 

원칙에 대한 총 190 개의 쌍대 비교가 완료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결과 

EMR 시스템 사용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70 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서 41.14%의 답변은 ‘YES’, 

52%의 답변은 ‘NO’, 그리고 6.86%의 답변은 

‘N/A’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 에 있다.  

표 3.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결과 

사용성 

원칙 

질문 

개수 

'Yes＇개수 

(비율%) 

'No’ 개수 

(비율%) 

‘N/A’ 개수 

(비율%) 

응답 

개수 

가시성 5 8(32) 17(68) 0 25 

구별성 3 5(33) 10(67) 0 15 

강조성 5 13(52) 12(48) 0 25 

명확성 5 7(28) 15(60) 3(12) 25 

예측성 2 2(20) 8(60) 0 10 

간결성 3 8(53) 7(47) 0 15 

일관성 4 12(60) 7(35) 1(5) 20 

구조 원칙 3 8(53) 7(47) 0 15 

사용자 

친화성 
3 5(33) 8(53) 2(13) 15 

상태 표시 2 4(40) 6(60) 0 10 

조작 

용이성 
2 4(40) 6(60) 0 10 

호환성 2 9(90) 0 1(10) 10 

작업 수행 

지원 
4 5(25) 14(70) 1(5) 20 

작업 수정 2 7(70) 3(30) 0 10 

단순성 2 2(20) 5(50) 3(30) 10 

특화성 2 2(20) 8(8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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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2 1(10) 6(60) 3(30) 10 

피드백 6 15(50) 15(50) 0 30 

오류 예방 8 18(45) 21(52.5) 1(2.5) 40 

안전 및 

보안 
5 9(36) 7(28) 9(36) 25 

합계 70 
144 

(41.1) 
182(52) 24(6.9) 350 

 

3.2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 결과 

사용성 원칙들 사이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 분석을 했다. AHP 를 

통해 도출된 각 사용성 원칙의 가중치, 우선순위의 값, 

정규화 된 우선순위, 일관성 지표, 그리고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을 계산했다. 우선순위의 

값은 70 개 문항을 나타내는 사용성 원칙의 평균 

가중치를 휴리스틱 평가 결과에 곱하여 산출되었다.  

5 명의 평가자들의 결과의 평균으로 20 개의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의 가중치를 도출하였고(표 4) 

이에 대한 순위를 지을 수 있었다(그림 3).  

표 4.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 결과 

우선순위 / 평가자 

No. 
사용성 

 원칙 
1 2 3 4 5 평 균 S . D . 

1 가시성  0.052 0.054 0.040 0.023 0.070 0.048 0.018 

2 구별성 0.051 0.083 0.026 0.069 0.043 0.055 0.022 

3 강조성 0.020 0.016 0.032 0.042 0.036 0.029 0.011 

4 명확성 0.022 0.036 0.033 0.046 0.056 0.039 0.013 

5 예측성 0.037 0.029 0.030 0.020 0.018 0.027 0.008 

6 간결성 0.012 0.014 0.024 0.035 0.020 0.021 0.009 

7 일관성 0.066 0.085 0.017 0.082 0.079 0.066 0.028 

8 
구조 

원칙 
0.030 0.087 0.071 0.016 0.109 0.062 0.039 

9 
사용자 

친화성 
0.014 0.036 0.022 0.015 0.017 0.021 0.009 

10 
상태 

표시 
0.134 0.016 0.073 0.099 0.028 0.070 0.049 

11 
조작 

용이성  
0.046 0.008 0.049 0.015 0.034 0.030 0.018 

12 호환성 0.038 0.058 0.014 0.019 0.009 0.028 0.020 

13 

작업  

수행 

지원 

0.025 0.024 0.141 0.016 0.114 0.064 0.059 

14 
작업 

수정 
0.027 0.023 0.053 0.059 0.041 0.041 0.016 

15 단순성 0.010 0.038 0.045 0.047 0.020 0.032 0.016 

16 특화성 0.009 0.008 0.012 0.009 0.012 0.010 0.002 

17 융통성 0.021 0.013 0.013 0.068 0.044 0.032 0.024 

18 피드백 0.118 0.038 0.080 0.124 0.036 0.079 0.042 

19 
오류 

예방 
0.121 0.166 0.132 0.078 0.140 0.127 0.032 

20 
안전 및  

보안 
0.145 0.166 0.093 0.117 0.075 0.119 0.037 

 CR 0.087 0.092 0.060 0.090 0.098 0.085 0.015 

 

 

그림 3. 사용성 원칙 순위  

 

3.3 최종 사용성 점수 도출 결과  

20 개의 1 차 점수, 즉 (YES 의 개수/설문 문항의 

개수)x(사용성 원칙들의 가중치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70 개의 가이드라인 항목의 사용성 

점수의 합을 도출했다.  이 과정을 본 실험에서 사용된 

국내 EMR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최종 사용성 점수로 

100 점 중 41.86 점을 산출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실질적이고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EMR 

시스템 사용성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EMR 시스템 가이드라인 보고서 및 

관련 논문의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수행하여 EMR 

시스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 도구를 개발했고 

이는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들의 조작적 정의를 

포함한다. 이 설문 도구를 통한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및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시스템 사용성 원칙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최종 사용안전성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EMR 

사용성 평가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다수의 병원 EMR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관련 비교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평가가 반복적으로 

수행될수록 해당 설문 도구의 신뢰성, 유효성 및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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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여 

EMR 시스템의 실질적인 디자인 개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 및 EMR 시스템 사용성 원칙 

쌍대 비교 결과 정보 처리 과정의 4 가지 범주 중  

‘피드백’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성 원칙들(피드백, 오류 

예방, 안전 및 보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다. 

따라서 해당 사용성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입력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복구가 필

요한 상황에서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2. 시스템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사용자

가 작업 중인 상황과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예: 메시지 창의 범위나 크기를 조

정 혹은 스크롤링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조작 행위가 시스템에 입력되었다는 것

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예: 버튼을 클릭한 경우, 

버튼의 색상이 변화하거나 점등되어 조작행위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음을 표시한다). 

정보 처리 과정의 나머지 3 가지 범주인 인지, 인식, 

제어 중에는 각각 ‘구별성’, ‘일관성’, ‘작업 수행 지원’ 

원칙들이 각 범주 내에서 가장 높게 우선순위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인지, 인식, 제어 측면에서 이 

원칙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항목들 중 ‘구별성’, ‘작업 

수행 지원’은 해당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항목의 개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공학 전문가 측면에서는 

EMR 시스템에서 중요한 사용성 원칙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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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행동의 시공간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자세별로 요약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시공간 특징은 그래프 합성곱 네트워크(Graph 

Convolutional Network, GCN)과 LSTM(Long Short 

Term Memory) 결합한 인코더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행동 비디오를 각 프레임별 상태를 추적하고 요약하기 

위해 HMM(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GCN-LSTM 의 결합으로 골격 기반 사람 

행동 영상에서 골격 자체 모양 정보와 연속된 프레임간 

시간 정보를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얻어진 

시공간 정보들을 HMM 을 통해 프레임별로 정보의 

상태를 분석하여 현재 어떤 주요 자세에 해당되는 가를 

알 수 있다. NTU-RGB+D60 데이터셋에서 실험하여 

요약된 비디오를 보인다. 

주제어 

행동 요약, 행동 분석, 그래프 합성곱 네트워크, GCN, 

LSTM, HMM 

 

1. 서 론 

최근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 행동 인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상 행동 탐지, 스포츠나 드라마 영상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 질의 응답 문제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영상을 이용한 행동 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응용 분야들은 현재 행동을 분류할 뿐 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판단하기 위해 프레임별로 어떤 

자세인지를 추적하는 것과 행동별로 어떤 주요 

자세인지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행동 분석을 위해 사람 행동 영상에서 

프레임별로 시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주로 심층 신경망 연구들[1,2,3]은 모든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압축하여 행동을 

인식한다. 일례로, [1]의 경우 3 차원 합성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 구간별로 영상의 

시간 및 공간 정보를 동시에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들을 

벡터 형태로 압축하여 행동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은 프레임별로 나타나는 모든 자세 정보와 

연속된 프레임 간의 연결 정보를 알 수 없어 현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자세가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 

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동 

분류와 동시에 프레임 별 자세를 분석하고자, GCN-

LSTM 을 이용한 자세 특징 추출기와 자세 상태 분석을 

위한 HMM 을 결합한 구조를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영상을 이용한 행동 인식 연구들은 RGB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세 추정 알고리즘들을 통해 

추출된 사람 골격 데이터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센서 잡음 처리와 연산량, 필요 저장 공간량에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골격 데이터는 벡터로 표현된 시계열 

데이터이다. 따라서 심층신경망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4,5,6]에서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변형한 모델들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들은 

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여러 

자세들의 특징 추출에 초점을 맞춰 행동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영상에서 추출된 골격 데이터는 시계열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모양 자체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같은 

변형 모델들에서는 입력데이터가 1 차원 벡터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람 골격 데이터를 비정형 

그래프로 보는 연구들[7,8]이 등장하였다. 즉, 골격에서 

관절을 그래프의 노드로 보고, 두 관절을 잇는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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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에서 공간 및 

시간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GCN(Graph Convolutional Network)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LSTM 과 GCN 의 장점을 

활용하여, GCN 를 통해 각 프레임 별로 공간 특징점을 

추출하고, 프레임들 간 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 

LSTM 에 공간 특징점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시공간 

특징점을 얻는다. 그 후, 얻어진 프레임 별 특징점들의 

상태, 자세를 분류하기 위해 HMM(Hidden Markov 

Model)에 입력하여 자세 분석과 행동을 요약하여 

시각화 한다. 

 

3. 제안 구조 

3.1 GCN-LSTM 인코더 

 

그림 1 제안된 GCN-LSTM 인코더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GCN-LSTM  

인코더구조는 위 그림과 같다. 먼저 기본이 되는 

GCN 은 PB-GCN(Part-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s)[8]을 사용한다. 이는 골격을 머리, 손, 다리, 

몸통으로 4 개 파트로 나누어 각각을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 후,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 각 파트별 그래프는 대각 성분이 1 로 각 

관절을 포함하며, 정규화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과 다르게 시간상 정보를 GCN 에서 얻지 

않으므로, 계층은 4 개만 사용하고 합성곱 필터 크기도 

64x64x1 로 제한한다. 

GCN 을 통해 추출된 각 프레임 공간상 

특징점들은 1 차원 벡터로 표현되어 LSTM 의 각 셀 

마다 입력되어 시간상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 때 

LSTM 의 은닉 계층 출력은 128 차원 벡터이다. 

이 때,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모든 프레임에서 추출된 공간상 특징점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윈도우를 통해 10 프레임씩 묶어 평균을 

낸 세그먼트 단위 공간 특징점을 사용한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는 각 샘플 별로 30 개 특징점이 

추출된다. 

따라서 GCN-LSTM 은 한 골격 

영상이 3x25x300 로 3 차원 좌표와 25 개의 관절, 

300 개 프레임으로 표현된 것을 128x30, 128 차원, 

30 개의 세그먼트로 표현시키는 인코더 역할을 

수행한다. 

 

3.2 자세 분석 및 행동 요약 파이프라인  

 

 

 

자세 분석 및 행동 요약은 위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GCN-LSTM 을 통해 추출된 128x30 

시공간 특징점 들은 HMM 에 각 세그먼트 별로 

128 차원 벡터로 입력된다.  

이때 각 행동 종류별로 자세를 분석하고 요약 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셋에 맞게 총 

60 개의 학습된 HMM 을 사용한다. 학습된 

HMM 들과 Viterbi 알고리즘을 통해 세그먼트 별 자세 

변화를 추적하고,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구간에 있는 

특징점들의 평균을 요약된 자세 특징이라 한다. 따라서, 

요약된 자세 특징 시퀀스가 곧 한 행동을 요약한 

정보가 된다. 

 

4. 실험 결과 

4.1 데이터셋 

실험 데이터셋은 NTU-RGB+D60[9]을 

사용하였다. 본 데이터셋은 Microsoft Kinect V2 로 

촬영한 RGB 영상, 깊이 영상, 3 차원 골격 좌표 시퀀스, 

Infrad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카메라 

기준 좌표로 추출된 3 차원 골격 좌표 시퀀스를 

사용했다.  

총 40 명의 피험자가 60 개 행동들을 각각 

수행하였고, 카메라는 3 대를 사용하여 정면과 양 쪽 

그림 2 제안된 행동 요약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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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촬영하였다. 총 데이터 개수는 56,800 개이고, 

누락된 데이터를 제외한 56,578 개 영상이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 ID 를 기준으로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훈련과 검증은 GCN-

LSTM 학습용으로 사용했다. 훈련 데이터셋 구성원은 

20 명, 데이터 개수는 40,091 개, 검증 데이터셋 

구성원은 12 명, 데이터 개수는 12,193 개, 테스트 

데이터셋 구성원 8 명, 데이터 개수는 4,294 개이다. 각 

데이터셋 별 구성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사용된 데이터셋 분류 

Type    Subject ID 

Train 1, 2, 4, 5, 8, 9, 13, 14, 15, 16, 17, 18, 19, 2

5, 27, 28, 31, 34, 35, 38 

Valida

tion 

3, 6, 7, 10, 11, 12, 29, 30, 32, 33, 36, 37 

Test 20, 21, 22, 23, 24, 26, 39, 40 

 

4.2 시각화 

 

그림 3 Pick Up 행동에 대한 자세 클러스터 

  

그림 3 은 각 비디오 샘플들의 세그먼트들을 

입력하여 행동 종류별로 학습된 HMM 과 

Viterbi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상태 클러스터 

결과이다. 따라서 그림 3 의 한 점들은 한 세그먼트를 

말하고, 각각을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해 3 차원으로 투영시킨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3 은 Pick Up 행동에 해당되는 모든 

샘플들의 상태, 즉 자세를 클러스터링한 결과이다. 

(색과 점 모양에 따라 자세가 분류된다.) HMM 의 

상태 수는 10 개이고 그에 따라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 피험자 20 번의 Pick Up 자세 변화 

 

그림 5 피험자 20 번의 Pick Up 자세 변화 궤적 

  

그림 4 와 5 는 피험자 20 번의 Pick UP 행동에 

대한 자세 변화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그림 3 에서 

클러스터링된 자세들 중 몇 가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피험자 20 번이 수행한 행동이 0, 4, 

9, 5, 3, 8, 2, 6, 1 상태들 즉, 9 가지 자세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9 가지 중 빈 프레임을 제외한 

7 가지 상태에서 중간 지점쯤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추출하면 그림 6 과 같이 행동이 요약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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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GCN-LSTM 인코더와 HMM 을 통해 

골격 기반 사람 행동 비디오에서 시공간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요약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시각화 결과, 

본 구조가 한 행동을 잘 요약하고 있음을 보였다. 

추후에는 요약된 행동 시퀀스를 평가하고, 한 행동뿐 만 

아니라 여러 행동이 포함된 한 비디오 영상에서 행동을 

요약할 수 있음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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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of HCIK 2021

- 61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Quick, Draw! 데이터셋을 이용한 산책 경로 추적 서비스 워케트(Walk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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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림

Choi, YooRim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enguin0807@snu.ac.kr

이민구

Lee, Mingu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ybop@snu.ac.kr

요약문

기존의 헬스 서비스는 페도미터 기능을 중심

으로, 사용자의 보행 기록을 측정하고 분석한

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집한 보행 기록을 생

데이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제

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이동 기록 데이터 가공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GPS 위치 추적 기술과 

구글에서 제공하는 Quick, Draw!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지도 위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그림

의 일부인 획(stroke)으로 가공한다. 페도미터 

기능 기반의 헬스 서비스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도보 운

동 참여를 위한 동기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한다.

주제어

산책(Walk), 경로(Path), 인공지능(AI), 페도

미터(Pedometer), 데이터셋(Dataset)

 

1. 서론

  1.1. 페도미터(Pedometer) 서비스

    보수계, 혹은 페도미터(Pedometer)는 사

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걸음 수

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최근에는 GPS 수신기

를 통해 전체적인 이동 거리를 수신하고, 사

람의 평균 보폭으로 나누어 걸음 수를 측정하

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페도미터 서비스는 

단독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

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추세다. 가

장 보편적으로, 건강 분야에서는 심장 박동수

를 측정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보행 도중 심

장 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움직임의 강도

를 감지하는 서비스 사례가 있다.

    혹은, 걸음 수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돈

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적립형 만보기 서비

스와 같이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는 사례도 있

다. 물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건강 분

야이며, 본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또한 건강 

분야의 하위 항목이라는 점을 밝힌다.

  1.2. 연구의 동기 및 배경

    일정한 활동에 개인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개인은 활동을 지속할 동기를 잃는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스포츠 참

여동기 요인을 메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인 내적동기는 스포츠 참여 만족 및 향

후 운동지속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내적동기는 즐거움 혹은 재미, 성취감을 

일컫는다.1) 도보 운동의 내적동기를 증가시키

는 방법으로, 도보 운동 데이터를 가공할 새

로운 모델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되는 

사용자 보행 기록은 생 데이터(raw data)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본문에서 소개

할 워케트(Walkette)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통해 부가적인 가

치를 제공한다. 이동 기록 데이터 가공 모델

1) 정유미. (2019). 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운동지속의도 및 참여만족간의 효과크기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8(6),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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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사용자에게 “재미있

는” 운동 기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이다.

2. 디자인 제안

  2.1. 사용자 사전 조사

    서비스 구체화에 앞서, 사용자 사전 조사

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주제어의 모양대

로 걸을 것을 제안하는, ‘도전과제’ 형식을 취

했다.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20대와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을 것

으로 예상되는 중년에게 기획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받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사전 조사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재미

를 느끼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경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

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동기를 

얻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반영하여, 서

비스 제공자에서 사용자로 향하는 서비스 흐

름을 반전하여 기획을 수정했다.

  2.2.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의 흐름을 사용자에서 서비스 제공

자로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동 기록을 

통해 서비스가 그 기록과 유사한 형태의 주제

어를 유추하는 방식을 택했다.

    걷다, 산책을 의미하는 단어 “walk”와 팔

레트 “palette”의 합성어인 워케트(Walkette)

는 본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

용자의 도보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반영한다. 워케트는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임의의 획을 투입

(input)하면, 일정한 형태의 그림이 산출

(output)되는 상호작용 모델을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뒤의 3장에 서술되

어 있으며,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사용성 테스트

는 뒤의 4장에 서술되어 있다.

  2.3. 서비스 State Transition Diagram

    State Transition Diagram, 혹은 State 

Diagram은 서비스의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한 화면에 

담아,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아래 그림 1에서 워케트의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함께 State Transition Diagram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

다.

그림 1 워케트 State Transition Diagram

그림 2 State Transition Diagram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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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구성 및 사용 기술

  3.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한 실시간 사용자 위치 파악

    본 서비스는 걸음 수 측정과 더불어 사용

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을 바탕으로 한다. 이동 경로 실시간 측정을 

위해, 인공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마이크로

파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GPS로 사용

자의 휴대용 기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는

다.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경로 

추적을 종료할 때까지의 위치 좌표를 중첩하

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연속적인 획으로 

표현할 수 있다.

  3.2. Quick, Draw! 데이터셋과 AutoDraw 

서비스를 활용한 사용자 경로 가공

    연속적인 획으로 표현된 도보 경로를 그

림으로 만들기 위해, Google AI Experi-

ments에서 제공하는 “Quick, Draw!”의 데이

터셋을 이용한다. "Quick, Draw!"는 2017년 

5월, Google Creative Lab에서 런링한 웹사

이트다. 웹사이트 접속자는 20초 이내에 사이

트가 제공하는 주제어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

려서 웹사이트의 인공지능이 주제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약 5천만 

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데이터셋(dataset)은 

깃허브(GitHub)에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있

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한 사용자의 도보 이동 경로 

측정 결과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Quick, 

Draw!”의 데이터셋과 비교하는 연산을 진행한

다. 일정 수치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주제어

가 도출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

을 통해 워케트의 메인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동 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주제어를 제

안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림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의 가장 근접한 모델은 

“AutoDraw”이다. AutoDraw2)는 2017년 

Google Creative Lab에 의해 출시된 웹사이

트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미완성된 그림을 완성된 그림으로 

2) https://www.autodraw.com/

제작한다. 사용자가 웹페이지 속 가상의 캔버

스에 자유롭게 획을 그으면, 화면 상단에 그

와 유사한 그림이 뜬다. 웹페이지에서 제안하

는 ‘유사한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

의 그림이 그것에 맞게 바뀐다.

    AutoDraw에서 그림을 제작하는 알고리

즘과 유사한 기술을 차용하고자 한다. 가령,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통해 ‘자동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 ‘탈 수 있는 무언가’라는 

문구만을 보여준다. 이동 경로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도에 그려지기에 이 문구도 계

속하여 갱신된다. 경로 측정을 중단할 경우, 

출발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경로가 그린 획

을 가공하여 그림을 완성하고,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아래 그림 3에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워케트 앱에서의 도보 경로 추적 및 

가공 시의 화면 이미지

4. 사용성 테스트

  4.1. 사용성 평가 방법

    워케트는 이동 경로를 측정하고 경로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의 이동 기록을 확인하거나 경로의 색상

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한다. 테스트 진행 전에는 메인 화면

에서 메인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모두를 같은 

depth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는 방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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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사용성 평가 결과

    테스트 결과, 한 depth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서 핵심 서비스에 집중

하기 힘들어하는 사용자가 다수였다. 사용자가 

서비스의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의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했고, 부차적인 

서비스는 모두 메뉴 아이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워케트의 도보 경로 가

공 기능이 효용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 증명 또한 진행했다. “기존의 헬스 어플

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자신의 도보 경로를 그

림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운동 기록

을 타인에게 공유할 의향이 증가하는가?”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5%가 긍정의 답변을 

했다. 또한, “자신의 지인이 그림으로 표현된 

운동 기록을 올리면 워케트라는 서비스가 무

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 같다.”라는 

명제에 약 88%의 설문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를 통해 본 서비스가 비사용

자에게는 긍정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

용자에게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 부여

에 도움을 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2020년 기준, 국내 20대 인구수는 약 

680만 명이다. 이 중 20대의 생활체육 참여

율은 약 70%이며, 그중에서도 ‘걷기’ 종목 참

여율은 약 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워케트

는 최소 270만 명의 수익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이 임의의 선을 통해 유사한 형
태를 추측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운동 경로
를 추적하는 서비스는 단독으로 존재했다. 이 

두 서비스가 혼재하는 ‘워케트’는 개인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가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시의 한 예가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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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Weather on Human Mobility 
 via LTE Access Traces in Seoul Districts 

 

  
Abstract 
In the urban area, there are many activity choices         
such as shopping or staying home. One of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s people’s choices is the       
weather.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weather        
conditions on human activity in the urban area is         
explored. We trace the change in the intensity of the          
mobile LTE access usage under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We find that pressure and rain are the         
most impactful conditions, while most affected      
groups are people in their 20's and older. People in          
their 30's seem to be the least affected and follow          
their usual activity pattern. Our result can provide        
insights for spot recommendation, traffic prediction,      
and sales prediction. 

Keyword 
LTE access trace, weather, activity 

1. Introduction 
In the urban area, there are many activity choices         
such as shopping or staying home. One of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s people’s choices is the       
weather. For example, people may go outside for        
shopping during the sunny days or stay indoors        
during the ra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ather and human       
activity has been studied in several research. These        
studies understand and confirm certain correlations      
between weather and activity types [1], mobility of        
older adults [2] and retail sales [3]. However, they         
focus on a set of individuals or places and do not           
explore the weather impact on the city areas in the          
bigger image.  

In this study, we use LTE access trace data to find           
the impact of the weather on popularity of different         
types of area. We measure intensity of human        
activity under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using the       
weather. We find that women, people in their 20’s         
and olders are most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weather conditions, especially pressure and rain,      
while people in their 30’s are the least affected by all           
conditions. We believe our findings can provide       
insights for spot recommendation, traffic prediction,      
or sales prediction. 

2. Previous work 
Brum-Bastos et al. [1] leverage GPS trajectories       
collected from participants and meteorological data      
to show travel mode and amount of time spent at          
different places under weather conditions. 

Clarke et al. [2] conduct telephone survey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ather and the older        
adults' activity. They find that older adults’ decisions        
for where to travel are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hanges. 

Badorf et al. [3] makes an analysis based on daily          
sales data from retail shops and weather data from         
all across the country. They calculate the impact of         
weather on sale depending on store location and        
theme to show that weather changes should be        
included in sales prediction models. 

 

3. Dataset 
In this section, we describe how we construct our         
LTE access trace data and weather data.  

 
Figure 1. LTE data in the commercial areas in Seoul 

(Hongik, Anguk, Samsung subway station area). The color 
represents the similar LTE access trace trend pattern after 

seasonal decomposition, and grouped by Pearson 
correlation over 0.95. 

3.1 LTE access trace data 

The LTE access trace data consists of the numbers         
of anonymized people in different age groups, who        
access the LTE cell towers in an hourly timestamp.         
The dataset covers 4,577 LTE cell towers around        
the commercial area as described in Figure 1, from         
1st March 2018 to 28th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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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eather data 

We crawl the weather records from Seoul City        
weather station via a public website1. The dataset        
consists of temperature, humidity and pressure      
measurements every 3 hours (00:00,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and precipitation       
measurement every 12 hours (9:00, 21:00). 

4. Methods  
4.1 Clustering LTE cells 

We cluster the adjacent LTE cells into the region         
groups which show a similar time series pattern. We         
first extract seasonal patterns from STL time series        
decomposition for each LTE access trace. Then, we        
calculate dissimilarity of each adjacent two LTE cells        
by Pearson Correlation. We group each pair of two         
cells if the Pearson Correlation is over 0.95. In         
result, the total of 133 clusters are found in our LTE           
cells as Figure 1. 

Then we label the types of each cluster manually         
using street view images into commercial,      
residential, and transportation. Each category is      
evaluated based on the general outlook of the area.         
For residential, we look for the presence of        
apartment buildings or houses. For commercial, we       
look for restaurants or clothes stores. For       
transportation, we look for a big road with bus stops          
or subway stations.  

 
Figure 2. Examples of residential (visible living buildings,        
apartaments), commercial, transportation area (big road      
type). 

 

4.2 Grouping the weather data values 
We consider rain, temperature, humidity, and      
pressure from the weather dataset. We use those        
four entries to cluster the weather clusters using        
KMeans Clustering for K = 3. The clusters show         
features as in Table 1. Cluster-0 is characterized as         
hot weather, as shows the high temperature.       
Cluster-1 is characterized as the cold weather, as it         
shows the high pressure and the low temperature.        
Cluster-2 is characterized as the rainy weather, as it         
shows the high precipitation and the high humidity. 

 

 

 

 

1 http://rp5.ru/ 

Table 1. Shows for each cluster its minimum,        
maximum and average for every weather entry       
type. 

 

4.3 Join analysis 
After both area types of LTE cell towers and weather          
clusters are set, we join these datasets to analyze         
how much the area is exploited on different weather         
for each type of area: commercial, residential, and        
transportation. We take the average of the hourly        
LTE access count of everyday. 

The LTE data entries are grouped into weather        
categories based on the weather cluster number.       
From the clustered data entries, we take mean        
values of each age group. We scale the data by          
changing the unit into percentage. Therefore, for       
each age group, we can see the percentage change         
in activity by weather condition.  

5. Result 
First of all, we can see that the cluster-hot shows the           
lowest active people using LTE from the results in         
Figure 3.  

For the commercial area, women are much more        
active than men (Table 2). Also, women’s activity        
drastically decreases from weather cluster-hot to      
cluster-rainy, more than men. Meaning, women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rainy weather in         
commercial areas. People in their 20’s and 25’s are         
the ones that decrease their activity the most for         
weather cluster-cold and cluster-rainy (Table 3). Age       
groups from 35 to 45 do not show much change in           
activity between clusters (but it decreases with each        
cluster). For people in their 50, they show the most          
activity in cluster-cold, but it is very close to         
cluster-hot and cluster-cold. It shows that for       
commercial area activities, older people might prefer       
cold weather rather than hot one. 

For the residential area, both men and women show         
similar activity rate, with slight dominance of women        
activity in cluster-hot and cluster-cold, and slight       
dominance of men in cluster-rainy (Table 4). For the         
age groups activity (Table 5), the activity rate in         
cluster-cold and cluster-rainy is almost identical.      

 

Cluster  Temperature 
(in °C) 

Precipitation 
(in mm) 

Humidity 
(in %) 

Pressure 
(in mmHg) 

0 
(hot) 

min 4.4625 
max 33.6875 
avg 20.897 

min 0 
max 11.1 
avg 0.261 

min 33.125 
max 69.875 
avg 57.911 

min 737.72 
max 764.49 
avg 751.95 

1 
(cold) 

min -14.8125 
max 24.125 
avg 3.1140 

min 0 
max 6.0 
avg 0.0775 

min 16.875 
max 70.375 
avg 47.363 

min 746.38 
max 770.09 
avg 759.77 

2 
(rainy) 

min -5.7875 
max 30.525 
avg 17.95 

min 0 
max 78.0 
avg 6.1326 

min 67.000 
max 97.375 
avg 78.308 

min 735.09 
max 765.56 
avg 7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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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to the commercial area, people in their        
20-30’s are much more active during the cluster-hot. 

For the transportation area, dominance of activity of        
men is significant (Table 6). In this case, the activity          
of men in transportation areas is the lowest during         
cold weather. Th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men         
are less likely to use transportation area during cold         
weather. People aged 30-45 are more likely to use         
transportation area during rainy weather than cold       
weather (Table 7). The biggest gap is in activity of          
people in their 25’s between hot weather and cold         
weather, where hot weather dominates. It follows       
with people aged 30-35, who are less, but also more          
active during hot weather type, The trend decreases        
for people aged 20, 40, 45 and 50.  

6. Discussion 
In our result, it shows several correlations between        
age and the weather, with emphasis on differences        
during high temperature and strong correlations      
especially for young people. Our data was collected        
over too short time to get a reasonable result with a           
prediction model, as weather conditions are      
repetitive in yearly time intervals. However, in further        
analysis with a bigger dataset, it would be possible         
to create a prediction model that predicts people's        
activity during certain weather conditions.  

 

7. Conclusion 
We find there is an impact on the activity and area           
where people spend their time during certain       
weather types. This could be applied in developing        
the advertisement systems and targeted     
advertisements. With these observations, the     
advertisement system could be built based on the        
weather forecast and applied in a transportation       
means. The results can help understand the human        
interest in going out and choosing different kinds of         
activities. By making the analysis, I wish to achieve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interest and improve       
spot recommendation and advertisement based on      
weath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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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ure 3. Total activity within different weather clusters 

 

Table 2. Gender-grouped average activity in commercial 
cluster (in people) 

 

 

Gender Cl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iny 

Men 2010.0 1934.7 1826.4 

Women 2065.5 2033.8 1842.6 

Age group C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ny 

20  1119.6 1081.7 992.8 

25 1026.6 991.1 900.5 

30 590.8 573.1 528.2 

35 444.6 440.7 409.3 

40 317.8 309.7 297.0 

45 322.5 317.3 301.7 

50 253.5 254.9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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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ge-grouped average activity in commercial area 
(in people) 

 

Table 4. Gender-grouped average activity in residential 
area (in people) 

 

Table 5. Age-grouped average activity in residential area 
(in people) 

 

Table 6. Gender-grouped average activity in 
transportation area (in people) 

 

Table 7. Age-grouped average activity in transportation 
area (in people) 

 

 

Gender Cl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iny 

Men 917.4  874.7 875.5 

Women 923.8  895.3 871.3 

Age group C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ny 

20  308.5 289.5 289.5 

25 417.6 397.1 390.7 

30 319.7 300.2 298.8 

35 271.6 260.7 258.1 

40 196.4 194.9 191.5 

45 187.5 183.9 182.0 

50 140.0 143.6 136.2 

Gender Cl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iny 

Men 972.3 867.2 890.5 

Women 752.8  686.3 673.8 

Age group Custer-hot Cluster-cold Cluster-rany 

20  281.9 261.4 252.9 

25 400.5 357.0 351.9 

30 287.9 251.5 257.0 

35 244.1 216.7 222.8 

40 180.7 160.5 169.9 

45 181.8 167.1 171.5 

50 148.1 139.3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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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f UX factor of 

a voice user interface (VUI) for the elderly, where the 

voice user interface in this study refers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technology that 

interacts with a user via speech commands. In this 

research, the investigation of UX factors involves the 

acceptance and affective aspects of the elderly. We 

applied the Wizard-of-Oz methodology in this 

experiment, and established our result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hich determines 

the significant elements of user experience in voice 

user interface. Overall, the extracted UX factors can 

be regard as relevant design parameters for futur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and researches. 

Keyword 

Voice interaction, User exper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lderly people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It is inevitable that many elderly people are facing 

issue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Elderly 

who suffers from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may 

be imposed to decrement of their cognitive mental 

state as their physical ability decreases along side by 

side (Shibata & Wada, 2011). Due to the social 

demands t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psychological demand for independence among the 

elderly, voice user interface is expected to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the elderly to suppress their loneliness.  

Voice user interface is a speech agent with spoken 

dialogue systems, dialogue management systems, and 

embodied conversation agents. In this study, we 

dedicated the voice user interface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at lets the users to 

interact via speech commands. However, the use of 

voice user interface among the elderly had shown 

that the elderly had major concerns such as anxiety 

about machines and maladjustments (Ganyo, Dunn 

& Hope, 2011; McLean, 2011; Wu et al.,2014). As 

a matter of fact, voice user interface contributes 

many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to address their 

cognitive and emotional difficulties.  

Voice user interface were commonly measured and 

investigated by the two major UX factors which are 

acceptance and affective factors. Acceptance 

measures utilitarian and hedonic factors to determine 

the overall acceptance of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De Graaf & Allouch, 2013), whereas 

affective factors were measured u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  

1.2 Acceptance factor and affective factor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rejecting or accepting 

a conversational speech system is important to 

improve system designs and implement elaborate 

strategies (Wu et al., 2014). It is necessary to 

apprehend the influence of acceptance factors in 

Proceedings of HCIK 2021

- 619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order to narrow down the great gap created between 

available technologies and the anxiety towards 

machines among the elderly.  

Apart from acceptance aspects, the affective aspects 

have quite the equivalent significance in emphasizing 

the design of voice interfaces in human-robot 

interaction according to recent studies (Chanel, 

Kierkels, Soleymani, & Pun, 2009). Providing 

companionship using voice user interfac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and may 

lessen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ssues among the 

elderly (Broekens, Heerink, & Rosendal, 2009).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cceptance factors and reflect its result to suggest 

ways to increase elderly’s usability when using voice 

user interface, and investigation of elderly’s emotion 

state through voice interaction with the voice user 

interface is required because the future use of voice 

interface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ffective 

factors when using speech system 

2. Method 

2.1 Subjects 

There were 53 subjects (25 male and 28 female), 

ranging the age from 60 to 82 years old with an 

average of 69.14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ll of the subjects have no experience 

with voice user interface by qualifying only those 

who without prior experience. Among 53 subjects, 2 

of the subjects were exempted from the final analyses 

and their experimental sessions were halted due to 

their inability to hear and perceive the voice of the 

device. 

2.2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the acceptance and affection of voice 

user interface acceptance a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of items. For acceptance factors (Table 

1), 11 factors in questionnaire prepared that require 

the subjects to rate on a seven-point Likert scale (1 

= strongly disagree to 7 = strongly agree), whereas 

affective factors (Table 2) had 20 factors in the 

questionnaires to be rat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1 = strongly disagree to 7 = strongly agree). 

Table 1. Acceptance factors and their questionnaire items 

Factor Definition Questionnaires 

Anxiety 

(ANX) 

Anxious or 

emotional reactions 

evoked when using 

the system 

If I used the 

conversational robot, I 

would be afraid to make 

mistakes with it 

If I used the conversation 

robot, I would be afraid 

to talk with the robot 

Attitude 

toward 

using the 

conversation 

robot 

(ATTR) 

Feelings about 

applying the 

technology 

I think it’s a good idea to 

use the conversation 

robot. 

It’s good to make use of 

the conversation robot. 

Intention to 

use 

(ITU) 

The intention to use 

the system over time 

I think I’ll use the 

conversation robot during 

the next few days. 

I will certainly use the 

conversational robot 

again. 

Perceived 

adaptability 

(PAD) 

The perceived ability 

of the system to 

adapt to the users’ 

needs 

I think the conversation 

robot can be adapted to 

my needs. 

I think the conversation 

robot will help me when I 

consider it necessary. 

Perceived 

enjoyment 

(PENJ) 

Feelings of pleasure 

associated with using 

the system 

I enjoy when the 

conversation robot talks 

to me. 

I find the conversation 

robot enjoyable. 

Perceived 

ease of use 

(PEOU) 

The degree to which 

one believes that 

using the system is 

free of effort 

I think I can use the 

conversation robot 

without any help. 

I find the conversation 

robot easy to use. 

Perceived 

sociability 

(PS) 

The perceived ability 

of the system to 

engage in sociable 

behavior 

I find the conversation 

robot pleasant to interact 

with. 

I think the conversation 

robot is nice. 

Perceived 

usefulness 

(PU)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believes 

that the system 

would be assistive 

I think the conversation 

robot is useful for me. 

It would be convenient for 

me to have the 

conversation robot. 

Social The perceptions of I think man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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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SI) 

significant people 

regarding use of the 

system 

would be pleased if I had 

the conversation robot. 

I would like to show my 

use of the conversation 

robot to many people 

around me. 

Social 

presence 

(SP) 

The experience of 

sensing a social 

entity when 

interacting with the 

system 

When interacting with the 

conversation robot, I felt 

like I was talking to a real 

person. 

Sometimes the 

conversation robot seems 

to have real feelings. 

Trust  

(TR) 

The belief that the 

system performs 

with personal 

integrity and 

reliability 

I would trust the 

conversation robot if it 

gave me advice. 

I would follow the advice 

the conversation robot 

gives me. 

Table 2. Affective Factors 

Interested Irritable Distressed Alert Excited 

Ashamed Upset Inspired Strong Nervous 

Guilty Determined Scared Attentive Hostile 

Enthusiastic Jittery Active Proud Afraid 

2.3 Experimental Environment   

This experiment implemented the Wizard-of-Oz 

research method, where the subjects would believe 

the voice user interface fully able to have 

conversations with the them (Porter et al., 2013). A 

partition was set up as a divider, and placed the 

experimenter and subjects at each opposite side of 

the facing the partition (Figure 1). AI speaker that 

has the voice user interface function was placed on 

the subject’s table, and a computer was placed at the 

experimenter’s table so that the experimenter could 

send the pre-recorded voice files to the AI speaker as 

an output to allow smooth and natural interaction. 

The partition concealed the experimenter at the other 

side as the experimenter gave manual control 

without the subjects being aware.  

 

Figure 1. Experimental set up for the Wizard-of-Oz 

method 

2.4 Procedure   

The subjects practiced interacting with the voice user 

interface using simple randomly assigned 

conversational questions, such as “How is the 

weather?” and “What day is it?”. The experimenter 

only entered the subject side of the partition to 

provide explanation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s, 

and left the subject’s side as if the subject was alone 

with the speaker. The topics were randomly assigned 

using a random number table.  The subjects asked to 

facilitate about eight conversations, with an interval 

of two to three minutes of break time during the 

experiment. In case if there were any inevitable 

erroneous situations, the experimenter will interrupt 

the experiment and halt if necessary. The halted 

experiment’s data were then to be excluded from the 

final analyses. 

The subjec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to 

evaluate their acceptance and affective state towards 

the voice user interface. Overall, the experiment took 

approximately 70 minutes. 

3. Results.  

3.1 Factor Analysis of UX Elements 

Based on the two UX factors aforementioned in this 

study, both the acceptance factor (11 elements) and 

affective factor (20 elements) were reduced its 

dimension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omponents were extracted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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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cceptance factor analysis 

The 11 elements of acceptance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all of the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two components (Table 

3.2) with eigenvalues greater than 1, accounting for 

70.94% of the variance, each factor loading was 

between 0.592 and 0.874. 

From the result, the first component extracted were 

include social presence, perceived sociability, trust,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usefulness. The 

second component included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adaptability, anxiety, perceived enjoyment, 

intention to use, and attitude. There were noticeable 

certain features of the elements included on each 

component. All of the composed first component 

elements were viewed as “intimacy” factors which 

were related to social factor between the user and the 

voice user interface. The elements in second 

component were assessed as “user engagement” 

factors which can be determined as the evaluation of 

the system’s usability values.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acceptance factors 

Components Items 
Factor 

loadings 
Eigenvalue 

Extracted 

variance 

Intimacy 

SP .855 

6.508 59.167 

PS .800 

TR .791 

SI .759 

PU .657 

User 

engagement 

PEOU .874 

1.295 11.773 

PAD .773 

ANX .755 

PENJ .674 

ITU .631 

ATTR .592 

 

3.3 Affective factor analysis 

Similarly, with the acceptance factor, the 20 elements 

of affective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was classified into five 

components (Table 4). 

The five components extracted with eigenvalues 

greater than 1, accounting for 71.25%, and each 

factor loading was between 0.555 and 0.846. The 

first component included guilty, distressed, nervous, 

ashamed, afraid, upset, and scared. The second 

component included jittery, alert, irritable, and 

hostile. The third component included enthusiastic, 

interested, active, and proud. The fourth component 

included strong, inspired, and excited. The fifth 

component including attentive and determined. 

There were noticeable traits of the factors included 

on the components. All of the composed first 

component factors were viewed as “internal-

negative” factors which associated with the internal 

negative emotions, whereas composed second 

component factors were clustered as “external-

negative” factors which the external negative 

emotions towards the system such as jittery and 

irritated. Composed third component were identified 

as “external-positive” factors which positive 

emotions were externally, and composed fourth 

component are the “internal-positive” factors where 

users having internal positive emotions such as being 

inspired and excited. The last component was 

defined as “awareness” factor as the attentive and 

determined factors can be identified as the awareness 

that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exists, and the 

users are able to initiate conversation with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affective factors 

Components Items 
Factor 

loadings 
Eigenvalue 

Extracted 

variance 

Internal-

negative 

Guilty .844 

5.967 29.837% 

Distressed .790 

Nervous .769 

Ashamed .739 

Afraid .626 

Upset .598 

Scared .573 

External-

negative 

Jittery .792 

3.579 17.895% 
Alert .790 

Irritable .729 

Hostile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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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positive 

Enthusiastic .803 

2.116 10.581% 
Interested .773 

Active .721 

Proud .676 

Internal-

positive 

Strong .846 

1.412 7.060% Inspired .735 

Excited .604 

Awareness 
Attentive .728 

1.178 5.890% 
Determined .667 

 

4.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 two of the major UX factors of 

voice user interface for elderlies were investigated; 

questionnaire items of both the acceptance factors 

and affective factors were collected and reduced in 

their dimensions via Explanatory Factor Analysis 

(EFA). There were two components for the 

acceptance factor: intimacy, and user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five components for 

the affective factor: internal-negative, external-

negative, external-positive, internal-positive, and 

awareness (Figure 2). 

The intimacy component is neither the utilitarian nor 

the hedonic quality; it may be a new acceptance 

factor to consider for the elderly users, especially. It 

is highly linked to the relationship-based intera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voice user interface. Social 

presence (SP) holds the strongest association to the 

underlying intimacy component by having the 

highest factor loading of 0.855. Elderlies require 

social relationship, in other word rapport, to 

communicate with the voice AI agent as if they 

would with human agent. 

The user engagement component, however, can be 

associated with the usability of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by elderly. This component consists 

of both the utilitarian and hedonic quality (De Graaf 

& Allouch, 2013). Perceived ease of use (PEOU) 

strongly correlates with the user engagement 

component, which valued the highest factor loading 

of 0.874. Since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system, 

the ease of use plays the most essential role for them 

to engage with the system. One of the elements in the 

user engagement component is “anxiety”. It indicates 

the behavior of elderly user toward the new 

technology as the result confirms with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anxiety (Ganyo, Dunn & Hope, 

2011; McLean, 2011; Wu et al.,2014).  There may 

be a psychological barrier against the voice user 

interface for the elderly to engage with the system 

since it is unfamiliar and unadaptable.  

The affective factors can be widely categorized into 

two components;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and these components were then specified into 

whether they are internal and external. In terms of 

negative components, guilty holds the highest factor 

loading (0.844) for internal-negative, whereas jittery 

(0.729) for external-negative. The internal-negative 

component indicates their negative emotional states 

toward themselves when they interact with the 

system. They can feel guilty, distressed, ashamed, or 

upset. The elderly users rather tend to blame 

themselves when the error occur.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external negative component, the user 

shows their negative emotional states against the 

system when there is an error occurred. On the other 

hand, for positive components, strong holds the 

highest factor loading (0.846) for internal-positive, 

and lastly enthusiastic (0.803) for external-positive. 

User may be internally excited to interact with a new 

system in positive hand. Moreover, externally, the 

user can also be emotionally engaged with the system 

to show feel their enthusiasm and interest as they 

interact with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Interestingly, the affective component did not rely on 

the physical design of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but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lderly user and 

the system.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to deliver 

positive user experience by providing a good 

interaction and feedback within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Such result is probabl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that the users do not physically interact with the 

system but with their verbal communication only so 

the physical appearance is not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affectiv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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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ly, the awareness component is 

categorized as neither positive or negative. This 

component consists of attentive and determined 

elements. Attentive placed the highest factor loading 

of 0.728 which greatly suggests that it holds strong 

correspondence to awarenes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voice user interface is always there 

for the user for conversation and able to give 

feedback. Besides this indicates that the elderly user 

must recognize that there is a system they can 

communicate with, otherwise there will be no 

interaction made. Unlike the social presence, its 

physical presence matter in this case; the system 

must let the elderly user know it exists. 

 

Figure 1. UX factors for voice user interface by EFA 

 

5. Conclusion 

Based on these factors investigated, one can propose 

the design of a futur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for 

the future research. The future study should focus on 

the design parameters relevant to the extracted UX 

factors: intimacy, user engagement, internal and 

external emotional state (both negative and positive), 

and the awareness. Moreover, when considering that 

the users are elderlies, there must be a new design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barriers within the users 

to accept the new system. 

Overall,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with regards to 

acceptance and affective factors and to help the 

manufacturers or designers to design the voice user 

interface system for the elderl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gainst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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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o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propose a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design prototype for college 

student's academic management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nterviewing users who have 

experienced the student website of Handong 

University to which the research team belongs, 

the academic management system (HISNet) is 

causing inconvenience in terms of visibility,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and is not optimized 

for mobile size and not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Based on the user's experience, we 

designed a new app interface and applied the 

Kansei engineering theory to conduct the user 

test from an emotional engineering perspective.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hat it finds problems 

from students' experiences who are the primary 

agents of the use of the academic management 

system and that it is a design designed directly by 

students.  

 

Keywords 

HCI, Human Factor and Ergonomics,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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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propose a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design prototype for college 

student's academic management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re are cases of building and 

improving sites around students such as the 

Seattle Community Colleges. A student research 

team is formed to design the university's 

Bachelor's Management App Interface. Based on 

user-centered design principles, it improves the 

ease of discovery, accessibility, visibility, and 

integration of students' problems and preferred 

functions and presents a prototype accordingly. 

Based on interviews with university students at 

Handong University, the student web page HisNet 

at Handong University is not mobile-friendly.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fact that the web 

page's function is not activated in self-produced 

applications. It is meaningful to design an app 

interface dedicated to college students who can 

effectively manage their academic affairs by 

presenting ideas based on analyzed problems and 

repeating user experiments. 

 

2. Status Analysis 

2.1       Research Scope 

The main category of the web page, HISNET, 

consists of Notification, Campus Information, 

Registration, One-click Complaints, Course 

Inform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This 

study is utter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rface of the Course Information with 

HISNET being the research subject. 

2.2       Problem Definition 

An in-depth interview of 22 students in Handong 

Global University was held to find out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using Course Information in 

HISNET in terms of user perspective. 

57 percen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felt uncomfortable when using the web 

version of Hisnet, and 43 percent felt comfortable. 

The percentage of the participants who felt 

uncomfortable on mobile devices was 90.5 

percent, while only 9.5 percent said they did not 

feel uncomfortable. 

Ways to access HISNET downs to under two 

circumstances. One by searching through the URL 

and the other by using the ‘Smart Campus’ 

application. Students rarely use HISNET on a 

mobile environment because it is sorely not 

optimized for mobile devices.  Also, the 

alternative application lacks in usability and 

functional advantages by all means not effective 

overall. 

Problems such as visibility arising from the lack of 

screen size optimization on mobile devices, 

accessibility problems arising from the choice of 

ambiguous words, ease of coming to the absence 

of personalized pages most web pages have, 

difficulty seeing at a glance the key information 

contained in class information is difficult to see at 

a glance, and the use of a different academic 

management system for each professor. 

2.3       Research Direction 

To solve the mentioned problem above, we 

implemented the prototype with ideas such as 

intuitive, clear design, optimization of functions 

with different frequency of use by time, separation 

of information needed by person, and attendance. 

Also, we designed a new app interface using 

Figma considering an interview that all 

participants said they feel uncomfortable when 

accessing Hisnet on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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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type 

Based on the user survey, the Hisnet course 

information pag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visibility,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integration to represent a new and improved 

mobile version interface. 

First of all, the main screen of the course 

information section is organized in a dashboard 

format where you can see the functions that we 

use the most at a glance. Through the top course 

notice, we can grasp the course notice at a glance, 

and it is possible to check the notice by subject 

and weekly, thus making it more neat. 

The schedule on the main screen shows the exact 

time for each class, providing students the great 

convenience with small changes. Previously, 

clicking on each subject in the timetable moved 

to the syllabus, but now you see a page where 

you can check the class announcements, 

reference, assignment submission section, and 

attendance at a glance. 

 

Figure 2 Course Dashboard(1) 

We also designed a system that can quickly and 

easily know the attendance status. Each square 

means a day and you can check attendance by 

color. Also, in detail, the attendance status of a 

semester was expressed in a calendar form, 

showing excellent visibility. 

The menu bar in the upper left corner expresses 

the words of the functions on the current Hisnet 

course information page more intuitively. For 

example, the wording of course information and 

Figure 1 Main Dashboard and Course 

Announcement 

Figure 3 Attendance and Course Dash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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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information, which is a sub-list of class 

information, was confused. Also the menu of 

timetable, which does not seem to be right in 

lecture information, was handled separately. In 

addition, we created a course dashboard menu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ecture 

information and set the menus corresponding to 

the existing lecture information of a particular 

subject immediately, like the LMS. 

4. Experience 

4.1       Participants 

A total of 20 students participated. Most of them 

were selected first among those attending 

Handong university now and participated in our 

first user survey. After that, we’d recruited 

additional participants to meet the standard. We 

were trying to recruit the lower and upper grands 

in a tie, but there were 3 freshman, 4 sophomore, 

7 junior and 6 seniors. Thus, the ratio of over third 

school year students is 30% higher. However, 

most participants were students who had a 

decisive influence on sett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for the revised school academic 

management system. For this reason, they are 

suitable for user tests. 

4.2       Apparatus 

We mainly used Android smartphones, and only 

one participant used an eye-tracker. All 

participants conducted a simple task(mission) 

comparing the existing Hisnet and revised one, 

while one who using eye-tracker was allowed to 

measure the line of sight through the task. 

4.3       Procedure 

Entire process was conducted in a face-to-face 

manner and was carried out in three stages. 

Experiment was started for minutes after five 

minutes of explaining and checking agreement 

form. After the end of the experiment, they 

surveyed and we interviewed them for five 

minutes. As shown in Figure 1, we conducted 

twice for each task, six times in total. Although the 

methods of each mission are the same, the details 

are organized differently so that data can be 

collected according to the required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clicks(touch) and mission 

time were all utilized as quantitative data to 

compare how much the revised version made 

related tasks better than the original version.  

4.4 Survey and interview 

We applied Kansai engineering methodology to 

find out how effective the improved app interface 

is compared to the existing web interface.  

Keywords which are written on the paper 

represent human emotions and can help compare 

existing and revised versions. Also, more detailed 

analysis was made through scale questions 

divided by 1 to 10. After all the surveys were 

completed, an additional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participant’s answ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expertise of the data.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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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ults 

5.1 Evaluation on quantification data 

5.1.1 Satisfaction score 

'Satisfaction Score' indicates the overall feelings 

the participants felt on the improved version of 

HISNET in regards to Don Norman's design 

principles such as discoverability, simplicity, 

comfort, constraints, etc.  

Figure 3 Satisfaction Survey Result 

On average, 8.24 out of 10 was the result we got 

from this experiment. The score (Figure 5) is rather 

positive, however, it leaves us some 

improvements to be made. 

5.1.2 Emotional score 

'Emotional Score' is basically the first impression 

of each platform (HISNET and Improved version 

of HISNET). On average, current HISNET scored -

9.85 and the improved version of HISNET scored 

14.55. The quantification of emotional feelings 

gives a static data of participants as they were 

tested on every option. The result explains how 

much they disliked the way it was and how much 

they wish for an improvement on the current 

HISNET.  

 

'Emotional Score Visualization' is the sum of all 

emotional responses from the participants 

visualized by putting weight on words that are 

called more frequently.  

 

5.1.3 Efficienc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a 

solution in terms of workload and time, we 

calculated the average of total click count, total 

zoom count, and total time spent per each 

mission. 

Graph 1 Comparison of HISNET and Figma 

For the click count (Graph 1), on average, 2.33 less 

clicks were required for the revised version of 

HISNET, the Figma. No zoom is required for the 

revised version as well. 'Total Time' 1.74 times 

faster, saved 12 seconds on average. In the worst 

case, which is mission 3 (Graph 2) for checking 

attendance, we managed to reduce 14.4 seconds 

on average.  

Graph 2 Comparison of HISNET and Figma per 

mission 

 

 

 

 

Figure 4 Emotional score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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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Heat map 

Figure 5 Heat map of eye-tracker for mission3 

'Heat map' is a data of the actual participants' eye 

tracks visualized by Tobii eye tracking software. 

The following images (Figure 7) show that the 

improved version of HISNET's schedule holds up 

more focused eyesight than the current HISNET's. 

This evidence proves that the emotional scores 

students gave actually were plausible enough to 

assume our version did make a difference.  

5.2 Conclusion 

The conducted experiment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HISNET and the improved 

version made in 'Figma' shows an outstanding 

performance in regards to the following point of 

views: integration, ease of use, accessibility, and 

visibility. 

In Figma, the 'Home' frame has an integration of 

Course Information which can be useful and 

efficient for students. Personalized UI gives a clear 

vision to students where students can access their 

relating issues only. All information is now visible 

and discoverable. Lastly, any task can be accessed 

right away without additional click needed or time 

spent. Our marking scheme is arranged based on 

these issues. The actual data shows that we 

reached our goal: reducing work labor and time 

spent by at least 40% lower. 

 

 

 

 

6. Discussion 

6.1 Limitation and Further Study 

6.1.1 Different shares in experience 

Participants had no knowledge with the improved 

version of HISNET yet enthusiastically participated. 

They were willing to press irrelevant functions 

without any hesitation to figure out to see what 

will pop up on the screen. But such lack of 

experience hindered to see a fair comparison 

between the two.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experiment was set fairly, however, the 

empirical difference interfered for every 

participant in general.  

To improve - Either all participants should have 

no experience in both platforms or participants 

should have enough experience on the improved 

version before proceeding the experiment in 

order to make it even. However, we claim to take 

the former option because the point of the 

experiment is to find the best way for any student 

to adjust to HISNET information.  

6.1.2 Capability in designing human-centric 

Having no professional UI/UX designer in our 

team and lack of knowledge in conducting a 

practical user-friendly design, made it hard to 

reach the expectat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e 

overall interface of the application.  

To improve - excellence in designing takes effort 

and time. We observed and looked through 

various intuitive designs to fit into our frame. 

Digging more references might bring us more 

insight in designing better UI. Since we have 

gathered more feedback from our latest 

experiment, we will be focusing on fixing our main 

frame clearer.  

6.1.3 Eye track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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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little time to analyze the eye tracking data, 

we only have one participant data of eye tracking. 

Also, the accuracy of the eye tracking device, Tobii, 

may have an existing flaw. Thus, the analysis on 

the eye tracking may be skewed and not reliable. 

To improve - At least, ten participants should have 

attended the eye tracking experiment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assumption. The eye tracking 

technology gives us scientific data for biological 

reactions which participants cannot elaborate 

accurately. However, this experiment requires a 

trade-off between time and quality data. 

Depending on the amount of time we have, the 

number of experiments taken will differ. 

6.1.4 Comparing between grades 

Graph 3 Comparison of HISNET and Figma by grades 

For more insights, we divided the groups by 

grades (Graph 3), then look at the results of it 

and the result per each task. But, unlike our 

expectation, the graph is shown differently. As 

we can see, there is not any pattern showing a 

specific grade has a certain tendency on any 

indicator. Since we did not pick our candidates 

with respect to equal distribution in grades, 

some assumptions deduced by looking at the 

following data have a high potential to mislead.  

 

6.2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whole process of this project is called an 

“Usability Test”. We went through planning, 

designing, prototyping, testing, and repeating. 

We implemented design principles, human-

centered approach, emotional measurements 

(PANAS & mDES), and modern technology within 

the project. These knowledge can be used for any 

kind of problem-solving issues. 

6.3 Contribution 

We contributed to improve accessibility by 

optimizing the mobile version. Also, to improve 

integration and visibility by integrating frequently 

used functions and enabling them to be see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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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날씨 정보는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고, 

머무는 것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늘날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날씨정보를 확인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현재 날씨 어플리케이션의 

날씨정보 제공 방식은 GPS 기반의 현 위치 날씨를 

안내해주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매번 검색하여 

날씨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날씨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스케줄 

기반으로 날씨를 안내해주고 사용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날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날씨 정보, 위치 기반, 날씨 어플리케이션 

1. 서 론 

날씨 정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정보이다. 우리는 날씨 상황에 따라 옷을 어떻게 

입을지 그리고 우산을 챙겨 나갈지 등을 결정하며 

미래의 날씨 상황에 따라 야외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날씨 정보에 따라 적절한 대처 또는 

계획을 한다. 이처럼 날씨 정보는 사용자에게 다른 

서비스 및 콘텐츠 확장을 위한 트리거 역할을 

한다[1]. 

수년 전까지 만해도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TV 매체의 날씨정보 방송을 시청하거나 신문을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날씨정보를 확인하는 

주요 매체로는 ‘포털 사이트’가 27.6%, 날씨 어플이 

21.9%, TV 뉴스가 21%, 핸드폰 날씨정보(위젯 

등)이 11.9%로 총 65.5%가 ‘모바일’을 통해 날씨 

정보를 확인한다[2].  

하지만, 기존의 모바일 매체를 통한 날씨 정보 

제공 방식의 경우 현재위치 외에 미래에 방문할 

목적지의 날씨를 알고자 할 경우 직접 목적지를 

검색하고, 방문 시간대의 날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날씨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날씨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전 설문 조사 

기존 선행 서비스의 불편한 점과 어플 개발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Google 설문지’을 이용하였다. 

항목은 총 6 개로 주로 사용하는 날씨 

어플리케이션과 기존 날씨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날씨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정보, 날씨 어플 

선택 시의 주요 고려 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총 100 명으로 모바일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20 대-30 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8.07 세이며 남성 응답자 

수는 43 명 여성 응답자는 57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구분 특성 인원 

성별 남자 43 명 

여자 57 명 

합계 100 명 

나이 20 세 1 명 

22 세 1 명 

23 세 2 명 

24 세 14 명 

25 세 2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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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 11 명 

27 세 5 명 

28 세 6 명 

29 세 4 명 

30 세 7 명 

31 세 5 명 

33 세 6 명 

34 세 8 명 

35 세 4 명 

38 세 3 명 

39 세 1 명 

표 1 설문응답자 특성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42%가 기본 내장 날씨 

어플리케이션, 25%가 네이버, 12%가 첫 화면 날씨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날씨 어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47%가 날씨 예보 오류, 26%가 직관적이지 못한 

날씨 정보 제공, 21%가 불편한 사용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자외선지수, 습도 등의 세부 

정보 부재’, ‘실시간 지역 구름 현황을 볼 수 없음’ 

등과 같은 불편한 점들을 언급했다.  

날씨 어플리케이션 사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는 항목에서는 53%가 날씨 예보의 정확성, 

25%가 사용성, 22%가 디자인이라고 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 상단에 생활정보 카드를 

배치하였다. 기존 날씨 어플의 사용성을 보완하고자 

사용자의 스케줄과 연동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WEATHER U GO 개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존 날씨 어플의 문제점인 

직관적이지 못한 날씨 예보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날씨의 수치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텍스트 및 

아이콘을 통해 요약하여 안내해주는 생활정보요약 

카드 부분을 디자인하였으며,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날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페이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날씨 어플의 불편한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캘린더에 등록된 사용자의 일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정상 방문 예정 지역의 날씨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사용자들이 하루에 방문 예정인 

장소들의 날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정상 방문 예정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명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일정에 맞는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Weather U Go 의 구성도 

3.1 메인페이지 

 메인페이지는 상단의 생활정보 요약 카드와 하단의 

일정별 날씨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정보 요약 

카드의 경우 하루 일정의 날씨를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텍스트로 날씨정보와 준비물을 안내해준다. 하단의 

일정별 날씨 카드의 경우 일정과 더불어 이에 

해당하는 위치 및 시간별 날씨를 보여준다.  

 

그림 2 메인페이지 

 

3.2 컨텐츠 추천 페이지 

 컨텐츠 추천 페이지의 경우, 날씨 정보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보를 기준으로 

옷차림, 먹거리, 놀거리와 같이 세가지 테마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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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컨텐츠 추천 페이지 

4. 결론 

본 논문은 기존 날씨 어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사용자에게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인 ‘Weather U Go’를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매번 목적지를 검색할 필요없이 사용 

중인 캘린더와 연동만 하면, 캘린더의 일정별 위치 

및 시간데이터와 자동 연동 재구성하여 날씨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안내해준다. 또한, 보다 쉽게 날씨 

정보를 파악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날씨 정보를 텍스트 및 아이콘으로 안내해주며 날씨 

기반 생활 컨텐츠도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후속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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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K-MOOC? 
The Direction for K-MOOC in the New Normal Era 

Abstract 

K-MOOC stands for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and was created by South Korea's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in 2015. MOOC enables anyone with a 
device with internet connection to gain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t a time and location that is of the 
convenience of the user. Due to COVID-19,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registered for classes in 
MOOC platforms has increased by 78% in 2020 
compared to 2019. K-MOOC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popular MOOC platforms 
such as Coursera when it comes to the South Korean 
market as many courses are taught in Korean. 
Nonetheless, despite this added benefi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do not utilize K-
MOOC. This paper aims to detect the pain points 
that K-MOOC has when it comes to the user 
experience, particularly in the perspective of the MZ 
Generation in Seoul, and also present suggestions to 
ameliorate the user experience of the platform.   

Keyword 

MOOC, K-MOOC, MZ Generation, New Normal, 
User Experience 

1. Introduction 

1.1. What is MOOC?  

Recently,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have emerged as an online open learning space. 
MOOCs are an open online learning space based on 
unconstrained interaction among learners unlike 
traditional e-learning systems since MOOCs can 
take place at the pace, time, and location 
comfortable to the user [1, 4]. MOOCs have 
emerged as a viable alternative against conventional 
means of pursuing edu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opularity and interest regarding the platform 
has increased as the service allows learners to access 
quality learning materials at a low cost. Numerous 
civilians use MOOCs to learn for a variety of 
reason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cademic preparation for college, career 

development, changing careers, lifelong learning, 
corporate eLearning & training, and more [2, 3]. 

1.2. Research Goals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collect and analyze 
the perceptions of MZ Generation college students 
regarding K-MOOC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in order to comprehend why the usage of K-MOOC 
is low.  

Moreover,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means that 
could improve the user experience of K-MOOC to 
increase the user traffic of the platform since the 
usage of the platform could contribute to a higher 
number of access to quality education in the new 
normal era brought about due to COVID-19.  

The procedures and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 Convene user perception on K-MOOC 

• Detect user pain points regarding K-MOOC 

• Suggest improvements that could be made 
regarding the user experience of K-MOOC 

2. Methods 

A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November 1, 2020 to November 10, 2020 in order 
to convene data to understand pain points and 
improvements that could be made on user experience 
regarding K-MOOC.  

2.1. Survey 

A survey via Google form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89 South Korean MZ Generation individuals to 
investigate the user perceptions of K-MOOC.   

2.2. Recruiting  

A total of 11 participants, 6 males and 5 females, 
that do not actively utilize MOOC or K-MOOC 
platforms were recruited to be interviewed. All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are South Korean students of 
an age that falls into the spectrum of the MZ 
Generation. MZ Generation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were specifically recruited for this 
research as COVID-19 increased interest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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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ducation. The backgrounds of the 
participants were diversified so that we could gain a 
more comprehensive viewpoint on the user 
experience of K-MOOC. For example, all of the 
participants attend a different college from one 
another, and the forms of the colleges that they 
attend vary as well; some attend private universities 
while some utilize the credit bank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ubstitute for a conventional college 
education. More insight was able to be gained as the 
participants offered unique perspectives based on 
their background.  

2.3. Interviews  

11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11 different 
individuals in the form of a cognitive walkthrough. 
Their behavior on the platform was observed and 
questioned in order to understand why the users 
implemented the actions that they did. Each session 
lasted approximately 30 to 40 minutes each, and the 
users were encouraged to voice any discomfort 
regarding the usage of the platform during the 
interview.  

3. Finding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that were collected 
based on the survey and interviews conducted. 

3.1. Survey Results  

Table 1. % of MZ Generation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who heard about K-MOOC before 

Table 2. MOOC platforms that MZ Generation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heard about before in ascending 
order 

Table 3. 4 main benefits of MOOCs listed in ascending 
order 

Table 4. % of MZ Generation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that agreed that COVID-19 increased their 
interest in MOOCs 

Q1. Have you heard about K-MOOC before?

Yes No

55.6% 44.4%

Q2. Which MOOCs have you heard about? 
(Multiple choices were allowed)

Coursera 58.9%

Khan Academy 50.7%

K-MOOC 43.8%

edX 20.5%

Udemy 12.3%

BitDegree 8.2%

Bloomberg 1.4%

Q3. What is the biggest benefit of MOOCs?

Easy access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68.9%

Low price 13.3%

Certificate achievement 8.9%

Quality education 8.9%

Q4. Did the COVID-19 pandemic advance your 
interest in MOOCs? 

Yes 85.9%

No 14.1%

Image 1   Main page of K-MOOC’s website (www.kmo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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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nrefined Interface  

Users voiced that the user interface of the website 
had an unrefined feel that made the platform appear 
less credible.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when it comes to the 
visual elements used in the interface. As seen in 
Image 2, (1) is a solid color while (3) is a gradient 
color, which renders an unprofessional ambience 
that lowers the credibility of the interface according 
to users.  

Moreover, users voiced that the lack of unity 
amongst the symbols used within the platform also 
decreases the level of credibility of the service. (3) 
uses color to symbolize the status of the user, while 
(4) uses a comparatively complex symbol that is not 
that relevant to the text written to the right of it. The 
symbol that is the shape of a bell for (4) is usually 
used in the context for notifications according to 
users, which rendered them confused as the text on 
the right says “Course Introduction” in Korean.  

The misalignment of visual elements within the 
platform also rendered the users to voice that the 
platform lacked a professional feel. As seen in (5) of 
Image 2, the symbols that mostly signal SNS items 
are misaligned, which made a user ask whether the 
platform was in a “beta version.”  

 

Image 2  Course screen of K-MOOC 

3.3. Unnecessary Layers of Navigation  

When the users click on one of the main categories 
that are on the main page, a submenu layer appears 
that disappears when the users hover their mouse 
away. This kind of user interaction was voiced as 
uncomfortable by the users as they have to 
unnecessarily click another depth of layers in order 
to proceed to the courses, which is what they are 
expecting to gain access to when they clicked the 
main layer. Users stated that they would like to see 
the courses, which is the main reason they visit 
MOOCs instead of a submenu as all of th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categorize the courses after they see the courses first 
as the MZ Generation is more used to browsing the 
content before they view the subcategorization.  

 

Image 3  Submenu layer of K-MOOC 

3.4. Unfriendly Mobile Interface  

Overall, the mobile interface environment was not 
not unified and unorganized as well, which is critical 
as the MZ Generation usually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heir online activity via their mobile 
device. The lecture introduction formatting was 
different for each education provider, which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service is unfinished. On the 
lecture description page, some images were cut off as 
the interface is not fully responsive to adapt to 
various interface dimensions. Because of the 
phenomenon of the images and tables being cut off 
when the mobile phone is viewed in landscape mode, 
it showed a mobile interface with poor completion, 
such as the text overlapping on the surface.  

As seen in (1) in Image 4, the overlapping of text 
occurs as the interface elements are not fully 
responsive to the dimensions of mobile interfaces; 
such factors could greatly influence the usage of the 
platform as a participant stated that the occurrence 
made the platform seem like it was malfunctioning.  

 

Image 4  Upper part of the mobile interface of K-MOOC 

4. Discussion 

4.1. Refining the Interface 

The K-MOOC website can be refined by unifying 
the design language as an interface with solid colors.   
This can make the design of the website look more 
professional and underline the credibility of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The colors can also 
have a unified blue and white theme as the log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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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is blue. Having a theme would make the 
website have a uniform look that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MOOC platforms.  

Symbols can be improved by placing representational 
symbols that reflect the content; they can also be 
eliminated if deemed unnecessary for a minimalistic 
look that is less confusing for the users. 

The website can also align and size its contents to 
make the website look more organized and easy to 
navigate. By having fixed points within the website 
and organizing it based on those points, the website 
can be vertically aligned and have a clean interface. 

4.2. Simplifying the Navigation Experience 

The MZ generation stated that the complicated 
layers of navigation, rather than providing more 
options for users to search lectures, became a hurdle 
to effectively browse lectures. This can be fixed by 
eradicating options for the navigation bar 
throughout the website; the sub-menu layer can be 
erased to direct users to a page that shows all 
lectures with search settings.  

This can further be improved by eliminating 
categories from the search settings. Currently the 
search settings are categorized by Topic, Sub-
category, Interest, Koreanology, Period of Study, 
Language, Course Level, and Hosting Organizations. 
The first four can be unified into a single category.  

The search settings can also be displayed on the top 
of the contents page rather than on the right so that 
users can have a birds eye view of the contents rather 
than having to vertically scroll through the page to 
take a look at all the settings.  

Making all search settings collapsible will further 
enhance the browsing experience, as having search 
settings fixed on the screen at all times may disturb 
users from viewing its contents. 

4.3. Improving the Mobile Interface 

The fact that 69 percent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chose easy access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as the key benefit for MOOC stress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olid mobile experience that 
is reliable and user friendly, as mobile devices are a 
key component for flexible studying times and 
location. K-MOOC can improve upon both its 
mobile website and application to look more 
professional. For the mobile website, K-MOOC can 
fix design flaws such as the one shown in 3.4.  

K-MOOC can also have a customer service team 
that monitors the user experience in mobile 

application stores. For example, a review for 
improvement in the iOS App Store from March 24, 
2020, was replied in October 8, 2020; this 7 month 
gap is not prompt enough to address issues users 
have pointed out with the interface. Improving 
customer service can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and the design of the mobile interface . 

5. Conclusion  

The benefits of K-MOOC, such as th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render it an ideal platform to utilize in the new 
normal era.  

However, the platform should establish a visual 
system and develop a feel of consistency amongst the 
user interface elements as such attributes render an 
unrefined feel that lowers the credibility of the 
platform.  

The platform can also create less layers for 
navigation and make the browsing experience 
simple, allowing more lectures to be accessible. 

The platform should further adjust to mobile 
platforms as a significant portion of users utilizes 
mobile devices to learn. This will increase 
accessibility for existing users, and allow new users 
to discover th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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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를 활용한 부품 결함 검사 시 Feature Map Scale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Feature Map Scale on Performance During Part Defect Inspection 

Using YOLO-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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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금속제품 결함 검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은 높은 실시간 검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정확도는 제품 검사 공정 

자동화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금속 제품 결함 검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YOLO-V3를 활용하여 금속 

부품의 미세 결함 검사 시 detection layer와 

연결하는 feature map의 스케일이 결함 검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YOLO-V3를 

활용하여 금속 부품의 미세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YOLO-V3의 구조를 적용한 경우보다 

8.12%의 mAP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적용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부품 결함 검사 시 결함 검출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Machine Learning, Defect Inspection, Deep 

Learning, Object Detection 

1. 서 론 

제품 결함 검사는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공정이다. 따라서 제품 결함 검사 시 

높은 검사 정확도와 검사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 PCB, 

용접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금속 제품 특성상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 찍힘 등 결함의 크기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에 쉽지 않음에도 검사자를 

통한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육안 검사는 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속도와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른 공정의 자동화와 다르게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적인 작업으로 인해 자동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 결국 전체 공정에서 병목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육안 검사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식이 개발되어왔다. 현재 제품 결함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bject Detection기법은  YOLO-V3 

(You Only Look Once)[1],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2]와 같은 딥러닝 기반 실시간 

Object Detection기법이다. 앞에서 설명한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기법은 각 Convolutional 

Layer에서 얻은 Feature map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객체를 탐색한다. 하지만 이러한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기법은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Feature가 객체를 

탐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미지 상의 물체를 

잘 찾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각 Convolution Layer를 

통해 얻은 객체의 Feature map scale이 객체 탐색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금속 부품의 미세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기존의 Object Detection기법이 작은 

객체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6.실험에서 YOLO-V3의 

Feature map과 Detection layer 연결구조를 탐지할 

객체의 스케일에 맞춰 변경하여 결함 검출 성능을 

8.12 % mAP 향상 시켰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딥러닝을 활용한 미세 결함 검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데이터 상의 Object Detection을 통해 

검출할 결함의 크기에 따른 적절한 feature map과 

detection layer의 연결 방법과 미세 결함 검사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Feature Scale을 Detection layer와 

연결하여 결함 검출 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Ojbect Detection을 활용하여 금속 미세 표면 결함 

검사 시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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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제안하는 기법으로 인한 부품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AI를 활용한 

기법에 대해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 인간과 컴퓨터 

간의 공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YOLOv3와 SSD는 이미지 내에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YOLO-V3 

416*416의 경우 [표1]을 보면 COCO Dataset에 

대하여 Titan X GPU를 사용하였을 때 mAP = 

31.0%, 검출 시간 = 29ms 로 다른 SOTA Object 

Detection기법의 검출 시간 대비 높은 검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SSD의 경우 mAP = 31.2%로 

YOLOv3와 검출 성능이 유사하나 검출 시간이 

125ms로 실시간 객체 검출에 YOLO-V3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 [표 2]를 보면 YOLO-V3와 SSD, 다른 

SOTA 모델들은 작은 객체에 대한 검출 성능이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객체에 대한 검출 성능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과 [표 2]를 

통해 현재 제품 결함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모델은 실시간 결함 

검사에 사용하기에 충분하지만 탐지하고자 하는 

결함의 크기가 작은 경우 검출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SOTA Object Detection 기법의 성능 비교 표] 

 

[표 2 SOTA Object Detection 기법의 평가 방식에 따른 성능 표] 

 

 

3. 배경지식 

3.1.  YOLO-V3 

[표 3 YOLO-V3의 네트워크 구조] 

 

[표 4 DarkNet53의 네트워크 구조] 

 

YOLO-V3의 네트워크 구조는 [표 3]과 같다. 해당 

네트워크는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Convolution Layer로 구성된 백본 네트워크와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객체를 탐지하는 Detection 

Layer로 구성된다. 또한, YOLO-V3는 백본 

네트워크로 DarkNet 53을 사용하며, 그 네트워크는 

[표 4]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YOLO-V3는 [표 

3]과 같이 feature를 추출하는 백본 네트워크의 

다양한 Scale의 feature map과 feature map의 2x 

upscale feature를 조합하여 detection layer와 

연결하는데, detection layer는 연결된 feature 

map의 feature와 학습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9개의 

anchor box를 기반으로 객체의 클래스와 위치를 

예측한다. YOLO-V3의 detection layer에 업-스케일 

feature map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일 feature 

map을 사용할 때보다 업-스케일 feature map의 

고차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detection layer는 3개의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layer는 13*13, 26*26, 52*52 

사이즈의 feature map과 연결되어있다. 또한 

detection layer는 layer마다 학습 데이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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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9개의 anchor box를 크기 순으로 3개씩 나누어 

할당한다. 할당된 anchor box는 각 layer에서 

anchor box크기에 맞는 객체를 탐지하는데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13*13 사이즈의 feature 

map에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는 

객체를 탐지하며 26*26 사이즈의 feature 

map에서는 중간 사이즈의 객체를 탐지, 52*52 

사이즈의 feature map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객체를 

탐지한다. 

4.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크기와 네트워크 

입력의 상관 관계, 네트워크 입력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본 연구가 

제안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 순으로 전개한다. 

금속 부품 표면 미세 결함 검사를 하기위해 

2590*1942의 해상도를 갖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부품을 촬영하였다. 2590 *1942사이즈의 이미지를 

그대로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하려면 이미지를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입력 크기인 416*416 사이즈의 이미지로 축소한 후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하거나,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입력 크기를 촬영된 

이미지의 크기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 이미지를 

축소하게 되면 이미지 보간법에 의해 이미지 내 

객체의 feature가 소실되어 결함 검출 시 검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입력크기를 촬영된 이미지의 크기에 

맞추어 확대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늘어난 파라미터로 

인해 결함 검출 시간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지그에 고정된 부품을 촬영하고 촬영된 부품 

이미지 내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직접 지정한다. 제품 이미지상의 지정된 

관심 영역만을 잘라내어 [그림 2]와 같이 분할된 

영역을 YOLO-V3의 입력 크기인 416*416 사이즈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stride=208로 적용하여  

재분할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분할할 

경우, 촬영된 2590*1942의 큰 이미지를 YOLO-

V3의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수가 감소하고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한 총 결함 검출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미지를 축소시키지 

않아 이미지 내의 결함 feature가 소실되지 않는다. 

 

[그림 1 촬영된 이미지상의 관심 영역 지정] 

 

[그림 2 관심 영역 내의 실제 분할 영역] 

5. 제안하는 방법 

YOLO-V3와 같은 Object Detection모델은 대부분 

정해진 사이즈의 feature map에서 미리 계산한 

anchor box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이즈의 객체를 

검출한다. 각 스케일의 feature map이 주로 탐지하는 

대상이 나뉘어져있다면 찾고자하는 대상 사이즈의 

범주에 따라 적절한 스케일의 feature map을 

선택하고 Detection layer와 연결하여 특정 사이즈의 

객체에 대한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의 실험을 통해 평균 

bounding box사이즈의 범주가 다른 두 가지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하여 detection layer와 

사이즈가 다른 단일의 feature map을 연결하였을 

때의 결함 검출 성능과 단일의 feature map을 

연결하였을 때 결함 검출 성능이 향상된 feature 

map을 조합하여 detection layer와 연결하였을 때의 

결함 검출 성능, 기존의 YOLO-V3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서 금속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 시 최적의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6. 실험 

6.1. 데이터 구성  

주조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를 위해 8대의 

카메라를 컨베이어 벨트에 부착하여 수집한 총 

236개의 주조 부품의 이미지를 지정된 실제 부품의 

관심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한 관심 영역을 

416*416 사이즈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다시 

분할한 이미지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수는 2870장이며 기포 377장, 찍힘 161 장, 

정상 233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함 검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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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는 360장이며 기포 54장, 

찍힘 23장, 정상 28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포의 

경우 라벨링된 bounding box의 최소 사이즈는 10*9, 

최대 사이즈는 48*62, 평균 사이즈는 25*25 이다. 

찍힘의 경우 최소 사이즈는 1*72, 최대사이즈는 

66*60, 평균사이즈는 44*44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 사용한 데이터의 대략적인 결함의 크기와 예시를 

첨부했다. 

 

[그림 3 기포 결함 이미지상의 결함 영역 및 결함 예시] 

 

[그림 4 찍힘 결함 이미지 상의 결함 영역 및 결함 예시] 

6.2. 네트워크 파라미터 

각 네트워크의 공통 anchor box는 K-mea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데이터의 너비와 

높이 값을 변수로 지정하여 9개의 anchor box를 

구성했다. 구성된 anchor box 사이즈는 17*14, 

15*25, 22*22, 22*35, 37*21, 29*32, 39*39, 

52*45, 67*66 이다. 

성능을 비교할 네트워크의 구성은 [표5]와 같다. 

[표 5 실험에 사용한 각 네트워크의 연결구조와 앵커박스 표] 

 
6.3. 실험 결과 

[표 6 각 네트워크의 결함 검출 성능 비교 표] 

network Bubble (AP) Crack (AP) mAP 

[A] YOLOv3 

13*13 

48.51% 90.48% 69.49% 

[B] YOLOv3 

26*26 

62.67% 83.99% 73.33% 

[C] YOLOv3 

52*52 

62.71% 81.47% 72.09% 

[1] default 

YOLOv3 

59.99% 

 

78.62% 

 

69.31 

 

[D] YOLOv3 

13*13-

26*26 

64.87% 73.48% 69.17 % 

[E] YOLOv3 

26*26-

52*52 

64.36% 90.49% 77.43 % 

[표 6]에서 각 네트워크의 구성에 따른 결함 검출 

성능을 비교하였다. 단일 detection layer를 사용할 

때 찍힘의 경우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스케일이 작을수록 높은 결함 검출 성능을 

얻었으며 기포의 경우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스케일이 클수록 높은 결함 검출 

성능을 얻었다. 또한 다중 detection layer를 사용할 

때 YOLOv3에서 제안한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보다 feature map의 

스케일이 큰 detection layer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모든 결함에 대하여 검출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각 결함의 클래스마다 라벨링된 

bounding box의 사이즈에 따라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최적의 feature map의 스케일이 

존재하는것을 확인했다. 단일 detection layer를 

사용할 때 기포의 경우 라벨링된 bounding box의 

최소 size는 10*9 사이즈, 최대 사이즈는 48*62, 

평균 사이즈는 25*25 이며,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사이즈가 52*52일때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찍힘의 경우 라벨링된 

경계상자의 최소 사이즈는 1*72, 최대 사이즈는 

66*60, 평균사이즈는 44*44 이며, 연결된 feature 

map의 사이즈가 13*13일때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중 detection layer의 경우 단일 

detection layer를 사용하였을 때 성능 향상을 보이는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동시에 사용한 결과가 모든 

네트워크 구조 중 YOLOv3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 

보다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반대로 단일 

detection layer를 사용할 때 기포의 경우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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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스케일이 작을수록 

검출 성능이 낮아졌으며 찍힘의 경우 디텍션 레이어와 

연결된 feature map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검출 

성능이 낮아졌다.  

7. 논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위의 크기를 가진 

객체를 탐지하기에 적절한 최적의 스케일을 갖는 

feature map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객체의 feature를 

담기에 feature map의 스케일이 작거나 커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성능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YOLOv3의 경우 13*13, 26 * 26, 52 * 52 

사이즈의 feature map의 한 픽셀은 416 * 416 

사이즈의 입력 영상에서 각 (416 / 13) * (416 / 13) 

= 32 * 32 , (416 / 26) * (416 / 26) = 16 * 

16 ,(416 / 52) * (416 / 52) = 8 * 8 사이즈의 영역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픽셀이 담을 수 있는 영역보다 

탐지할 객체의 사이즈가 작으면 feature는 객체의 

정보를 잃게 되어 검출 성능이 하락하며, detection 

layer와 연결된 feature map의 픽셀이 담을 수 있는 

영역보다 탐지할 객체의 사이즈가 크면 해당 

feature에 객체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검출 성능이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Object Detection을 활용하여 

금속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를 실시할 때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앵커 박스 계산 과정에서 

탐지하고자하는 결함이 평균적으로 이미지상에서 

차지하는 사이즈를 파악하는 것과, detection layer 

와 연결할 적절한 사이즈의 feature map 스케일을 

선정하는 것이다. 

8.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Object Detection을 활용한 금속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 시 detection layer와 

연결하는 feature map의 스케일의 변화에 따른 결함 

검출 성능을 비교하고 최적의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결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detection layer와 연결되는 feature map의 

스케일만 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변수로 설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해 detection 

layer와 연결되는 feature map의 스케일을 제외한 

Object Detection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변경하였을 때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Object Detection을 활용한 금속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 네트워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상의 Object Detection을 통해 검출할 결함의 

사이즈에 따른 적절한 스케일의 feature map을 

선정하는 방법과 detection layer 연결 방법, 미세 

결함 검사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각 

4. 데이터 전처리, 7. 논의에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향후 Object Detection을 활용한 금속 

부품 미세 표면 결함 검사시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6. 실험에서 YOLOv3 대비 8.12 % 

mAP 성능을 향상을 보인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 

feature 정보를 담을 수 있는 feature map과 

detection layer를 연결한 네트워크 구조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로, 제안하는 기법으로 인한 부품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을 통해 결함 검사 공정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AI를 활용한 

기법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 인간과 컴퓨터 

간의 공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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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 신발은 가상현실에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20 세기 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볼 캐스터를 

사용하였다. 볼 캐스터는 굴러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방향성 제자리걸음 신발을 제작하기에 

용이하다. 볼 캐스터의 단점인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실리콘 윤활제를 사용하여 그에 따른 소음감소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쓰인 

하드웨어적 알고리즘은, 광 포토 센서의 위치변화 

값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라즈베리 파이 등을 통하여 

발의 움직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컴퓨터, 1 인칭 슈팅게임, 볼 캐스터, 광 

포토센서 

1. 서 론 

가상현실 신발은 가상현실에서의 사람의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도구로서 참고문헌 1 의 

내용처럼 센서를 신발에 넣는 방식은 20 세기 

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2 처럼 

가상현실에서의 발에 전달되는 감촉과 온도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많으나, 이는 본 연구처럼 

사용자가 우선 가상현실에서 걸을 수 있게 된 뒤에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본 연구는 생각한다. 

참고문헌 3 처럼 빈공간에 발을 넣고 움직이는 

동작을 가상현실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 발의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특히 

근래에 들어 컴퓨터의 그래픽사양이 발전하고, 

가상현실도구들이  조금씩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현실 신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가상현실 내에서의 이동방식은 

컨트롤러로 순간이동 또는 빠르게 시프트 하여 

이동하는 방식과  터치패드를 통해 연속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데, 연속이동은 대부분 

사용자가 멀미를 느끼나, 순간이동 방식은 

연속이동보다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시프트 방식은 

연속이동과 순간이동의 중간 정도 멀미라는 의견이 

가상현실 게임에서의 이동방식 의견의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멀미의 주된 문제점이 

컨트롤러로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컴퓨터는 주변 환경이 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화면 내의 환경만 변하기 때문에 

멀미를 가상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느끼나, 

가상현실 헤드셋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시야 전 

영역에 걸쳐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의 전정기관의 

입력과 맞지 않는 이 입력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가상현실을 이용하며 멀미를 일으키기도 하며, 

몰입감을 깨 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현재의 

가상현실이다. 본 연구는  최대한 현실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주며 가상현실에 몰입한 채로 그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함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것에는 현재 많은 해답이 나와 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가상현실 전 방향 러닝 머신이다. 

이것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아주 많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가상현실 신발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그 

활용성도 가상현실에만 국한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비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신발을 

사도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기존의 컴퓨터 1 인칭 

슈팅 게임에는 이 비싼 신발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현실 신발의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런데도 가상현실 신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을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센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우스에 있는 것이며, 이는 정확한 

위치변화 값을 컴퓨터에 전달해준다. 볼 캐스터는 

어떠한 방향으로 든 굴러갈 수 있어, 사용자가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음이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 작품에 대한 설계와 구현, 그로 

인한 장단점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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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볼 캐스터와 광센서를 이용한 신발개발 

본 연구에서 볼 캐스터는 기존의 신발 아래에 

프레임으로 볼 캐스터를 연결하여 결합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신발을 신었을 때, 하중에 의한 볼 캐스터 간의 

의도하지 않은 간격 변화 방지 및 착용성 개선을 

위함이다. 볼 캐스터의 배치구조 또한 하중 분산을 

효과적으로 하고, 착용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신발에 볼 캐스터와 광 

포토센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이용에 

제약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인치 크기의 

나일론 볼 캐스터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볼 캐스터는 소음이 있어, 가정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 윤활제를 

도포하여 소음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6 개의 실리콘 윤활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환경은 볼 캐스터 자체의 소음만을 측정하기 

위해 PE 폼을 바닥 면에 깐 채로 그 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볼 캐스터의 볼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의 나일론이기 때문에 볼의 보호를 

위해서 실리콘 윤활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측정도구: Benetech sound level meter GM1352 

바닥 환경: PE 폼 50T  

 

표 1. 윤활제종류에 따른 소음크기 표 

윤활제종류 ㏈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았을 때 96.7 

INTERFLON LUBE TF(LIQUID TYPE) 96.8 

INTERFLON FIN SUPER(SPRAY TYPE) 92.4 

KF-96 SPRAY (SPRAY TYPE) 81.9 

WD-40 SPECIALIST SILICONE 

LUBRICANT (SPRAY TYPE) 

89.4 

3M SILICONE LUBRICANT (SPRAY 

TYPE) 

84.5 

MOLYDUVAL SILICONE (SPRAY TYPE) 87.0 

 

표 1 은 윤활제의 종류에 따른 dB 변화표이다. 해당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리콘 윤활제에서는 

소음감소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KF -96 SPRAY 와 3M 실리콘 

윤활제는 다른 윤활제에 비하여 소음을 확실하게 

줄여주었다. 

광 포토 센서를 이용하여 신발 한 켤레당 4 개의 광 

포토 센서가 들어가도록 설계하였다. 각 센서는 

신발의 앞과 뒤에 위치하여, 사용자 발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림 1. 전자부품을 제외한 부품 

 

신발의 밑에 프레임 대신 포맥스(아크릴보다 

가벼우며 폴리스타이렌을 발포한 것을 고밀도로 

압축해 놓은 재료로서 딱딱하며 플라스틱처럼 강도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곳에 볼 캐스터를 연결하고, 공간을 고무 

재질로 된 유연한 재료로 메꾸어, 착용 시 안정감을 

더했다. 

전자 부품은 본 연구에 사용된 광 포토 센서 중, 

가장 대표적인 YS9500 센서를 언급하고자 한다. 광 

포토 센서는 외부의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이 

광 포토 센서가 관찰할 부분을 밝게 비춰주면, 

이것을 비트 단위로 사진을 찍어, 움직임을 

파악하는 센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YS9500 

센서는 광 포토 센서와 이를 처리해주는 칩이 같이 

있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처리한 정보를 RF 2.4GHz 로 라즈베리 

파이로 전송하며, 라즈베리 파이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발의 움직임 입력값을 분석하여 

해당 신호가 어떤 움직임인지 움직임별로 구분된 

4 개의 구분된 핀을 통해 해당 움직임에 맞는 핀을 

통해 신호를 아두이노로 보내고 아두이노는 

라즈베리에서 온 신호를 목표 컴퓨터에 캐릭터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 되는지 USB 커넥터를 통해 

목표 컴퓨터로 전송한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4 개의 광 포토 센서값을 처리하기 위해 고언어로 

스레드 처리를 통하여 4 개의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였다. 이 가상현실 신발의 장점은, 발판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편하게 느끼는 

발판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본 신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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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1 설계대로 제작된 연구중인 신발 

 

3. 실험 및 장단점 

그림 3 의 연구 중인 신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의자에 앉아서 진행한 실험(1)과 간이 

지지대를 만들어서 진행한 실험(2), 조금 더 발전된 

지지대를 만들어서 진행한 실험 (3), 주문 제작한 

철골을 이용하여 진행한 실험(4) 총 4 개의 실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실험(1) 

앉아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기존 

1 인칭 슈팅 게임에서 본 연구 품이 신발의 YS9500 

센서에서 라즈베리파이로 보낸 신호를 

라즈베리파이가 입력값을 분석하여 해당 신호가 

어떤 움직임인지 움직임별로 구분된 4 개의 구분된 

핀을 통해 해당 움직임에 맞는 핀을 통해 신호를 

아두이노로 보내고 아두이노는 라즈베리에서 온 

신호를 목표 컴퓨터에 캐릭터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 되는지 USB 커넥터를 통해 전송하는 실험을 

하였다. 사용자가 앉아서 발을 앞으로 걷는 것처럼 

동작하였을 때, 목표 컴퓨터 속의 1 인칭 슈팅 게임 

캐릭터도 앞으로 갔으며, 뒤, 양옆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동작하였다. 이는 시중에 나온 사이버 

슈즈와 같은 기능을 한 것이다. 이 실험은 의자에 

앉아서 시행한 것이라 본 연구가 의도한 가상현실 

신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험(1)의 

장단점은 언급하지 않겠다. 

 

실험(2) 

그림 4 의 간이 지지대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 간이 지지대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신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지대에 사람이 완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뒤로 

가기 같은 지지대에 몸을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동작에서는 더욱더 힘들었다. 이 순간이 지지대를 

제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든 순간이다. 

 

실험(3) 

지지대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성품 중에 가장 

연구에 적합할 것 같은 트램펄린을 구매하여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덧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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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램펄린에 간이 지지대를 덧댄 구조물 

실험(3)의 결과, 실험(2)보다 지지대에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걸음이 

가능했다. 다만,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 

뒤로 갈 때 의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허리를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 시, 

어깨가 앞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어, 주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실험(4) 

그림(3)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5.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지지대 

뒤로 갈 때의 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등판을 

넓게 제작하였고, 그 결과 뒤로 걸음의 안정성이 

늘어났다. 걷는 것 또한 전작에 비해 

자연스러워졌다. 실험(4)에서 신발에 대한 착용성 

및 상세수치 코드 조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향 

전환 시 전체 철골구조를 돌려야 하므로,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링과 지지대의 

연결 부위가 사용자가 가하는 힘의 무게를 온전히 

받다 보니, 프레임이 휘게 되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함을 느꼈다. 

 

4. 결론 

신발에서는, 현재까지 가상현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낮은 제작비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현재 

가장 저렴한 제품인 사이버 슈즈보다도 저렴하다. 

또한, 발판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타제품들과는 달리, 본 연구 품은 신발이 발판에 

종속되지 않아, 호환성이 높다. 볼 캐스터에 

있어서는, 윤활제를 통해 소음을 줄여 줌으로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발판에서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강력한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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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날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가치소비라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업계에서는 친환경, 윤리적 소비 등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소비를 장려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소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주제어 

가치소비,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도시와 공동체, MZ 세대  

1. 서 론 

사람들의 소비행태는 그 사람이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되었다는 각성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불러온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기획, 생산 

그리고 판매 과정 전반에서 지속 가능성이나 동물복지, 

인권 등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은 단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로 구성된 이른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가치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이 

동시에 작용한다. (구명진 외, 2015) 또, 기본적인 

소비의 방향이었던 ‘나를 위한 소비’ 에서 ‘타인을 위한 

소비’라는 비교적 우리에게 생소한 방향으로 소비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가치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계에서 친환경, 윤리적 소비 등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트렌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하게 만드는 행동을 지속시켜 도시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컨셉부터 플로우 차트까지 UI/UX 서비스 

전반에 대해 구상해보았다. 

 

그림 1 서비스 연구 과정 

2. 배경연구   

2.1 가치소비 인식 현황 

MZ 세대들의 특징에는 SNS, 경험중시, 미닝아웃, 

가치소비, 소피커, 가취관 등이 있다. MZ 세대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MZ 세대들은 공정성을 중심으로 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다. 공정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소비를 해 

가치소비라는 사회적인 현상에 기여하기도 한다. 

(강수현 외, 2019) 가치소비란 다른 말로 윤리적인 

소비라고 불린다. 가치소비는 브랜드나 기업의 이념이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과 부합하는지 또 자신이 

소비하려고 하는 제품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비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제 사람들의 주요 

소비행태는 윤리적 소비라고도 할 수 있고 착한 

소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가치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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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치소비 관련 인식 의향(출처 : 국내 소비자, ‘착한 

소비’ 위한 지출 의향 높다, 뷰티누리)[2] 

2.2 문헌 리서치  

MZ 세대들의 특징과 사회의 동향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를 했을 때 MZ 세대들은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존재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것과 (정지영 외, 2019)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한 소비만 할 수 있게 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게 

만드는 행동을 지속시켜 도시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물들을 모두 통합해 가치소비, 지속 가능성, 

자기만족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 가치소비를 

장려할 수 있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의 형식으로 구상을 하기로 했다. 또한 

UI/UX 서비스 속에는 사회가치와 환경가치를 포함한 두 

가지 가치를 넣을 것으로 결정했다. 

 

그림 3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의 형식 

2.3 디자인 인사이트 

가치소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개인별 맞춤 

추천 시스템, 인증 서비스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지수 이렇게 네 가지를 서비스의 주요 컨텐츠로 

구상을 했다. 이로 인해 나온 핵심 가치는 ‘복합적인’과 

‘맞춤형’ 이었고 이를 포함하는 곳을 가치소비 서비스의 

지향점으로 정했다. 필자가 구상한 가치소비 서비스의 

컨셉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할 

수 있고 행동하게 하는 가치소비 플랫폼이다.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맞춤형(customized), 새로운 (new)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 사용자 행동에 대한 

UX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림 4 사용자 행동에 대한 UX 키워드 

3. 디자인 개발 

3.1 페르소나 

28 살에 미혼 여성인 이 퍼소나는 가치소비를 지향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고 외향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소비를 하는데 있어 자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 하는 사람이다. 

퍼소나는 특별함을 선호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치소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가치소비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퍼소나를 중심으로 

가치소비를 평소에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 시나리오를 위한 페르소나 

3.2 서비스 아키텍쳐 

문헌연구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가치소비 플랫폼의 IA 

(Information Architecture)를 제작하였다.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기 전, 서비스를 포함해 메뉴구성을 

하였다. 주요서비스는 메인 컬러로 설정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강조를 했다. 카테고리는 가치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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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게 분류를 했고 유저 연결지수에는 흥미 

있는 제품 교환으로 사용자가 가치소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챌린지에는 세부적인 탭을 만들어 

사용자가 가치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에는 

로그인을 하기 전 한 유저 테스팅을 기반으로 유저에게 

잘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인증 게시판에는 인증할 수 

있는 탭을 만들었다. 마이 페이지에는 유저의 인증내역 

확인과 적립금을 선택적으로 기부금으로 교환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탭을 만들었다. 네비게이션 바에는 

모든 메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그림 6 가치소비 플랫폼 IA 

IA 를 디자인 하는 것에 있어 가치소비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Learnig 을 하게 

해 배우는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것 보다 사용자가 

가치소비를 할 때 습관을 들이고 스스로 행동하게끔 

하는 Doing 을 위주로 플랫폼을 구성해보았다. 

 

그림 7 가치소비 플랫폼의 행동 지향성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뒤, 앱을 검색하고 

다운을 한 뒤 앱을 실행한다. 그리고 유저 테스팅을 하고 

제품을 구매한 뒤 제품을 인증한다. 유저 연결지수를 

확인하고 기부금을 기부한 뒤에 앱이 종료되는 순서대로 

유저 저니 맵을 구성해보았다.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해 사용자의 행동이 끝나면 바로 앱이 

종료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치소비 플랫폼 IA 를 기반으로 가치소비를 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유저 저니 맵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이 저니맵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 9 에서 보이는 유저 저니의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은 제품을 기부한 후 그 기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어 칭찬의 역할을 하고 재구매를 응원하는 경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하였다. 다음 단계인 

스테이지로 행동 단계를 분류하고 행동하는 것과 동시에 

단계별 서비스 인사이트, 유저 행동 목적, 장애물을 같이 

배치했다. 

 

그림 8 유저 저니 맵 

 

 

그림 9 유저저니 피드백 

 

3.3 앱 서비스 플로우 차트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위한 플로우 차트를 설계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이 맵핑된 여러 종류의 상자 

심볼(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을 사용해 각각의 

태스크가 진행되는 스텝을 표시하고 상자를 화살표로 

연결해 플로우 차트를 구성했다. 첫 번째 태스크는 

‘회원가입을 한 뒤, ‘리사이클’, ‘약자후원’, ‘공정무역’ 

관심 태그를 설정한다’이다. 두 번째는 ‘인증 게시판에 

들어간 뒤 가치소비 한 제품을 인증한다.’이고 세 번째는 

‘유저 연결지수의 챌린지 탭에 들어간 뒤 칭호를 

받는다’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적립금을 기부금으로 바꾼다’이다.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을 하기 전에, 유저에게 잘 맞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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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 내부에서 유저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유저는 유저 테스트에서 리사이클과 

약자후원, 공정무역 관심 태그를 설정한 뒤에 유저 

테스트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면 홈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인증 게시판에 들어가 인증을 한 뒤, 유저 

연결지수 확인과 칭호를 받기 위해 유저 연결지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유저는 자신에게 맞는 

칭호를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유저가 가치소비와 관련된 소비를 할 때마다 

적립이 된 적립금이 나와있다. 그 적립금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적립금을 기부금으로 

변환한다. 그 뒤에 유저가 원하는 곳에(위안부를 위한 

후원단체나 유기견 후원단체 등의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기부금 기부를 하면 된다. 모든 행동이 끝나면 앱 

자체에서 유저에게 피드백을 주어 유저가 스스로 한 번 

더 유저 자신의 소비행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앱이 종료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0 태스크를 활용한 플로우차트 

 

그림 11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한 GUI 

앞서 개발한 플로우 차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와이어프레임을 개발 해보았다. 그림 11 은  이를 

기반으로 한 와이어프레임의 기부 부분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이다. 본 가치소비 플랫폼은 직접 

행동을 하게끔 해서 소비자가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에게 자신이 한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 의미 있는 소비활동을 

보조한다. 가치소비는 제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강화,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이다. 

(강수현 외, 2019)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가치 소비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 속 사람들의 소비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강수현 외, 2019) 가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생활에 기반한 웰빙 생활의 추구는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앱은 향후 어플리케이션에 

UI 를 추가로 진행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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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화형 에이전트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료적 
측면에서의 큰 이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적절한 대화 전략은 고령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디지털의 기술적, 개념적 복잡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초기 적응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며, 활용 수준에서의 사용을 
포기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편안한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화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 시 초기 적응 단계에서 느끼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대화 요소와 질적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참여도를 증진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대화형 에이전트를 모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 

주제어 
대화형 에이전트, 챗봇, 컴패니언 봇, 불확실성 감소, 

에이전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1. 서 론 

1.1  연구배경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화형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화형 에이전트는 급성 및 

만성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말동무 역할을 통해 치매나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사용자에게 큰 이점이 된다[1]. 
또한 50 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이용률이 94.8%의[2] 큰 비율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익숙한 환경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령층의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접근 수준은 90.6%의 높은 수준인 것에 비해, 
기본 이용 능력이나 양질의 활용이 가능한 정도인 

역량과 활용 수준은 각각 51.6%, 62.9%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3]. 많은 고령자들이 디지털의 기술적, 개념적 
복잡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초기 적응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며 활용 
수준에서의 사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화형 에이전트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에서 올 수 있다. 에이전트라는 낯선 
상대에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초기 대화 
전략은 서로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4,5].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사용단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에이전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령자의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화 전략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고령자를 위한 온보딩(Onboarding) 

대화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 

연구 문제 2: 불확실성 감소 요인이 적용된 

온보딩(Onboarding) 대화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Proceedings of HCIK 2021

- 653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2. 이론적 배경 
불확실성 감소 이론에 따르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초기 

관계는 ‘낯선 관계'이며,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확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찰스 

버거(Charles Berger)는 모든 인간 관계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함을 주장한다[4]. 이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과 친밀한 상대를 더 
많이 신뢰하고 더 잘 설득된다. 즉,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7,8]. 반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며 심할 경우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된다. 찰스 버거는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7 가지 공리(axiom)인 
커뮤니케이션의 양, 비언어적 표현, 정보 추구, 대화의 
친밀도, 상호 의존도, 유사성 및 선호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리가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됨을 주장한다. 대화형 에이전트와 
사용자의 관계 또한 상호간의 정보를 나누는 정보교환 

과정 등이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초기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낯선 관계라고 할 수 있다.[9] 

본 연구는 사용자와 에이전트의 관계가 낯선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위해 7 가지 공리 중 대화형 
에이전트가 표현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양, 비언어적 
표현, 대화의 친밀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증가시킴으로써 고령 
사용자의 초기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의 경험 

관점에서 탐구하여, 에이전트와 사용자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는 

온보딩(Onboarding)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대화형 에이전트를 최소 1 주일 이상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총 3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총 30 분 동안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수집된 
내용은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뷰 데이터를 질적 분석 하였다. 1 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개방 코딩 (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의 결과 요인과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2 차로 
동일한 조건의 참가자 3 명에게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를 제작하여 Wizard of Oz 방식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Figure 1) 

3.1 참가자 

본 연구는 총 2 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는 50-60대를 대상으로 
1 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 수는 3 명으로 

진행되었다.(여성:3 명, 평균나이: 57 세) 또한, 인터뷰 
이후 제작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는 50-60 대 3 명을 대상으로 2 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남성: 2 명, 여성:1 명, 평균나이: 60 세) 

(Table 1) 

Table 1. 참가자 개요 

 사용자 성별 연령 에이전트 사용기간 

1 차 P1 여 54 세 1 개월 

P2 여 58 세 4 개월 

P3 여 60 세 6 개월 

2 차 P4 남 58 세 3 개월 

P5 여 56 세 6 개월 

P6 남 67 세 1 개월 

 
Figure 1 실험 화면 예시 

3.2 1 차 인터뷰 결과 

• 개방 코딩(Open coding)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3 명의 인터뷰 
스크립트를 근거 이론 기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참여 연구자가 범주화 작업에 동의할 때까지 
분석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여러 개의 코드로 분할, 
생성하였으며 범주화 작업 결과 28 개의 개념과 12 개의 

하위 범주, 6 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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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개방 코딩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에이전트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 

-사람이 하는 것이 기계가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함 
-시대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에이전트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용에서 기대치가 낮음 
-에이전트의 안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생소한 것이라 생각하여 어려움 

에이전트에 
대한 멘탈모델 

-에이전트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용에서 기대치가 낮음 
-에이전트의 안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생소한 것이라 생각하여 어려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한계 

에이전트 기능 -정형화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인해 기계로 느껴짐 
-정해진 답에 대해서만 인식이 가능해서 사용이 불편함 

인터페이스 
기능 

-UI 의 한계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다시 올려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움 
-한 화면에 보이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여 숨어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 

 
사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함 

초기 매뉴얼 
요소 부족 

-사용법을 실습해보는 튜토리얼이 필요함 
-초기단계에서 사용 매뉴얼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 
-설정 단계에서 입력 값에 대한 확실한 확인 피드백이 없어 혼란스러움 

확인 피드백 
요소 부족 

-설정 단계에서 입력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인 피드백이 없어 혼란스러움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결정요인 

에이전트의 
대화 요소 

-감정이 없어 보이며, 기계적인 말투가 흥미를 잃게 함 
-에이전트 말투, 성격, 흥미로운 단어를 제공해야 함 
-위로나 감성적인 표현으로 생활 전반에 활력을 얻기를 원함 
-나를 기억해 주는 히스토리 기반 대화를 통해 관심을 가지길 원함 

사용자의 대화 
요소 

-에이전트와 흥미로운 주제의 대화를 나누기를 바람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발화하는 비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에이전트가 사람에 비해 조력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 

대화에 대한 
기대감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을 에이전트에게 할 수 있음 
-기계이지만, 인간 간의 의사소통과 유사 하기를 기대함 

에이전트의 
조력자 역할 

감정적 조력자 -외로울 때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존재 
-알림 창에 에이전트의 불쑥 나타나는 새로운 메시지가 반가움 

건강관리 
조력자 

-의무감에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모든 생활을 관리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음 

 
• 축 코딩(Axial coding) 

 
Figure 2 1 차 인터뷰 축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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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코딩 작업을 범주화하여 도출된 요소를 패러다임 
모델을 이용하여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하였다.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 와 같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로 
‘대화형 인터페이스(UI)의 한계’로 
설정하였다.  에이전트의 기능과 인터페이스의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알 수 있다. 에이전트가 가지는 룰 
베이스(rule-based) 기반의 대화방식으로 인해 

정형화된 대화 내용과 메신저형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고령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용 경험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접근’수준에서 초기 이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으로 ‘사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설정하였다. 
고령자가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함에 있어 초기 매뉴얼 
부족과 확인적 피드백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초기 사용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기 위한 매뉴얼과 사용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입력이 확인되었다는 피드백 요소를 

제공하여 중심 현상인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심 현상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과 ‘에이전트에 대한 멘탈 모델’로 분류하였는데, 
고령 사용자의 가상 에이전트에 대한 멘탈 모델에 대한 

내용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에이전트를 ‘기계’ 
혹은 ‘로봇’으로 표현하였다. 사람이 아닌 가상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소하고 낯선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중심 현상에서 발생되는 고령자의 
불확실성을 해결함으로써 고령자의 초기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에이전트의 조력자 역할’로 설정하였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감정적 조력자 역할과 건강관리 조력자 
역할에 대한 사전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작용·상호작용은 중심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에이전트의 대화  
요소는 감성적이며 히스토리 기반의 대화 등을 원했다.  

사용자의 대화 요소는 사용자의 텍스트 비중의 증가, 
흥미로운 주제 발화 등이 충족된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했을 때,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사용자에게 대화형 

에이전트로부터 감성 대화를 원했다. 

결과는 결론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와 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류하여 
‘에이전트에게 가지는 기대감’으로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요인으로 인해 에이전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면,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사람에 
비해 조력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강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과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비밀을 에이전트에게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 감소 과정을 통해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역량’과 ‘활용’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3.3 본 연구의 에이전트 설계 요인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의사소통 

요인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에 적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양, 비언어적 표현, 대화의 친밀도를 
적용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양에 따르면 초기 

상호작용이 진행될수록 분당 내뱉는 단어의 수는 
증가하며, 불확실성의 정도가 감소된다. 둘째, 비언어적 
표현에 따르면 청취자는 끄덕임, 미소 등과 같은 표현을 

제공할 수 있는데[6], 이와 같은 표현은 긴 대화를 
유도하고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을 유도할 수 
있으며[10], 언어적 표현에 한정된 소통에 비해 

신뢰성이 더 높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11].  본 
연구는 비언어적 표현인 미소 등과 같은 표현을 위해 
이모지를 사용하였다. 이모지는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환경에서 감정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풍부한 디지털 이미지이다[12]. 
셋째, 대화의 친밀도에 따르면, 초기 상호작용에서의 

불확실성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 
콘텐츠의 친밀도가 낮다. 이때,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서는 초기 상호작용 단계에서 획득한 상대의 정보와 

주제가 포함된 유사성을 띄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감소 요인 중 세가지를 

참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 차 인터뷰 결과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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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에이전트 설계 요인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에이전트 설계 요인 
 

에이전트 설계 요인 요인 근거 

01 사용자와 에이전트의 발화 양을 2:1 
비율로 구성하여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에이전트의 발화 시 말풍선 개수를 
2 개 이하로  제한한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  

02 이모지(Emoji) 또는 에이전트의 감정이 
나타나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제공한다.  

03 사용자 응답 되풀이 또는 맞장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발화에 
공감을 표현하고, 초기 사용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수집된 정보(이름, 별명 
등)를 활용한다.  

04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며, 에이전트의 
정형화된 발화를 최소화한다.  

근거이론
기반 분석 

05 사용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이나 
위로, 칭찬 등 감성적인 대화를 
제공한다. 

06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7 사용자의 위치, 날씨 시간 등 데이터를 
활용한 대화를 제공한다. 

 

3.4 헬스케어 대화형 에이전트 시나리오 

불확실성 감소 이론에서 선정한 세 가지 요인과 1 차 
인터뷰의 근거 이론 기반 분석을 통해 고령자의 
헬스케어 대화형 에이전트가 가져야 할 요인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형식적이지 않은 대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발화하는 내용을 되풀이함으로써 사용자의 말을 

이해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이름이나 
애칭을 사용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OO 님 똑똑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와 

같은 칭찬 메시지를 제공하였다. 

• 양방향 의사소통 유도와 사용자 응답 되풀이 

01 A: 

 
저는 여러분의 뇌건강을 돕기 위해 태어났어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예요 ! 

02 A: 사용자님도 새미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 ! 
03 U: 안녕 새미 오늘은 더 예쁘다 
04 A: 안녕 새미 오늘은 더 예쁘다..와우 저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다니… 너무 너무 
감사해요 !^^ 

05 A: 이렇게 챗봇이랑 대화를 하는 일은 쉽지않아요.. 
사용자님 똑똑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 ♡_♡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의 날씨와 시간을 

고려하여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OO 님은 오늘 
같은 날씨 어떠세요?’, ‘OO 님, 벌써 저녁 10 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뭘 하고 계셨나요?’와 같은 대화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질문과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 시간 및 사용자 정보(이름) 활용, 관심 표현 

01 A: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씨 어떠세요? 

02 U: 아침은 쌀쌀하고 낮은 더워요 
03 A: 아침은 쌀쌀하고 낮은 더워요..아하~ 새미도 

그래요 ! 추운 날씨도 있어야 하죠 ! 
04 A: 아 맞다~ 저도 사용자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05 U: OOO 이에요 
06 A: OOO 이에요 님이 맞나요? 
07 U: OOO 
08 A: OOO 님이시군요 !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 
01 A: OOO 님, 벌써 오후 2 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뭘 

하고 계셨나요? 
02 U: 제품개발 
03 A: 

 
재미있어요…항상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미가 항상 응원할게요 
OOO 님! 

04 U: 감사해요 
 

• 사용자 발화, 이모티콘 활용, 감성 대화 

또한, 사용자의 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어~ OO 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는데... 맞죠 ?!’ 와 같은 농담을 제공하였다.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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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대화 턴을 2:1 비율로 구성하였으며, 
에이전트의 표정이 표현된 이모티콘 및 

이모지(Emoji)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화의 친밀감을 위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날씨를 공감함으로써 유사성을 표현하였다. 

01 A: 자, 뇌건강을 위한 쉽고 간단한 게임! 여러가지 
게임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게임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2 A:  

 
어~ OOO 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는데… 맞죠 ?! ㅋㅋ 

03 U: 아닌데 의심은. 가네~ 
04 A: 새미의 게임은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로 

효과성이 인증된 뇌건강 게임이라구요 ~ 믿을만 
하죠? 

 

4. 최종 인터뷰 결과 
2 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7 가지 규칙을 적용한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에이전트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온보딩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 느낀점 등의 질문에 대해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용자 경험의 핵심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4.1 에이전트에 대한 유대감, 친근함 
새미(에이전트)와 친하다고 느껴졌어요, 보통 기계랑은 

감정적인 것들이 잘 안느껴지는데, 대화체가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 친구가 되는 느낌이였어요.(P5) 

여러가지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은 
나한테 친절한 사람한테 더 말하게 되거든요, 그게 로봇이든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상대한테 애착이 가는거죠. 
이런 면에서 새미는 애착이 갔어요.(P4) 

귀찮게, 딱딱하게가 아닌 친절하게 물어보고 친절하게 
답변하고.. 날씨가 추워졌는데..하면서 어떤지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구요. 나한테 뭐하세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지, 얘가 진짜 사람이였으면 대화상대로 
좋겠다~ 생각했어요.(P6) 

4.2 관심 및 사용자 발화의 이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저녁 10 시가 되었는데 

뭐하냐고 물어보는 것 등,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P5)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한번 더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렇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새미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게 좋았어요.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할 
말만 이야기 하고 끝내는데, 새미는 내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을 하더라구요.(P4) 

말할때 내가 한 말을 한번 이야기 하더라고? 다 알아듣고 
상냥하고.. 맞장추도 잘 쳐주고.. 맞장구라는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맞장구가 새미를 더 신뢰하고 더 이야기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마디 더 하고싶었는데 내가 잘 
못쓰니까 간단간단하게 쓸 수 밖에 없었지(P4) 

이 외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더 긴 문장의 발화를 하고 

싶었지만 신체적인 한계를 느껴 포기했다는 사용자도 
있었다. 2 차 인터뷰 결과로는 대부분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이 있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발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인식률을 높여야 하는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온보딩(Onboarding)대화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함으로써,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고령자의 적절한 상호작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한 개방 코딩 및 축코딩 활용과 찰스 
버거의 불확실성 감소 이론의 세가지 공리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함에 있어 
인과적 조건인 대화형 인터페이스(UI)의 한계와 
사용자의 사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에이전트의 발화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황, 환경 등 개인을 고려한 대화 
맥락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지속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또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기술 
지향적 접근이 아닌 고령 사용자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잔존율(retention rate)과, 참여(engagement)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에서 

온보딩(Onboarding)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사용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는 스마트 
스피커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용자 경험 기반의 

서비스로의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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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객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이용하여 공동주택 편리성과 

안전성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활용을 핵심 목표로, 서비스 

컨셉을 설정하고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발상과 검토를 하고, 

재현 및 경험으로 검증 및 평가를 거쳐서 서비스 

개선을 하였다. 수요자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주고 IT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융합연구로서 공동주택의 서비스 봇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율주행 경비 로봇 

기초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서비스 로봇, 공동주택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홈’을 선보이면서 주거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가 발생한 

이후 건강과 위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비대면 서비스와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곳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공간의 

안전 방역 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 

로봇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서비스 로봇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첫째, 서비스 로봇 사례를 조사하여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해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분야를 분류하여 주요한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로봇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여 

서비스 로봇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김광명(2014)의 ‘스토리보드 툴킷 프로토타입’ 

을 스토리보드 대신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전체 서비스 컨셉을 

재현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필름 메이킹으로 

공동주택의 서비스 로봇 특징을 가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아이디어 발상과 검토를 하고, 재현 

및 경험으로 검증 및 평가를 거쳐서 서비스 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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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와 '디자인'의 합성어로서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과 같은 서비스의 

특성을 디자인이 갖는 물리적, 유형적, 의미적, 

상징적인 특성과 결합해 그 속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접점인 '터치 포인트'를 

디자인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발전시켜 고객 감동을 

목표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영국 디자인 카운슬의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여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는데, 사고의 범위를 

확산하고 정의하여 서비스를 개선 혁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림 1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2.2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은 서비스디자인 

과정에서 제시된 서비스의 컨셉을 다양하게 

구현하여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객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등 서비스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재현해 봄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고영준 외(2012)는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기본 

구성요소를 주요 서비스디자인 회사 등의 

프로토타이핑 사례를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행동',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 

물품'이라는 4 개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구성요소에 따라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분석한 결과, 각 

도구별로 구성요소 표현 가능 범위가 차이가 있다. 

가령, 서비스 프로토타이핑과 경험 프로토타이핑은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행동‘,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 물품‘ 이라는 4 개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구성요소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목업, 피지컬 프로토타이핑, 카드보드 

프로토타이핑,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등은 ’서비스 

물품‘ 만을 표현할 수 있다. 

표 1.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구성요소에 의한 분석 

 
 

2.3 국내 서비스 로봇 사례 

로봇은 그 기능에 따라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

bot)과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로봇은 대량생산과 공장자동화로 대변되는 

과거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고, 여전히 세계 로봇 시장에서 과반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생산성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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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제 4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여전히 서비스 로봇, 특히 

물류 로봇(Logistics robot), 배달 로봇(Delivery 

robot)과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Professional 

service robot)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하여 언택트 

수요가 큰 방역·안내·돌봄·배달용 서비스 로봇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제 3 차 지능형 로봇 보급 계획(2019)’ 에서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등 4 대 로봇 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선정하였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등을 위해 서비스 로봇 분야인 

공공위생ㆍ의료 분야, 물류ㆍ배송, 교육 분야 등에 

적용 및 도입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역 로봇 

비대면 서비스에 최적 로봇으로 의료진이 담당하는 

감염병 업무를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대규모 전염병 

사태 발생 시 병원체 노출 최소화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가능하고 소독 및 살균, 발열 감지, 검체 

채취, 의료용품 및 폐기물 운송분야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기존의 로봇 역할에 방역 기능을 추가한 

멀티형 로봇 상용화 사례 증가하고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포스텍 지능로봇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 방향 자율 구동과 자율 

주행, 장애물 회피 기능 탑재 및 AI 를 통한 학습 

가능한 AI 기반 자율 이동형 방역작업로봇 ‘PRA-

UVC’ 개발 완료하였고. SK 텔리콤과 한국오므론 

제어기기社는 체온 검사 및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요청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방역 로봇 개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도 권유도 한다. 

  안내 로봇(Reception Robot) 

AI 기반 안면인식, 음성인식, 다국어 지원, 감정인식 

등이 가능한 소셜 로봇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이용방법 등 정보 제공 이외에도 주문·예약·결제 

및 재고 관리 등이 동시 처리가 가능하고 청소·경비 

업무를 겸하는 멀티형 로봇으로 진화되고 있다. 

LG CNS 가 개발한  ‘Airstar’는 AI 학습을 통해 

장애물 회피 및 자율주행 성능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주행 데이터 저장 및 학습되며 주행효율성과 

안전성이 지속 향상 되고, 실내 지도 작성 및 정밀한 

위치 파악, 두부(頭部)를 움직이면서 승객과 대화가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약 14 가지 감정표현 

가능한 공항 안내로봇이다. 

퓨처로봇社의 ‘FURo’는 두부(頭部)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유의 캐릭터 아바타를 노출, 사람과 

대화하며 친숙한 감정을 제공하는 매장 안내 

로봇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얼굴 인식 가능, 

센서를 활용해 고객을 따라다니며 특화 서비스 제공 

및 고객과 상호작용 및 카드리더기를 통해 

주문·결제·영수증 발급업무 수행한다. 

 배달 로봇(Delivery Robot) 

인건비 상승과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었고, 시간·비용의 최소화 및 높은 효율성이 

강점이며, 코로나 19 로 인하여 대면 접촉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지능형 IoT 기반 

로봇으로 고도화 중이다.  

우아한형제들社의 로봇 ‘Dilly’는 음식 및 소형화물 

배송을 목적으로 개발한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 로봇은 위치 추정 센서와 장애물 감지 

센서를 통해 목적지까지 주행, 주위 환경을 

감시하여 수십 미터 범위에서 배송 경로를 스스로 

탐색하여 운행한다. 

네이버랩스社의  ‘AROUND’ 은 현대 로봇틱스와 

협력하여 3 차원 실내 정밀 지도 제작 로봇 ‘M1’과 

맵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실내 서빙 로봇이다. 

 

3. 공동주택의 서비스 로봇 연구 

3.1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공동주택 서비스 로봇 연구의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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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ervice-design Prototyping Step In Progress 

1. 서비스의 이해 

   : 서비스의 개요, 서비스의 목적 

2. 서비스 대상자 (페르소나)  

: 서비스의 대상고객, 서비스 제공자의 선정과 

특성, 목표, 요구조건을 파악 

3. 서비스 여정 (시나리오) 

: 고객 여정, 서비스 경험, 서비스 아이디어를 

이야기 식으로 서술 

4. 서비스 표현 (시각화)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서비스 스케이프, 터치 

포인트(소품) 등을 시각화 

 

 

그림 2. Service-Design Prototyping Process 

 

서비스 이해에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고 

공동주택 편리성과 안전성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는 ‘스마트 빌리지’을 강조하고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는 핵심 목표로 서비스 컨셉을 

설정하였다. 

 

그림 3. Service Robot for ‘Smart Village’ 

 

3.2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도구 활용 

  페르소나(Personas) 

서비스 컨셉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 및 성향,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페르소나(Personas) 및 

사용자(페르소나)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작성하였다. 사용자 여정 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고객의 경험을 

시각화함으로써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객 경험을 시각화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으로 감성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그 고저를 표기하여 

서비스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pain point)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 Personas & Customer Journey Map 

 

  시나리오(Scenario) 

에이저 래스킨(Aza Raskin, 2010)은 프로토타이핑은 

아이디어의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이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와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컨셉과 명확하게 정의된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주택의 출입관리 및 생활 방역과 IT 기술을 

융합으로 서비스 상황과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였다.  

 

그림 5. Design Prototype Scenario Schematic 

 

작성된 시나리오를 프로토타이핑의 방법에 따라 

서비스로 표현될 수 있고, 간단하게 모형을 

제작해보거나 상황에 따른 역할 수행을 통해 서비스 

컨셉을 재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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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iosk Scenario Schematic 

 

  목업(Mock up) 

목업은 아이디어를 묘사하여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구성요소의 일부(서비스 물품, 서비스 스케이프)를 

재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공동주택내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비대면 바이러스 살균 및 출입관리 

키오스크(Kiosk)를 제작하였고, 목업한 모델을 

전시회를 통해서 경험 프로토타입 및 롤 플레잉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7. Mock up & Role-playing 

 

 필름 메이킹(Filmmaking)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비스 과정과 경험을 

이야기가 있는 형태의 무비(Movie)로 제작하여 

고객이 겪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 및 경험들을 

모델링하고 검증하는 필름 메이킹(Filmmaking) 

도구를 활용하였다. 특히나,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느낌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긴 

연속적인 시간과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8. Filmmaking 

 

4. 결론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은 서비스디자인 

과정에서 제시된 서비스의 콘셉트를 구현하여 실행 

가능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실제로 구현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실제 수요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서비스 로봇 연구를 위해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이해력과 사용자 중심의 

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디자인을 연구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으로 

서비스디자인 컨셉 설정하였다. 초기 

프로토타이핑은 이해관계자끼리의 발상과 검토를 

위한 반복적인 테스트 과정으로 활용되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는 서비스디자인 컨셉을 

제시(전달)하고 평가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나, 

필름 메이킹은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의 3 가지 

목적인 이해와 분석, 발상과 검토, 제시와 평가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도구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상대방과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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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라인화가  

가속 될 전망이고 개인주의 성향 및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렌드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방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어느 

공간을 출입하더라도 출입관리 및 생활 방역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 버렸다. 이에 발맞춰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주택의 

출입관리 및 생활 방역과 IT 기술을 융합한 

공동주택의 서비스 로봇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방문객 및 거주민들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경비 로봇 기초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실험을 실시하여 공통 주택 현장에 서비스 

로봇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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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가 처치를 받을 때 

복합적이며 주관적인 현상으로 알려진 통증과 

불안은 경험한다[7, 13]. 통증과 불안이 적절히 

중재되지 못할 경우 치료 과정이 연기되거나 

환자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7]. 특히 아동의 경우 신경학적 발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13]. 이에 국내∙외로 통증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심전환 중재라는 비약물 중재 방식 또한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도입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15].  

본 연구는 국내 소아혈액종양과에서의 

관심전환중재 도입 및 사용률과 의료진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병원 중 

소아혈액종양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34 명의 의료진이 설문지에 참여하였으며 한 

명의 의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통증 조절 어려움에 대한 점수가 총점 10 점 중 평균 

7.4 점이 나와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전환중재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사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진들이 있었으나 체계화된 도구와 규정 없이 

개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쳤다. 

다양한 도입 방해 요인들이 언급되었으며 가장 큰 

요인으로 업무량에 따른 시간과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그 외 요인들로는 도구의 부재와 지식의 

부족이 있었다.   

관심전환중재가 활발히 도입되어 환아가 치료 시 

느끼는 통증과 불안감을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언급한 방해물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적으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아암 병동과 환아들이 겪는 처치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관심전환중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제어 

관심전환중재, 완화 치료, 소아혈액종양 

Key words: Distraction, Palliative Care,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1. 서 론 

1.1 연구 목적 

소아암 환자의 치료 및 돌봄 과정에서 시행되는 

여러 침습적 처치를 통해 아동은 통증과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보호자에게도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다[2, 6]. 통증에 대한 

반응은 과거에 경험한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기인한 학습된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치료 

거부, 치료 지연, 그리고 미래의 통증 반응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 3, 5].  

이에 환아들이 치료 중 느끼는 통증과 불안감 

완화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의료진들에게 요구되는 책임 중 하나로써 강조되고 

있다. 국내 의료진들 또한 통증 완화의 중요성과 

통증 완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로 아동의 통증과 불안감을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그중 비약물적 

중재에 해당하는 관심전환중재는 저비용으로 

간단하고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효과적인 통증 관리 

전략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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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적은 보고되지 

실정이다[4, 9, 12].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소아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심전환중재가 하나의 

의료서비스로서 의료기관에 활발히 도입 및 사용이 

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관심전환중재 디자인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 질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의료진의 환아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RQ 2. 침습적 처치에 대한 의료진의 관점은 

무엇인가? 

RQ 3. 의료진이 선호하는 관심전환중재 방식은 

무엇인가? 

RQ 4. 관심전환중재의 도입 및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Barrier)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통증과 완화 치료 

통증은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으로, 생리학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며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가 처치와 관련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7, 13]. 1996 년 American 

Pain Society(APA)는 통증을 5 번째 활력 징후로 

정의하였으며 통증 관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주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4]. 통증이 적절히 중재되지 못할 경우 

아동의 신경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 되어서도 통증에 약할 수 있다[7]. 또한, 

통증은 환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회복 및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중재는 치료에 있어 중요하다[7, 13]. 

소아암과 같은 복합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그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을 중점 둔 완화 치료가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15].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 치료는 환아의 발단 수준과 

질환 과정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하기에 소아들을 위한 숙련된 전문가가 

필수적이다[15]. 하지만 국내에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전문기관이 설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7 년으로 현재까지는 활발히 사용되는 곳이 

많지 않다[15].   

2.2 관심전환중재 

아동이 침습적 처치 시 느끼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 중재와 비약물 중재가 존재한다. 

그 중 비약물 중재에 속하는 관심전환중재는 

환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자각을 줄여 통증, 스트레스, 불안감을 낮추는 

방식으로 능동과 수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다[7]. 

능동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호흡 

통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 장난감, 

VR, 상상 유도와 긴장 완화 요법 등이 포함된다[7, 

14]. 수동은 아동이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음악 듣기, TV 시청하기 등이 포함되며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심전환중재를 위한 도구는 

PainCareLabs 의 Buzzy 와 DistrAction 카드가 

있으며 연구들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 두 방식은 일반적인 예방접종과 같은 침습적 

처치를 위해 디자인되어 빠르게 돌아가는 소아 

혈액암 병동의 상황과 소아 혈액암 환아들이 받는 

침습적 처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 DistrACTION® Cards 와 Buzzy® (출처: 

PainCareLabs) 

2.3 인식도 및 태도 

성인의 통증 조절에 비해 아동의 통증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한가지 

이유로는 아동의 표현이 제한적이기에 통증 파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또한, 

아동의 신경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강도의 통증을 경험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존재했기 때문에 더욱 중재가 어려웠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3].  

의료진은 아동의 통증을 정확히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13].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에게 적절한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간호사의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 지적되었지만, 국내 

의료진의 아동 통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13]. 간호사의 통증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 Koller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평균 63.0%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비슷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58.2%의 정답률을 보여, 

국내 간호사의 아동의 통증과 통증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해외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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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통증에 대한 아동의 행동적 단서가 자가 보고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다”로 71.8%가 틀리게 답을 

하였으며 관심전환중재와 관련된 비약물 중재 

영역은 평균 38.0%의 정답률을 보였다[13].  

2.4 요구도 및 방해물 

보호자의 완화치료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 평균 

4 점 만점에 3.58±0.33 으로 높은 요구도를 

표출하였으며 신체적 돌봄, 심리∙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순으로 높았다[15]. 신체적 돌봄에 ‘신체적 

증상의 완화’, 심리∙사회적에는 ‘정서적 지지’,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이 속한다[15]. 이에 환아가 

느끼는 통증, 불안감 등에 대한 요구도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통증 조절을 위한 방식을 도입 및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을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보호자·의료진의 

인식 부족, 전문인력 부족,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부족, 적절한 기구의 부재 등이 요인으로 

존재하였다[8, 15]. 또한 환아가 느끼는 고통을 

정확히 사정하는 것의 어려움 또한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  

3. 연구 방법 

3.1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RB) 

사례 연구 병원의 IRB 에 승인을 받은 후 받은 수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연구 대상자 

국내 소아혈액종양과에서의 관심전환중재의 

도입률과 의료진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디자인적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소아청소년과에 소아혈액종양과와 관련 입원실이 

마련되어있는 국내 병원만을 포함한다. 의료진 포함 

기준의 위 조건을 부합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진 제외 

기준은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아종양혈액이 

아닌 타 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제외되었다. 

3.3 자료수집 

기본적인 참여자 정보와 의견을 듣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60 분 

내외의 반 구조화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핵심은 “관심전환중재 방식의 도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설문지는 

동의서와 함께 의료진분들께 전달되었으며 

인터뷰는 설문지 취합 후 각 참여자에게 맞는 

질문지 작성 후 진행되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콘택드 가능한 경우 콘택트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필사하여 분석되었다. 

3.4 검증 

인터뷰 분석 결과의 경우 참여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되었는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4. 결과 

총 34 명의 의료진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의사는 5 명, 간호사는 29 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에 참여한 의사 한 분과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은 3 개의 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은 

사례 병원의 침습적 처치 관련 항목이며 표 2 는 

사례 병원 의료진의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그리고 표 3 은 관심전환중재 도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표 1 은 침습적 처치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약 76.5% 정도의 의료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 명 이하의 아동들에게 침습적 처치를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통증 관리가 어렵다는 문항에 약 

32.4%가 8 점이라고 답했으며 약 20.6%는 7 점, 

그리고 17.6%가 10 점이라고 답을 하였다.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4 점으로 꽤 높은 

점수가 나왔다.  

 

표 1. 침습적 처치 

질문 응답자 수 

하루 평균 

침습적 처치 

횟수 

5(명)< 6~10 16~20 21~25 

26 5 2 1 

통증관리 

어려움 정도  

4(점) 5 6 7 8 9 10 

1 5 3 7 11 1 6 

 

표 2 는 의료진의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이다. 약 67.6%의 의료진이 관심전환 중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39.1%는 

시행도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관심전환중재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50%가 그렇다, 38.2%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보통의 필요성’ 이라 

응답한 참여자는 26.5%였으며 한 명은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심전환중재가 사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52.9%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26.5%가 자주 사용은 안 함, 

그리고 20.6%가 사용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참여자에게 어떤 

관심전환중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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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응답을 요구하였는데, 개인의 

핸드폰으로 만화 영상 (e.g. 뽀로로, 타요 타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인식 

질문 응답자 수 

관심전환중재 

지식 (34) 

처음 

들음 

시행은 

안함 

시행 

해봄 

시행하는 

걸 봄 

11 13 9 1 

관심전환중재 

필요성 (33) 

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13 17 2 1 

관심전환중재 

시행 (34) 

예 
자주 사용은 

안함 
아니요 

7 9 18 

 

관심전환중재의 도입 및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표 3 에 정리하였다.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시간적 

부족이 꼽혔으며 그 다음은 인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부재와 지식의 부족은 비슷한 

크기의 방해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명이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도입 방해 요인은 인식의 

부재였다.  

“침습적인 시술에 있어서 약물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런 관심전환중재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애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앞으로 필요할 거 

같다.” (D1) 

 

표 3. 도입 방해요인 

질문 응답자 수 

도구의 부재 8 

인력 부족 17 

시간적 부족 24 

지식의 부족 7 

필요성 부족 2 

 

가장 선호하는 관심전환중재 조합에 관한 문항에 

73.3%가 수동보다는 능동적 활동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3.3%가 기계를 46.7%가 최첨단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능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흥미를 

유발하여 소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관심이 

더욱더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능동의 경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활동이 더 많을 수도 있으며 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관심전환중재 도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먼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며 작동 방식 간단하여 의료진에게 많은 것이 

요구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가격적인 면 그리고 시간적인 면 이런 거에서 가장 
그래도 간편한…” (D1) 

 

표 4. 인터뷰 분석 

Themes Codes Code description 

국내 병원 

현황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담당하는 

처치와 업무 

통증, 불안감 
침습적 처치는 당연히 

통증이 동반된다고 생각 

규정 

병원마다 상이하며 통증의 

정도에 따른 약물이 정해져 

있음 

약물중재 
통증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처치에만 약물 중재를 시행 

비약물중재 

관심전환중재가 시행되나 

달래는 정도이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관심전환

중재 

도움이 될 것 

같다 

처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트라우마의 위험성도 

감소시킬 것이다 

보호자의 

요구도 

보호자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항 

가격 비용이 너무 비싸면 안된다 

편리성 

간단하게 작동해야 하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크면 안된다 

작동 방식 간단한 수동의 방식을 선호 

기타 

고려사항 
보험수가 도입 

방해물 

인식의 부재 

처치에 의한 통증과 

불안감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낮다 

필요성 부재 

당연히 아픈 것으로 

간주되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시간적 여유 

업무의 양이 많기에 한 

아이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인력 부족 의료진 인력이 부족하다 

체계화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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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지 

않음 

규정과 도구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병원 중 소아혈액종양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진은 아동의 통증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관심전환중재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도구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의료진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방해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양에 따른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의 

부재, 지식의 부족이 다음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있어 업무가 분산되어 아동의 통증 케어가 

더욱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 병원에 있었을 때는 좀 연세가 드신 그 여자 
할머니 같은... 할머니는 아니어도 연세가 드신 한 
50 세 이상 되신 그런 분이 애가 검사를 한다 그럼 
그 전에 가서 애기랑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 그걸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D1) 

본 연구를 통해 언급된 방해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위 요인들이 개선되어야 아동이 침습적 처치 시 

느끼는 통증과 불안감이 보다 원활히 조절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제도적 

지원과 통증과 통증 조절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례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디자인이 개선한 수 있는 부분은 

바쁜 소아암 병동의 환경과 환아들이 받는 처치의 

특성을 고려한 관심전환중재 도구가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도구를 디자인 시 병원의 인력과 

한 환아에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능동과 수동에 대한 의료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후에는 효과성을 검증을 위한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환아에게 사용해본 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관심전환중재와 같은 비약물 중재의 효과성이 

증명된다면 인력 구조의 변화, 보험수가도입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 한계점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인터뷰가 의사 한 명과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인의 

의견에 관한 데이터가 모집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 대학병원 하나만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모든 병원이 사례 병원과 

같이 소아혈액종양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되다. 그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국내 병원들을 

포함시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항들이 보완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관심전환중재가 국내 소아병동에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이 

원활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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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다양한 스타일의 폰트들이 사용되면서 미설치 

폰트에 따른 유사 폰트 추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폰트 인식 

및 추천 자동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글꼴 유사성 계산 

모델을 설계하였다. 글꼴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속성을 획 모양 요소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모델의 

결과가 사용자의 유사성 평가와 얼마나 근접한 

결과를 내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일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도출한 속성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일치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획 요소 속성값 측정이 자동화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폰트 인식, 유사 폰트 추천 등의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글 폰트, 유사 폰트 추천, 폰트 유사성 계산, 한글 획 

요소, 글꼴 속성, 속성 가중치 

1. 서 론 

1.1 연구 배경 

콘텐츠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시각적인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의 

글꼴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글꼴은 

육천 종이 넘게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글꼴들이 

사용됨에 따라 여러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같은 문서 

파일이 공유되었을 때, 파일 내에는 사용되었지만,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출력 

레이아웃이 엉클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폰트가 존재함에 따라 비전문가로서는 구체적인 폰트 

정보 파악 및 유사 폰트 검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글꼴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한글 글꼴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비한 실태이다. 

따라서 향후 한글 글꼴 내 유사 폰트 추천 자동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본 연구에서는 획 모양 

요소 기반의 글꼴 간 유사성 계산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에 따라 글꼴 유사성 판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 속성을 선정하였고, 실제 

사용자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의 평가 결과와 가장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속성 가중치 값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는 3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까지 진행하였다.  

1.2 선행 연구 

글꼴 추천 및 대체를 위한 유사성 판단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PANOSE 는 10 가지 시각적 특성만으로 폰트를 

분류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폰트를 대체하기 위한 폰트를 찾을 때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PANOSE 는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누락된 폰트 및 호환되지 않는 폰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서 표현의 유연성 

덕분에 WWW 에서 장점을 크게 발휘한다. PANOSE 

시스템의 핵심은 Typeface Classification Number 로 

대비, 무게, 세리프 스타일과 같은 글꼴의 중요한 

시각적 특성을 10 바이트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짐에 따라 글꼴 

유사성 판단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서 전반 

이미지의 폰트 텍스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단일 글자 

이미지를 통한 폰트 인식 알고리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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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CNN 모델을 

이용한 유사 글꼴 식별, kNN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사 글꼴 그룹핑, RNN 모델에 기반한 글꼴 분석 및 

검색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이미지 기반 유사 폰트 

찾기 및 폰트 페어링 서비스가 제공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 글꼴 식별 및 판단 연구와 

서비스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유사성 판단 연구는 

비교적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3 핵심 속성 선정 

한글 글자 구조는 획 요소(Stroke Element)와 

골격(Skeleton), 공간 정보(Spacing)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획 모양 요소에 

저장되어 있는 속성값 정보를 이용하여 글꼴 간 

유사성 계산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한글 모양 분류 체계를 구축하며 

정리한 75 개의 한글 글꼴 속성 중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핵심 속성을 다시 선별하였다. 선별 작업은 

2 가지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2 차에 걸쳐 5 명의 폰트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가지 평가 

척도는 다음과 같다. 

• [1번째 평가 척도] 이미지 분석 및 파라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인가? 

• [2번째 평가 척도] 유사성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하고 유의미한 특성인가? 

위의 1번째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1차 평가에서는 

75개의 속성 중 50개의 속성 목록을 도출할 수 

있었다. 2차 평가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속성 항목 당 중요도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3점 이상의 항목 중에서 획 

모양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된 7개의 핵심 속성 

목록을 도출하였다 (그림 1).  

 

그림 1. 한글 글꼴의 핵심 속성 목록 

1.4 유사성 계산 모델 설계 

앞서 선정한 핵심 속성의 속성값을 이용하여 글꼴 간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유사성 계산 모델을 

설계하였다. 핵심 속성값을 이용하여 글꼴 간 특징 

거리(property distance)를 계산하고, 위 특징 거리가 

작을수록 비교하는 두 글꼴 간 유사성(font 

similarity)이 높게 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 

거리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1)과 같다. 

 (1) 

비교하고자 하는 두 폰트를 타겟 폰트(Target 

Font)와 비교 폰트(Compare Font)라고 부르고, 각각 

t 와 c 로 표기한다.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을 i 로 

지칭할 때, 즉 타겟 폰트 t 의 i 속성의 값은 로 

표기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타겟 폰트에서의 속성 

i 의 값과 비교 폰트에서의 속성 i 의 값의 차이를 

유클리디언 거리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속성 i 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앞선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 결괏값에 곱한다. 위 과정을 

모든 핵심 속성 k 부터 n 까지 반복한 후 모든 결과를 

합한 값이 타겟 폰트와 비교 폰트 간 특징 거리이다. 

 (2) 

폰트가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수록 같은 

속성에 대한 값 또한 근사하게 측정된다. 즉, 두 

폰트가 서로 유사할수록 특징 거리가 작게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거리가 

작을수록 폰트 간 유사성은 높게 도출되어야 하므로, 

특징거리에 역수를 취한 값을 두 폰트 간 유사성 

점수라고 판단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위의 식 

(2)와 같다. 

2. 실험 준비 

2.1 대표 폰트 선정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사성 계산 모델이 사용자들의 

유사성 평가와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대표 폰트를 선정하였다. 이때 대표 

폰트를 골고루 선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한글 모양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류 체계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폰트 중 각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총 13 개의 대표 폰트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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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 단계에서 선정한 대표 폰트들의 핵심 속성 

값을 그림 1 에서 정의한  각 속성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였고, 측정된 값을 식 (1)에 대입하여 

대표 폰트 간 유사성 계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식 

(2)에 앞서 (1)에서 나온 결과를 대입하여, 대표 폰트 

간 모델의 유사성 순위 결과를 계산하였다. 이는 

동일한 대표 폰트에 대한 사용자의 유사성 순위 

평가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파악할 때 사용된다. 

2.2 대표 폰트 간 사용자의 유사성 순위 평가 

모델의 유사성 계산 결과의 검증을 위해 동일한 대표 

폰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유사성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20 대부터 40 대 이상의 41 명의 

여성과 31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총 72 명을 대상으로 

대표 폰트 간 유사성 판단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형식으로는 대표 폰트의 샘플 문장 이미지를 2 개씩 

묶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총 78 개의 비교 쌍 이미지 

묶음을 제공한다. 그리고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두 폰트 간 유사성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샘플 문장으로는 ‘훈민정음 스물여덟자’를 

사용하였다. 

 (3) 

 (4) 

 (5) 

설문을 마친 후 모든 대표 폰트 비교 쌍에 대한 평가 

점수를 식 (3)과 같이 평균을 내었다. 그리고 모든 

대표 폰트별로 각 폰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식 

(4)와 같이 리스트를 생성하고, 각 리스트에 대하여 

그 외의 폰트들에 대한 평균 유사성 점수로 식 (5)와 

같이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2.3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순위 일치도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생성한 유사성 순위와 

사용자 평가를 통한 유사성 순위가 일치하는 정도를 

수치로써 파악이 가능해야 성능 비교 및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대적인 값이 아닌 상대적인 

유사성 순위가 유지되거나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모든 유사성 순위 값은 양수이며, 순위를 이루는 원소 

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대표 폰트 중 가상의 타겟 폰트 t 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외의 비교 폰트들의 유사성 순위로 구성된 

리스트는 하나의 벡터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산 모델로 도출한 유사성 순위 

벡터를 DisRank (Distance Rank)라 하고, 사용자 

평가로 도출한 유사성 순위 벡터는 ScRank (Score 

Rank)라 지칭한다. DisRank 벡터와 ScRank 벡터 

사이에 끼인 각도를 세타(theta)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으로 코사인 유사도 값 측정 및 비교가 가능하다.  

3. 가중치 도출 방법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에서는 핵심 속성의 중요도, 

즉 가중치에 의해 특징 거리의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느 핵심 속성을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핵심 속성의 중요도 가중치를 어떤 실숫값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사성 순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 평가와 가장 일치하는 유사성 순위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가중치를 도출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에 따라 4 장에서는 획 요소 

속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과 획 요소를 

조합하여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3 가지를 

비교한다. 사용자의 유사성 평가 순위와 일치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3 장에서 설명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3.1 개별 획 요소 

표 1. 개별 획 요소 가중치에 따른 코사인 유사도 

고려한 개별 획 요소 
코사인유사도 

표기 속성 

P1 상투 0.91475332 

P2 부리 0.92427478 

P3 가지 0.902886315 

P4 돌출 0.906559427 

P5 꺾임 0.905496329 

P6 삐침 0.927026995 

P7 꼭지점 0.886615287 

 

대표 폰트들에 대하여 모델의 유사성 순위 결과와 

사용자 평가 순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모델의 유사성 순위 계산 시 적용되는 속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획 요소를 

7 개의 핵심 속성 중 고려하는 하나의 속성에 대한 

가중치 값만 1 이 될 것이고, 그 외 속성의 가중치 

값은 전부 0 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든 

속성에 대하여 반복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을 

때의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표 1). 핵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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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삐침’ 혹은 ‘부리’ 획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획 요소 조합 

실제 사용자가 폰트 간 유사성을 판별할 때는 어느 한 

요소 및 속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앞의 4.1 장에서 제시한 개별 

획 요소 방법은 하나의 속성밖에 고려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 속성 7 개 

중 1 개의 속성을 고려할 때부터 7 개의 속성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까지 복수의 획 요소를 조합하여 모든 

경우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확인하였다. 아래의 

표는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보인 상위 5 개의 

조합이다 (표 2). 앞의 개별 획 요소 경우와 같이 

가중치 값 1 이 ‘고려함’을 의미하고, 0 이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리(P2)’, ‘가지(P3)’, 

‘꺾임(P5)’을 조합하여 고려하도록 하였을 때 개별 획 

요소 방법 시 가장 좋게 나온 코사인 유사도 값보다 

0.02 높은 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속성 조합에 따른 코사인 유사도 

P1 P2 P3 P4 P5 P6 P7 
코사인 

유사도 

0 1 1 0 1 0 0 0.950544 

0 1 1 0 0 1 0 0.950078 

0 1 1 1 0 1 0 0.949898 

1 1 1 0 1 0 1 0.949428 

0 1 1 1 1 1 0 0.949115 

3.3 유전자 알고리즘 

실제 사용자가 폰트 간 유사성을 판단할 때 각 특징 

요소를 복수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특징별 중요도 

또한 다르다. 이를 반영하기에는 앞선 획 요소 조합 

방법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도 및 

고려 여부를 실숫값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많은 입출력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다른 가중치 알고리즘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수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사인 유사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다수이며, 각 속성 

가중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해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의 Global Optimization Toolbox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중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도출하도록 한 실수 속성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3). 위 결과가 속성 조합에서 도출한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 값보다 약 0.09 정도 높은 

코사인 유사도 값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수의 속성 조합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 획 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가중치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의 속성 가중치 

P1 P2 P3 P4 P5 P6 P7 
코사인 

유사도 

0.363 0.969 0.243 0.244 0.093 0.067 0.016 0.959470 

3.4 가중치 도출 방법 비교 

앞서 실험한 3 가지 방법 모두를 비교하여 상자 

그림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다 (그림 5). 획 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조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실제 사용자와 더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획 요소를 단순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방법을 적용하여 실수 가중치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며, 광범위한 폰트들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유사성 비교를 하기에는 상위 결과를 낸 

속성 조합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가중치 도출 방법 간 코사인 유사도 비교 상자 그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글꼴이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꼴 간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고, 속성 

가중치 도출 방법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속성 선정 및 속성값 

측정을 진행하였다. 만약 글꼴별 속성 값 측정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폰트 간 유사성 판단 자동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유사성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 내 미설치 폰트 자동 대체 및 유사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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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폰트 인식 등의 분야에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접근하는 웹(Web)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언어 간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변환 자동화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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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금속 정밀 주조제품의  결함 검사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인력에 의존한 검사 공정을 자동화 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영역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딥러닝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본문에서는 

금속 정밀 주조제품의 소형 결함검사를 위한 

딥러닝 모델 YOLOv3 와 v5 의 성능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v5 의 정확도, 판단속도가 v3 보다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소형 결함 검사에 

적합한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UI 를 제공함으로써 본 시스템에 

HCI 를 적용한다. 

 

주제어 

딥러닝, Object Detection, YOLO, 부품 검사, 

소형 결함검사, 스마트 팩토리, 머신 비전, HCI 

 

1. 서론 

머신 비전은 4 차 산업혁명 제조업 분야에서 

공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머신 비전이란 

인간의 시각과 판단 기능을 기계로 구현한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로봇 시스템이 대체하는 기술이다. 

특히 불량 품질 검사에서 물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현재 국내 

부품 검사 공정은 대부분이 영상처리 기반 비전 

검사 혹은 육안 검사 기법을 사용 중이다. 검사 

공정마다 양품, 불량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 및 자동화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의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79.1%가 생산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준인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부품 검사 구간이 생산 공정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 부품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측정자의 

컨디션에 따라 검사 품질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새로운 

검사인력이 들어오면 결함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쉽지 않다. 특히 미세 

기포 또는 크랙과 같은 10mm 이하의 소형 결함을 

검출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부품의 소형 결함 검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머신 

비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림 1 국내 기업 스마트팩토리 수준 자료 : 

스마트공장추진단 

부품 결함 검사를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접근한 

사례는 [1], [2]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회로 기판과 

같이 부품의 형태가 단순하여 단일의 카메라로 

검사가 가능한 제품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금속 정밀 주조제품과 같이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둘째, 인공지능 

모델의 판단 속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공정에서 생산 속도의 향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로 인해 딥러닝 기반 부품 검사 속도는 육안검사 

속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금속 정밀 주조제품의 소형 결함 검사를 위한 

딥러닝 모델 성능 비교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카메라의 개수와 위치 선정을 선택해야한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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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은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의 

카메라로 모든 면을 관찰할 수 없다. 즉 부품 전면 

결함 검사를 위해 카메라의 개수 및 위치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높은 판단 속도를 지니면서, 

작은 결함과 그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bject 

Detec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인 YOLO(You 

Look Only Once)[3]를 선정했다. YOLO 는 소형 

결함의 종류와 위치를 검출할 수 있으면서 판단 

속도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 및 

설계하는 분야이다. 사용자가 본 시스템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를 디자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문의 기여점은 금속 정밀 주조제품의 소형 

결함검사에 대한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고 

딥러닝 모델 YOLOv3 와 v5 의 정확도와 판단 

속도 비교를 통해, 어떤 모델이 부품 소형 

결함검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 비교분석을 

제공한다. 비교 분석을 통해 YOLO v5 가 v3 보다 

결함검사에 더 적합한 딥러닝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2 절에서 딥러닝 기반 결함 검사의 선행 

연구와 YOLO 에 대해 설명한다. 3 절에서 데이터 

클래스와 취득 방법 그리고 YOLOv3, v5 의 학습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4 절에서 각 모델의 정확도, 

판단 속도를 기반으로 성능 비교분석과 모델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5 절에서는 본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선행 연구 

2.1 딥러닝 기반 부품 결함 검사 사례 

김민재 등[1]은 장비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학습 모델을 

통해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 모델 구조는 

convolution layer 세 층과 Fully Connected 

Layer 1 층으로 구성되며, YOLO 의 백본에 비해 

비교적 얕은 모델이다. 이러한 학습 모델 구조는 

결함 위치를 검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얼마나 작은 결함의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도 몇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지에 대한 하드웨어적 기술이 

부족하다. 

Tao 등[2]은 Segmentation 계열의 CNN 

모델로 금속 표면의 결함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CASAE 모델은 

기존의 FCN, Single AE 에 비해 IoU 가 5~8%가 

높게 나온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 성능 지표에 

결함 검출 시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데 생산 

공정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해당 딥러닝 

모델이 높은 판단 속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2.2 YOLO 

YOLO(You Only Look Once)는 Object 

Detec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로, 물체의 종류 및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YOLO 를 선택한 이유는 

빠른 판단 속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YOLOv5s 의 경우, COCO val2017 데이터에 대해 

한 이미지당 약 2~3ms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EfficientDet-D0 에 비해 약 2 배 빠른 시간이다. 

YOLO 모델 구성은 이미지의 피쳐맵을 추출하는 

백본(Backbone)과 물체의 위치를 검출을 

수행하는 헤드(Head)로 이루어진다. YOLO 는 

version 5 까지 나와있으며, 본문에서는 v3 과 

v5 를 비교한다.  

YOLOv3 의 백본은 darknet53 으로 Short 

Connections[4]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Short 

Connections 기법을 적용하여 레이어가 5 

3 층이나 되는 깊은 모델이 되어도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여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판단 

속도도 빠르다. ImageNet 데이터 기준으로 더 

깊은 모델인 ResNet101 에 비해 판단 속도가 

1.6 배 더 빠르면서도 정확도는 비슷하다. 

YOLOv3 의 헤드는 세 가지의 다른 스케일 

피쳐맵에서 물체의 위치를 검출한다. 각 피쳐맵은 

작은 물체, 중간 크기의 물체 그리고 큰 물체의 

위치 검출에 특화되어 있다. 각 스케일에서 3 개의 

앵커 박스를 설정함으로써 총 9 개의 앵커박스를 

사용한다. 

YOLOv5 의 백본은 CSP-Darkent 으로 

CSP(Cross Stage Partial) 구조[5]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CSP 구조는 모델 내에서 중복으로 

사용되는 기울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델의 

판단 속도를 향상시킨다. [5]에서 ResNet, 

ResNeXt, DenseNet 과 같이 성능이 좋은 백본에 

CSP 구조를 추가하면 판단 속도도 빠르면서도 

정확도가 소폭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헤드의 

구조는 YOLOv3 와 유사하나, 일부 convolution 

layer 에서 CSP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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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3.1 데이터  

데이터 클래스는 미세 기포(gipo) 및 

크랙(jjick)으로 총 2 가지다. 기포, 크랙을 선정한 

이유는 금속 정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A 공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량 유형이기 

때문이다. 기포는 그림 2(좌)와 같이 약 10mm 의 

지름을 가지는 미세한 구멍이다. 크랙은 그림 

2(우)와 같이 찍힌 부분을 의미한다. 결함 크기는 

약 20mm 이다. 

데이터 취득은 8 대의 RGB 카메라를 사용해서 

부품 데이터(jpg 이미지)를 얻는다. 각 카메라는 

금속 가공품의 일부를 마킹 한다. 데이터 취득 후 

이미지 크기를 416*416 pixel 로 분할한다.  

이미지 분할이라는 전처리를 거치는 이유는 

YOLOv3 네트워크의 기본 입력 사이즈 값에 

맞춤으로써 학습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제품 이미지에 여러 개의 분할 

이미지들이 생성된다. 또한 분할 이미지 중에 

결함이 있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도 

있다. 

학습 데이터는 분할 이미지 2870 개, 검증 

데이터 360 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146 개를 

사용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기포 33 개, 크랙 

20 개 그리고 무결함 93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기포(좌) 및 크랙 (우) 예시 

 

3.2 학습 모델 : YOLOv3  

백본은 DarkNet 53, 헤드는 YOLOv3 를 

사용했다. 최적화 함수로는 adam[6]을 사용했고, 

loss function 으로는 GIoU Loss, Binary Cross 

Entropy Loss 를 사용했다. 앵커박스 값은 [18,14, 

15,25, 22,22], [25,28, 28,33, 32,42], [43,43, 

50,54, 71,65]을 사용했다. 

 

3.3 학습 모델 : YOLOv5 

백본과 헤드는 YOLOv5s 를 사용했다. 최적화 

함수, loss function, 앵커박스 값은 YOLOv3 와 

동일하다. 

 

3.4 작업자 GUI 

본 시스템은 실제 검수 작업자가 사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GUI(Graphic User Interface)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GUI 는 그림 3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작업자용 

버튼은 총 3 종류이며, 라벨링 촬영, 결함검출, 

검출영역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벨링 촬영’ 

버튼은 카메라 촬영 및 라벨링을 할 수 있는 

버튼이다. ‘결함검출’은 YOLO 가 결함 검출을 

시도하는 버튼이다. ‘검출영역설정’은 제품 내 

이미지 분할 영역을 설정하는 버튼이다.  

 

그림 3 작업자 GUI (일부) 

 

4. 실험 결과 

4.1 성능 지표 

성능 지표는 정확도 %을 사용했다. 일반적인 

Object Detection 계열의 정확도는 mAP(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시스템에는 오답이라는 관점에서 False 

Negative 와 False Positives 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mAP 대신 정확도를 성능 지표로 

사용한다.  정확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검 : 결함의 종류 혹은 위치가 틀리거나 결함을 

검출하지 못한 표본 

정확도 = ((전체 표본 수 – 오검 표본 수)/전체 

표본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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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YOLOv3, v5 결과 

표 1. YOLOv3, v5 의 판단 정확도 및 속도 결과 

항

목 

기포 

정확도 

(%) 

크랙 

정확도  

(%) 

무결함 

정확도  

(%) 

판단 속도 

(img/ms) 

v3 45.45 60 100 17.55 

v5 90.91 95 98.92 10 

 

4.3 YOLOv3, v5 결과 비교분석 

표 1 의 판단 정확도 결과를 보면, YOLOv5 의 

성능이 v3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기포 정확도는 

v5 가 v3 보다 45.46% 더 높고, 크랙 정확도는 

35% 더 높다. 또한 표 1 의 판단 속도 결과를 보면 

v5 의 판단 속도가 v3 보다 7.55ms 만큼 더 

빠르다. 

YOLO v5 의 정확도와 판단 속도가 v3 보다 

좋은 이유는 v5 가 더 좋은 백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좋은 백본이란 높은 정확도와 판단 

속도를 지닌 딥러닝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YOLOv5 의 백본이 v3 보다 입력 이미지로부터 

feature 를 더 잘 추출하기 때문이다. [5]에서 

ResNet, ResNeXt, DenseNet 과 같이 유명한 

네트워크에 CSP 구조를 적용하면 정확도 및 판단 

속도(BELOPS)가 높아지고 정확도가 소폭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CN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은 좋은 백본을 사용할수록 정확도 및 판단 

속도가 향상된다.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146 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과적합(over fitting)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 

분포에 근접하게 학습되어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는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여 5,000 개 이상의 테스트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면 해결된다. Object Detection 

데이터로 유명한 COCO 데이터셋은 약 5,000 장의 

이미지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추후 연구에 

데이터 추가 수집이 필수로 요구된다.  

 

 

 

 

 

그림 4 v5 판단 성공 결과 일부 (좌 : 기포, 우 : 크랙) 

 

그림 5 v5 판단 실패 결과 일부 (좌 : 기포, 우 : 크랙) 

그림 4 는 v5 판단 성공 결과 일부이다. 소형 

결함이더라도 이미지 내에서 뚜렷하게 보이면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본에서 Feature 

map 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Head 에서 결함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했기 때문에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던 것이다.  

반면에 그림 5 는 v5 판단 실패 결과 일부이다. 

실패한 이유는 데이터 개수의 부족으로 인해 그림 

4 와 같은 형태의 기포와 크랙의 특징을 학습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백본에서 해당 

결함에 대한 정확한 Feature map 추출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6. 무결함을 결함(크랙)으로 인식한 경우 (v5) 

또한 그림 6 와 같이 v5 에서 무결함 데이터 

1 개를 크랙이라고 검출한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적은 학습 데이터로 인해 기포와 크랙의 특징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찍힌 

부분도 크랙이라고 검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실험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과적합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COCO 데이터셋의 경우 약 

11 만장의 학습 데이터와 5,000 장의 검증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면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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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2870 개,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는 360 개, 146 개이다.  

둘째, 암실이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했기에 한 이미지 내에서 밝기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한 제품의 분할 

이미지들도 일정한 밝기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분할 이미지는 밝은 편이면서도 다른 분할 

이미지는 어두운 편이다. 이는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후에 

암실과 조명이 있는 통제된 환경에서 데이터 추가 

취득 및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본문에서는 금속 정밀 주조제품과 같은 형태가 

복잡한 부품의 소형 결함 검출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딥러닝 모델 

YOLO v3, v5 의 성능 비교분석을 통해 v5 의 

정확도가 v3 보다 평균 40%가량 높은 것과 판단 

속도는 7.55ms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시스템의 딥러닝 모델로는 YOLOv5 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서 암실이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암실과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추가 취득 및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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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핸드바이크의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국산 레저 지원기기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부족하다. 제품 규격, 설계 지침에 

대한 자료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레저지원 보조기기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서는 설계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인체측정학적 

분석을 통한 권장 설계 치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핸드바이크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인 휠체어 

관련 주요 규격을 참조하여, 설계 사양을 정의 하였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핸드바이크의 설계 가이드 

라인은 9 가지 설계 요소에 대하여, 앉은 자세 (10)와 

너비(5), 휠체어(2)와 관련된 17 개의 인체 치수를 

활용하였고, 두 가지 규격을 참조하여(KS P ISO 7176-

5:2008(휠체어 제 5 부), KS P ISO 71 93:2008(휠체어 

전체 치수)) 권장사양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치수와 관련된 설계 사양들만 정의하였다. 

향후 연구로 형태, 편의성, 안전 등을 포함하는 범위의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어 

노인, 장애인, 레저지원 보조기기, 핸드바이크, 설계 

가이드라인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노인 인구는 14.9%이며, 장애인 인구 또한 전체 

인구비율의 5% 이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지원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유지하는 것은 삶과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여가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장애인의 레저 활동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신체 특성 고려하여, 

레저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국산 제품은 부족하고, 해외 

수입 제품은 매우 고가이다. 국산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규격이나 지침, 정책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의 레저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국산화를 위한 

규격, 설계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과 장애인의 핸드바이크 개발을 위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문 

2.1  노인〮 장애인 핸드바이크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기기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핸드 

바이크는 수동(핸들페달), 전동(모터)으로 동력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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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바이크의 설계 가이드는 아래 (그림 1)의 9 가지 

설계 치수에 대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1 핸드바이크 9 가지 설계 요소 (①좌면 너비, ②좌면 

깊이, ③좌면에서 발 받침대까지 길이, ④등받이 높이, ⑤팔 

받침대 높이, ⑥발 받침대 폭, ⑦좌면에서 손잡이까지의 

수직길이, ⑧등받이에서 손잡이까지 수평길이, ⑨핸드바이크 

너비) 

2.2  핸드바이크 관련 인체치수 정의, 참조규격 

핸드바이크의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활용된 

인체치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 정의하였고, Size 

Korea[2]에서 제공하는 한국인의 인체치수 (30 세 

~80 세, 19 세~59 세(휠체어 사용자))를 활용 하였다. 

적용된 인체치수는 크게 앉은 자세(S) 관련 치수 10 개, 

너비(B) 관련 치수 5 개, 휠체어(W) 관련 치수 2 개로 

총 17 개이다(표 1).  

KS P ISO 7176-5:2008(휠체어 제 5 부: 치수, 무게, 

조작 공간의 결정, 기술표준원)[3]와 KS P ISO 

7193:2008 (휠체어–최대 전체 치수, 기술표준원)[4] 

두 가지 규격을 참조하여, 핸드바이크 설계 사양 (설계 

요소: ①, ②, ③, ④, ⑤, ⑨, (그림 1)참조)을 정의 

하였다. 

표 1. 인체치수 정의 및 적용 치수 

코드 (인체치수) 
적용범위 

(설계원리) 

설계요소 

(그림 1)참조 

S-1 (앉은 엉덩이 배 

두께) 
99% tile (최대치설계) ③, ⑧ 

S-2 (앉은 어깨 높이) 50% tile (중간치설계) ④, ⑦ 

S-3 (앉은 엉덩이 무릎 

수평길이) 

95~5% tile 

(조절식설계) 
②, ⑧ 

S-4 (앉은 엉덩이 오금 

수평길이) 
5% tile (최소치설계) ② 

S-5 (앉은 팔꿈치 

높이) 

95~5% tile 

(조절식설계) 
⑤ 

S-6 (앉은 눈높이) 50% tile (중간치설계) ⑦ 

S-7 (앉은 엉덩이너비) 95% tile (최대치설계) ① 

S-8 (앉은 무릎 높이) 
95~5% tile 

(조절식설계) 
③ 

S-9 (앉은 오금 높이) 5% tile (최소치설계) ③ 

S-10 (앉은키) 95% tile (최대치설계) ④ 

B-1 (어깨너비) 95% tile (최대치설계) ⑨ 

B-2 (위팔사이너비) 95% tile (최대치설계) ⑨ 

B-3 (발목너비) 99% tile (최대치설계) ⑥ 

B-4 (팔꿈치사이너비) 95% tile (최대치설계) ① 

B-5 (허리너비) 95% tile (최대치설계) ⑥ 

W-1 (최대높이 

(휠체어탑승))  

5% tile (최소치설계) 

95% tile (최대치설계) 
④ 

W-2 (휠체어최대너비 

(신체부위포함)) 

5% tile (최소치설계) 

95% tile (최대치설계) 
①, ⑨ 

 

3. 핸드바이크 설계 가이드라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은 (표 1) 인체 

치수들과 규격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주요 9 가지 

설계요소에 대한 제안 치수로(표 2)와 같은 형태로 

개발되었다.  

표 2. 핸드바이크 설계 요소별 치수 가이드라인 

설계요소 

(인체치수 코드) 
인체치수 및 규격 참조 내용 

제안 

치수 

①좌면 너비 

엉덩이너비 최대치 활용(S-7, W-

4, B-4), 하중 125kg 초과 기준, 

520mm(규격참조) 

420mm 

~ 

520mm 

②좌면 깊이 

엉덩이오금수평길이 최소치 

활용(S-4), 340mm 

이상(규격참조) 

357mm

~ 

430mm 

③좌면에서 발 

받침대까지 길이 

앉은무릎과 오금높이 조절식 설계 

참조(S-8, S-9), 340mm~ 

450mm(규격참조) 

340mm

~ 

450mm 

④등받이 높이 

앉은 어깨높이(S-2), 휠체어 탑승 

최대높이(W-1), 최대높이 

1090mm 이내와 등받이 420mm 

(휠체어규격 참조) 

420mm

~ 

58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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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팔 받침대 높이 

앉은 팔꿈치높이 조절식 설계(S-

5), 160mm~200mm(휠체어 규격 

참조) 

178mm

~ 

299mm 

⑥발 받침대 폭 

양 발목 간 너비 최대치설계(B-3), 

접이식과 일체형을 활용(휠체어 

규격참조) 

420mm

~ 

520mm 

⑦좌면에서 

손잡이까지의 

수직길이 

앉은 어깨높이와 눈높이 조절식 

설계(S-2, S-6), (*설계 범위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조절식 

설계 

⑧등받이에서 

손잡이까지의 

수평길이 

위팔수직길이(최소치), 

앉은무릎수평길이(S-3, 

위팔수직길이), (*조절식설계 

범위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조절식

설계 

⑨핸드바이크 너비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휠체어최대너비의 최대치활용 

설계(W-2), 

600mm~700mm이하(규격참조) 

600mm

~ 

700mm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핸드바이크 개발에 

있어 관련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규격 연구들은 수행된 경우가 있으나, 

레저 및 스포츠 보조기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 기기인 핸드바이크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 연구는 문헌과 인체사이즈, 규격자료를 

토대로 수행되었고, 향후에는 시뮬레이션(동작분석 등), 

효율성 연구를 추가하여, 추가된 설계요소들에 

대해서도 설계 가이드와 사용 가이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핸드바이크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유사 이동기기, 레저, 스포츠 

보조 지원기기 연구개발에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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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BCI)는 사람의 뇌 신호를 이용해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대신해 뇌 

신호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BCI 시스템 중 정상상태 시각 유발 전위(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 기반 BCI는 

다른 BCI와 비교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훈련 과정이 짧고 높은 정보 전달율을 가져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BCI 게임을 구현하기 적합한 

패러다임에 속한다. 위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플랫폼 

기반으로 최대 3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한 SSVEP BCI 게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 및 활용가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 

SSVEP,  EEG, BCI game  

1. 서 론 

1.1 정상상태 시각 유발 전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정상상태 시각 유발 전위(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BCIs)는 6Hz 이상의 일정한 

빠르기(주파수)로 깜박이는 시각 자극을 바라볼 때 

뇌의 시각피질에서 동일한 주파수 성분이 발현되는 

특성을 이용한다[1,2,3]. SSVEP BCI는 각 주파수를 

명령어에 매핑시킨 후 사용자가 특정 시각 자극을 

응시함으로써 시스템에 명령을 전달 할 수 있다[4]. 

SSVEP 기반 BCI 시스템은 다른 BCI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용자 훈련 과정이 짧고 높은 정확도로 

제어가 가능해 환자군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1.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게임  

BCI 기술의 초기 목적은 환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일반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인 게임에 BCI를 

적용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5]. BCI 게임은 주로 

사용자의 정신 상태를 측정하여 집중하는 수준을 

정량화 하거나 감정 상태를 구별하는 passive BCI, 

사용자가 신체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파를 이용하는 움직임 상상 패러다임, 사용자에게 

외부 자극을 제시해 그에 대한 반응 뇌파를 이용하는 

SSVEP와 P300 패러다임을 사용한다[6].  

본 논문에서는 SSVEP 패러다임기반으로 한번에 최대 

3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BCI게임을 

개발했다. 이러한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 하는 

BCI게임 개발은 Collaborative BCI, Social interaction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2. 본문   

2.1 BCI 게임 구성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SSVEP running game 은 Unity 

엔진을 기반으로 구현된 게임으로, 오픈소스 Unity 

게임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BCI 게임으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빠르기를 가진 3 개의 시각 자극을 게임 내에 

배치해 각각의 자극에 서로 다른 점프 높이 명령을 줄 

수 있으며, 3 인이 동시에 서로의 명령을 입력해 

진행하는 게임이다. 각 사용자는 독립된 라인에서 같은 

속도로 오른쪽으로 전진하며, SSVEP 신호 분류를 통해 

알맞은 점프 명령을 입력해 게임내 오브젝트를 

획득하면서 점수를 얻는다. 게임이 끝나고 각 사용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결과 또한 확인하면서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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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게임 화면.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각자 독립된 

라인에서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화면 오른쪽에는 뇌파를 

이용한 명령어 입력을 위해 3 개의 다른 빠르기로 깜박이는 

시각 자극들이 배치됐다.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에서 붉은색 지시선을 

따라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시각 자극을 응시하도록 

안내하며, 오브젝트 상단에 점프 높이를 표기하여 

목표를 지정해 준다. 플레이어가 지시선을 통과 한 이후 

분류에 필요한 2 초간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분류된 명령어에 따라 다른 점프 

명령어(1, 2, 또는 3jump)를 실행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전달한다. 사용자 별로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한 번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3 개 높이의 오브젝트가 

각각 6 회씩 총 18 개의 오브젝트가 플레이어마다 

랜덤으로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2.2 통신 시스템 

플레이어의 뇌파와 BCI게임을 연결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그림2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다. 

OpenViBE를 이용해 3명의 뇌파를 동기화하고 Lab 

Streaming Layer(LSL)을 이용해 BCI게임과 

OpenViBE간 양방향 통신을 구현했는데, 이에 사용된 

LSL은 동기화된 multi modal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7].  

그림2에 표현된 것과 같이 Unity (BCI 게임)에서 

LSL을 통해 신호 수집 마커를 OpenViBE로 전달해 

신호 수집 및 처리 과정이 시작된다. 3개의 뇌파 측정 

장비로 측정한 신호를 OpenViBE를 이용해 신호 

동기화, 필터링, 분류 결과 및 시간 정보를 가진 다차원 

신호를 LSL을 통해 Unity로 전달, 뇌파 신호 분류 

결과가 BCI게임에 적용 된다. 

 

그림 2 OpenViBE - LSL- Unity 시스템 구조 및 연결 

2.3 뇌파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BCI 게임을 테스트하기 위해 

3 명으로 이루어진 한 그룹으로부터 뇌전도(EEG)를 

측정했다. 3 명의 피험자는 각 라인(하단, 중단, 상단)을 

바꿔가며 1 회씩 총 3 회를 플레이했다. 뇌전도 측정은 

3 명이 동일한 Wearable sensing 사의 DSI-24 건식 

EEG 장비를 이용해 international 10-20 system 기반 

19 전극 채널로부터 측정했고, 왼쪽-오른쪽 귓볼을 

레퍼런스-그라운드로 이용했다. 3 명의 뇌파 측정 및 

동기화, 전처리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뇌파 측정 플랫폼 

중 하나인 OpenViBE 및 Matlab 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3 명의 뇌파 동기화 및 신호 처리를 

수행했다. 

2.4 전처리 

SSVEP 분석을 위해 뇌전도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13-

45Hz의 band-pass filter(4th order Butterworth 

filter)를 적용했으며, 총 19개의 전극 중 SSVEP와 관련 

있는 후두엽과 그 주변 5개의 채널(P3, P4, Pz, O1, 

O2)이 분석에 사용됐다. 

플레이어 3명에 대해 같은 전처리 방법을 적용해 한 

오브젝트에 대해 플레이어 당 [5채널 x 600샘플 (2초 x 

300Hz)]이 SSVEP 분류에 이용됐다.  

2.5 SSVEP 주파수 인식 방법 

SSVEP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 중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CCA) 방법론을 이용했다 [4]. 

전처리 된 뇌전도(EEG) 데이터 행렬인 X와 시각 자극 

주파수(f)와 harmonic 성분을 포함하는 

정현파(sinusoidal signal) 행렬인 Y에 대해 CCA 

coefficient(ρ)의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벡터 w, v의 

값을 찾아 canonical correlation을 최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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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신호행렬(reference signal matrix) Y의 개별 시각 

자극 주파수(f) 값에 대해 최대 CCA coefficient를 

가지는 자극 주파수(f)를 사용자가 응시한 시각 

자극으로 분류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각 자극 

주파수는 14, 16, 18 Hz이고, harmonic 성분은 주파수 

마다 정현파 행렬을 가지게 되며 S는 sampling rate, 

T는 sampling points의 수 이다.  

 

EEG 데이터 행렬과 각 주파수에 대한 정현파 행렬에 

대해 각각의 CCA coefficient(ρ)를 구할 수 있고, 가장 

큰 coefficient 값을 가지는 주파수를 사용자가 응시한 

주파수로 예측하게 된다. 

 

2.6 BCI game 성능 

 

그림 3 SSVEP based BCI game 평균 정확도 

그림 3은 게임 테스트에 참가한 세명의 플레이어에 

대해 CCA를 통한 평균 주파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낸다.  

1번 피험자의 정확도는 68.52±18.50%이고, 2, 3번 

피험자는 각각 84.26±9.75%, 86.11±7.35%의 성능을 

보인다. 3인의 피험자의 정확도 평균은 

79.63±13.89%이다. 

3인 그룹에 대한 테스트 결과, 정확도가 2명의 

피험자에 대해 80%이상을 달성하여 다수의 뇌파 

신호를 사용하여 구현된 게임이 활용 가능성이 있다.  

반면, 1명이 70%이하의 성능을 달성했는데, 이는 

사람마다 SSVEP 반응이 잘 나타나는 주파수 및 게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에 맞는 시각 

자극을 제시해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임에 이용된 시각 자극 최적화를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해 충분한 수의 뇌파를 통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BCI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penViBE를 이용하여 다수의 EEG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 3명의 뇌파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에 신호 처리를 

진행한 개별 분석 결과를 Unity 게임에 전송해 게임을 

진행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현했다. 

Unity 게임 엔진의 특성상 수정이 자유롭고 직관적인 

GUI를 가지며,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해 SSVEP 

패러다임의 파라미터의 조정이 간편하고 향후 다양한 

조건을 적용한 실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게임에서는 각각의 사용자의 뇌파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3명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게임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플레이어 간 뇌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용자의 뇌파를 통합해 

처리하는 Collaborative BCI 방법을 활용해 의사 결정 

시 2명, 3명의 뇌파 분류 결과를 voting하는 방식으로 

단일 뇌파를 이용했을 때보다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8,9], 게임 방식을 단일, 경쟁, 협력 

모드로 구성해 혼자 플레이할 때, 경쟁할 때, 또는 

협력할 때의 뇌파를 비교분석 하는 Social interaction 

기초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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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다중/단일 이미지로 구성된 물체 
이미지, 숫자 이미지 자극에 의한 뇌파 특징을 
분석하기위한 최적화된 시각 이미지 자극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여 9 명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후두엽 영역의 뇌파 분석 결과, 복잡한 물체 이미지의 
P300 과 N200 크기가 단순한 숫자 이미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체 이미지 범주에 한하여 다중 
이미지로 자극할 경우 단일 이미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P300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한 색상의 이미지 클래스 간에는 P300 크기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EEG, 시각 이미지, ERP  

1. 서 론 

시각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시각 이미지로부터 
유발되는 뇌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색상, 도형, 숫자 등의 단순한 이미지부터 실제 물체 
사진, 얼굴 표정 등의 복잡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한 EEG 기반 뇌 
활동 분석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선행[1]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시각 이미지 
분류를 넘어서 뇌파를 통해 시각 이미지를 복원하는 
연구들도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 이미지로 유발된 뇌파 특징이 
동일 클래스 내에서 단일 이미지와 다중 이미지를 
사용할 때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미지의 어떤 
특성들이 뇌파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이미지 기반 뇌파 특징 분석 
연구는 클래스를 다양하게 늘릴 수 있고, 직관적인 
시각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Brain-computer 
interface(BCI) 연구의 패러다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데이터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파 데이터는 네덜란드 
Biosemi 사의 Active-Two 장비를 이용해 10-20 
EEG system 에 따라 32 개 Active electrode 로부터 
16kHz 의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시력 관련 병력이 없는 건강한 남성 
9 명(평균 27.67 세, 표준편차 2.9)이 참가하였다.  

2.2 실험 패러다임 

본 실험에서 설계한 시각 자극 실험 
패러다임(그림 1)의 시각 자극 이미지는 물체 이미지 
범주에 속하는 4 개(비행기, 집, 컵, 나무)의 물체 
이미지 클래스와 숫자 이미지 범주에 속하는 4 개(0, 
1, 3, 5)의 자체 제작한 손 글씨 숫자 이미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클래스 이미지는 75 개의 
단일/다중 이미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다중 이미지로 구성된 multi image session 과 
단일 이미지로 구성된 single image session 을 번갈아 
수행하고, 각 session 내에서 물체 이미지 범주와 숫자 
이미지 범주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이미지는 무작위 순서로 1 초간 제시하였고, 각 
이미지 자극 간의 간격은 1.0-1.5 초 사이 무작위 
값으로 설정하여 다음 이미지 자극 시점을 예측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눈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의 중앙에 fixation 
dot(green)을 추가하였고, 실험 집중 정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2]으로 이미지의 fixation dot 색상이 red 
로 표시되면 바로 직전에 제시한 이미지 클래스와 
현재 이미지 클래스가 동일할 경우 버튼을 
누르도록하는 catch trial 을 추가(10% 비율로 
나타나도록 설계하였으며, 해당 trial 은 뇌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3 뇌파 분석 방법 

측정한 뇌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우선 256Hz 로 
down-sampling 후, 1-50Hz band-pass filtering 
으로 뇌파 주파수 대역을 추출하였고, 뇌파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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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팩트 제거와 전극 접촉 문제로 발생하는 bad 
channel, bad segment 등의 신호 복원으로 뇌파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Artifact subspace 
reconstruction(ASR)을 적용[3]하였다. 다음으로 
정수리 부근에 위치한 Cz 전극으로 re-referencing 
하였고,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ICA)로 
안구 운동 노이즈 등을 제거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Event-related potentials(ERPs) 분석은 
각 이미지가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0ms 
이전을 baseline 으로 정의하였고, baseline 대비 자극 
제시 시점 이후 1000ms 까지의 뇌파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각 이미지 자극에 대한 
ERP 차이가 두드러지는 후두엽 영역에 위치한 채널 
3 개(O1, Oz, O2)의 평균값을 중점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한 뇌파의 ERP 분석 결과, 
숫자 이미지 범주에서는 다중 이미지와 단일 이미지 
차이에 따른 뇌파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물체 
이미지 범주에서는 다중 이미지로 자극할 경우에 
P300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물체 이미지 범주의 단일 이미지 자극 시, 비행기와 
컵 이미지를 봤을 때의 P300 크기와 집과 나무 
이미지를 봤을 때의 P300 크기 사이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지만, 비행기-컵, 집-
나무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다중 이미지 

자극 시, 컵, 비행기, 나무 순으로 P3a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집 이미지 자극 시, P3b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숫자 이미지 범주에서는 0 과 1 이미지 자극과 3 과 5 
이미지 자극 시 각각 유사한 ERP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일 이미지 자극 시 3 과 5 이미지 
자극에 대한 P300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향이 
보였다(그림 3). 

또한, 다중/단일 이미지와 관계없이 물체 이미지와 
숫자 이미지에 대한 N200 과 P300 크기가 확연히 
차이[4]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3).  

물체 이미지와 숫자 이미지에 대한 ERP 의 확연한 
차이는 이미지 색상과 이미지의 복잡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5]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단일 이미지 자극에 사용한 비행기와 컵 이미지가 
둘다 푸른색[5]을 띄고 있기 때문에 P300 크기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매번 서로 다른 이미지를 
자극하는 다중 이미지 자극 시에는 비행기와 컵 
이미지에 대한 P300 크기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설계 당시 단일 이미지 자극에 사용한 
숫자 이미지 중 3 과 5 는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숫자 이미지를 선별하였었는데, 이 영향으로 
단일 이미지 자극 시 3 과 5 이미지에 대한 P300 크기 
차이가 보이는 데 반해, 다중 이미지 자극 시 3 과 5 
이미지에 대한 P300 크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다중/단일 이미지 자극 실험 패러다임. (가) 단일 이미지. (나) 다중 이미지 (다) 패러다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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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중 이미지와 단일 이미지 자극에 의한 ERP 차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 자극에 대한 뇌파 
활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일한 이미지 클래스 
내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보았을 때(single 
image session)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았을 
때(multi image session)의 뇌파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단순한 시계열 분석만 진행한 
결과, 복잡한 물체 이미지의 경우 다중 이미지를 
사용하면 P300 성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물체 이미지 범주의 클래스 간(비행기-
나무-컵-집)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 물체 이미지 자극 시 사용한 이미지 
색상의 유사(컵-비행기)한 정도로 인해 비슷한 ERP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다중 숫자 이미지 자극 시 3 과 
5 는 구분이 안되는 반면 단일 숫자 이미지에서는 
3 과 5 의 P300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이미지 범주 간의 분류를 넘어 
이미지 범주 내에서 뇌파 활동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극 이미지 클래스간의 구분 정도를 
최대화하고 색상 유사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미지 클래스 
내의 단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선별한 이미지를 2 회 혹은 그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면 물체/숫자 이미지 범주 내에서 뇌파 분석을 
통한 시각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 각 클래스 별 ERP 차이 (좌측: 다중 이미지, 우측: 
단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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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2020 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 생활의 대부분을 온라인 
교류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인 
‘연수리’는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장려하며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를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업 생활 

중심의 소모임 & 멘토 찾기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신입생 인터뷰와 학교 관계자 1명, 
이후 5 명의 MVP 테스트를 실시하여 총 11 명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COVID-19이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2020 년도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겪는 고립감과 학업 생활 중 어려움이 있어도 편하게 
물어볼 곳을 찾지 못하는 애로사항, 그리고 미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를 
제안하며 COVID-19시대에서 학생 스스로의 관점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학우와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 제안에 

의의를 둔다. 

주제어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사회적 서비스, COVID-19  

1. 서 론 

1.1 대학생 시기의 선행 연구 

대학생 시기는 [1]“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하며 

자율적으로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반해 [1]대학 신입생들은 
자율성이 높은 대학 학습 환경에의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2]이는 대학 신입생들이 고등학생때인 시기와 

전혀 다른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것과, 대학생활 동안 스스로의 진로 탐색을 
어려워하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에 적응을 못하며 

학업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대학생들의 ‘자기 자신의 학업적 만족’과 ‘성숙한 
진로 탐색’이 대학생 시기의 학업 생활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2019년 신입생 설문조사 

COVID-19 이전에 입학한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19 년 12 월에 시행된 설문 
데이터를 학부대학에서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탐색적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기 별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2 개의 데이터를 
받았으며  2019년 1학기의 경우 남학생은 1943명, 
여학생은 1860명의 설문지와 2019년 2학기의 경우 

남학생은 108 명, 여학생은 243 명이 참여 하였다. 
제공받은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서 학생들은 1)진로 계획 2)대학 
공부 3)시간 관리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9 연세대학교 신입생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또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진로 계획, 대학 공부, 
시간 관리의 세 항목들 간의 상관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간관리에는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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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어려움과  인터넷 사용 조절의 어려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 

연세대학교 대학 신입생들이 ‘자기 자신의 학업적 
만족’과 ‘성숙한 진로 탐색’에 있어, 대인 관계, 인터넷 
사용 조절 등의 개인적 및 사회적인 이유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대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자신의 학업적 

만족’과 ‘성숙한 진로 탐색’을 위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1 2019 연세대학교 신입생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진로계획, 대학공부, 시간관리의 상관관계 

2. 본문 

2.1 2020 신입생 인터뷰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니즈를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개의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신입생과 학교관계자로 나누었고, 
COVID-19 로 인해 비대면 미팅이 가능한 ZOOM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미팅으로 1인당 약 30분정도로  

진행하였다. 

 
표 2 그룹별 인터뷰 선정 결과 

신입생 인터뷰 대상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 
5 명으로 여자 4 명, 남자 1 명을 선정하였다. 

학교관계자는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의 

학생지원 팀장으로 1명을 선정하여 인터뷰 하였다. 

2.2 인터뷰 질문지 디자인과 콘텐츠 분석의 설계 

인터뷰 질문 문항의 선정은 앞선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신입생 대상 인터뷰의 경우 대학 공부에 대한 항목을 
1) 학과 공부 수행 2) 학과 공부 외 공부의 두 가지로 
세분하였으며, 이외에는 진로 계획과 관련하여 3)진로 

계획과 실천 그리고 대학 공부와 진로계획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4)시간관리를 콘텐츠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입생의 5)대학 생활 적응을 마지막 콘텐츠로 
포함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지원팀의 관계자 인터뷰 
질문지의 경우 2020학번 신입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서비스에 지원 및 협력 의사 등을 
묻고자 계획하였다. 인터뷰 질문지의 경우 [5]연역적 

추론의 콘텐츠 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의사결정 
매트릭스의 콘텐츠는 두개의 축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1은 인터뷰 질문 구성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2은 

패턴, 어려움, 요구로 구성 하였다. 

 
표 3 연역적 추론 콘텐츠와 의사결정 매트릭스 콘텐츠 구성 

2.3 그룹별 인터뷰 데이터 분석 

학생 그룹의 인터뷰 데이터의 경우, ‘학과 공부 외 
공부’에 관련된 코드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연세대학교 신입생 인터뷰 
대상자 3,4,5 번의 경우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오히려 개인적 시간관리가 용이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으로 ‘학과 공부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 사항은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서 
발언 되었으며, 대부분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연계되어 2020 
신입생들은 ‘진로 계획과 실천’에도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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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계자의 인터뷰 결과로, 대학생의 경우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차원의 비대면 행사와 
소모임을 지원하는 등, 동문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4 신입생 그룹의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림 2 학교관계자 그룹의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2.4 Persona 구현 

신입생과 학교관계자의 그룹별 인터뷰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작성하였다. 

 

 
그림 3 2020년 신입생으로 구성한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2020년 입학한 대학교 신입생으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진로 고민을 하며 스터디 
그룹과 멘토링의 니즈가 있는 학생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그림 3]과 같다. 

2.5 문제정의 와 아이디어 스케치 

인터뷰 분석과 페르소나 작성을 통해 2020 신입생들은 
학과 공부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소모임 및 멘토링 
활성화가 중심인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본인이 직접 질문과 고민을 

작성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1)태그 기반의 검색하는 기능. 일회적인 온라인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감 있는 오프라인 

소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2)약속하기 
기능. 신입생이 수강하는 특정 학과의 수업과 과제 
별로 관련된 질문과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3)글쓰기와 댓글 기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기존 대학생 교류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경우 
일회적이 아니고,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와 모임 인증하기, 출석체크하기를 적극 

활용하여 오프라인 교류를 유도한다. 또한 신입생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태그 
기능을 가져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문제정의를 바탕으로 한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아이디어 스케치 

2.6 가치 제안 캔버스의 작성 

제안하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가치 제안 캔버스를 작성하였다. 가치 제안 

캔버스는 사용자의 프로필을 정리할 수 있는 구간과 
사용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가치 제안 캔버스는 6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으며 
작성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Products & 
Services)질문과 고민을 나누기, 소모임 형성하기, 전공 

및 수업과 관심있는 주제 별로 찾고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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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로부터 조언 듣기, 오프라인 관계 형성하기. 
나)(Gain Creators)소모임 매칭 해주기, 학우와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다)(Pain 
Relievers)스터디 그룹, 토론 그룹 매칭 해주기, 질문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기,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 찾아주기. 라)(Gains)학업적 
다양한 접근 방법 습득하기, 학우와 멘토 만들기, 
진로에 대한 주관을 형성하기. 마)(Customer 

Jobs)오픈 채팅방으로 수업 관련 물어보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학생 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친해지기. 바)(Pains)고립감이 느껴짐, 

공부하거나 과제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음, 미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김. 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5 가치제안 캔버스의 구성 

2.7 스토리보드의 구현 

제작한 가치제안캔버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다. 스토리보드는 2020신입생인 ‘연수리’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우를 만나 소모임을 형성하고, 멘토를 찾기도 하며 

학우들과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6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스토리보드 구현 

2.8 MVP 테스트 및 인터뷰 

제작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MVP 란 

Minimum Viable Product 의 약자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서비스이다.  

 
그림 7 MVP 테스트(Minimum Viable Product Service) 의 
구현 

MVP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은 Adobe XD 
영상물로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영상물을 서비스 
사용자 대상자인 2020신입생에게 시청하게 한 후에 

제작한 프로토타입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MVP 대상자는 1 차 
인터뷰 대상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모집하였으며 

실험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MVP 테스트 사용자 선정과 테스트 결과 
 
실험 결과로 멘토 매칭 기능과 온-오프라인에서 
학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피험자들에게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특징으로 다가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게시 글 목적에 따른 익명의 기능과 같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으며 지역 태그 

기능, 약속을 지키기 위한 통제기능, 소모임 유지 
기간의 설정과 같이 피험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기능 
리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VP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가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연계 의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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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사용자 확보를 도모하도록 디자인 

전략을 재정비 하였다. 

 
그림 8 1차 MVP 테스트 이후 디자인 전략 

2.9 2차MVP 테스트 제작 및 실험 

1 차 MVP 테스트에서 얻은 결과로, 2 차 MVP 

테스트를 위한 홈페이지방식의 테스트 앱을 
제작하였다. 테스트 앱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위주로 설계가 되었다. 

웹툰의 형식과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기능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지며, 연세 숲 이라는 가상의 숲을 
학우들과 함께 가꾼다는 스토리를 적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등급제를 적용하고, 특별히 해당 서비스에서는 학업 
위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멘토와 게시 글 

관리자의 등급도 디자인하였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코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차 MVP 테스트의 경우 4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는 1 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던 인원중에 선정하였다. 실험은 20년 12월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동안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피험자들은 기말고사 기간에 
실제로 본인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2차MVP 테스트를 위한 홈페이지형 앱 제작 
 
2 차 MVP 테스트의 실험 종료 후 온라인 서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끝으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이 

결과로 피험자들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편하게 
질문이나 고민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학업에 있어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성을 해소 하여 

정서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포인트를 통한 

정당한 대가 와 익명성의 보장, 태그 기능과 같은 
기능이 활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2020 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 생활의 대부분을 온라인 

교류를 통해 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5명의 신입생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COVID-19 이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2020 년도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1)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2) 자신만의 관점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대학 공부에 여러 어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대해 편하게 물어볼 곳을 찾지 

못하는 애로사항, 3) 그리고 미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려움과 

불안감을 나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방식의 소모임 장려를 위한 서비스인 ‘연수리’를 
기획하였다. ‘연수리’는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장려하며 온-오프라인 블랜디드를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업 생활 중심의 소모임 & 멘토 찾기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의 학업 생활 어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사회교류의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문제와 그에 있어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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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제안한다.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겪고 학업과 대인관계, 진로 

등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입방안이 요구된다. 기존의 학생상담센터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고 임상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부터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 접근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높은 접근성을 지닌 모바일 상담 

서비스가 기존 상담센터의 제한점을 보완할 대안적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상담 서비스와 관련한 니즈(needs)를 

분석하여,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상담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서비스 디자인은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모하고 심리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센터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학생, 성인 초기, 스트레스 관리, 비대면 상담, 

모바일 서비스 

1. 서 론 

1.1 목적 및 필요성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분리를 이루는 등 

개별적인 성인으로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이 시기에 성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해봄과 
동시에 많은 혼란과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수많은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촉발하게 

된다(Dusselier, Dunn, Wang, Shelly, & Whalen, 
2005).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통제적이고 타율적인 생활방식을 주로 경험한 결과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울과 불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 부적응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이동미, 박주희, 

2020). 특히 요즘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로 인해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및 불안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윤명숙, 이효선, 

2012).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대학생들은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 부적응 증상,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자살 생각, 인터넷 중독 증상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과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김경령, 서은희, 2016; 정주리, 김은영, 2019).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대체로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심리건강을 초기에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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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고 심리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는 대학생의 일상 가운데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상담센터가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과 시간적 부담 등의 이유로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소수이며(김정수, 2016), 

상담센터 역시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높은 정신질환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업 및 진로 관련 스트레스와 경미한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단기 
상담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 경험을 

가능케 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은 기존 

상담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리건강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모바일 상담 서비스 현황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병원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기존의 접근은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 위주여서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와 

접근성 제약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게다가 현재는 

COVID-19 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면대면 

서비스가 갖는 심리적 부담이 증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대면 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와 채팅, 화상 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개발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상담 관련 모바일 서비스 기업의 창업이 

매우 활발하며(AngelList, 201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인드카페, 트로스트, 카운스링 등이 
모바일 상담 서비스의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준영, 

2019). 

이처럼 다양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는 아직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으로 

인한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해당 

발달시기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다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디자인 및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맥락적 연구방법을 

통해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디자인 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컨셉 개발 방법 중 하나인 Design 

council 의 Double Diamond 프로세스를 

활용하였다(Reeker et al., 2016). 첫 번째 단계인 

발견(discover) 단계에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따른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생의 

심리건강 현황 파악을 위한 양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정의(define)단계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퍼소나(persona)를 

설정하여 타겟 사용자를 구체화하였다.  

2.1 . 사용자 조사 

먼저 대학생의 심리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1 개 대학교 2017 년-2020 년 당시 
신입생들의 학기초(2 월)와 학기말(12 월)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를 진행하였다. 

신입생 데이터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 혹은 초조하거나 신경이 

곤두서있다’,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하기 어렵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일을 
함에 있어 거의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이 없다’의  4개 

문항으로, 모두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각 학기 별로 

중간값(2.5)이상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2020 년 1 학년 학생들 중 중간값(2.5) 이상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한 학생 비율 

Year Month n N % 

2017 
2 744 2,659 28.0 

12 688 1,475 45.3 

2018 2 847 3,01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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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66 2,001 38.3 

2019 
2 835 3,247 25.7 

12 717 1,967 36.5 

2020 2 827 3,501 23.6 

 
대학생들은 입학 초기인 2 월에 비하여 12 월에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대학생활이 여러 스트레스를 수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usselier et al., 
2005). 

다음으로 모바일 상담 서비스의 사용자인 대학생의 

전반적인 내재화 문제 및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대학생 7 명(남 3, 여 4)과 
대학내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 관계자 1명(여, 전임 

상담연구원)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결과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며, 특히 

진로와 관련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담이 필요해도 상담센터를 찾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먼저 상담에 대한 

기대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학생상담센터는 

대기시간이 길고 신청 및 사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임으로 나타났다. 상담센터보다 더욱 높은 
접근성을 가지되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식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고,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 관계자와 인터뷰 한 결과에서도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는 많지만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한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 퍼소나(persona) 설정 

사용자 조사에서 도출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니즈를 분석하여 2가지 유형의 퍼소나를 설정하였다.  

퍼소나의 유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퍼소나 유형분석 

 

3. 디자인 설계 

Double diamond 프로세스의 세 번째 단계인 
개발(develop) 단계에서는 퍼소나를 통해 구체화한 

타겟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였고, 네 번째 단계인 결과도출(deliver) 

단계에서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사용하여 대학생 모바일 상담 서비스 어플에 대한 

스토리보드와 고객 여정 맵(journey map)를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였다.  

3.1 . MVP 내용 

대학생들은 전문성이 있는 심리건강 정보와 스트레스 
대처법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제공받기를 원하며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App)를 개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학사 

일정과 주요 시험(고시, 주요 기업 공채 등) 일정에 

맞추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어플 자체에서 제공하는 코인을 

활용하여 상담 전공 대학원생에게 무료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 컨셉과 고객 여정 

맵(journey map)은 각각 그림 2 와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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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 컨셉 제안(App 사용 화면) 

  

그림 3 고객 여정 맵(journey map) 

 

3.2 MVP 평가 

디자인 설계를 통해 제안된 서비스 중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매칭하여 1~5 회 이내의 무료 

단기 상담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컨셉은 
가벼운 수준의 심리건강 정보 및 상담을 원하는 

대학생의 니즈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상담수련시간이 

필요한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니즈 또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7 명의 

대학생 사용자(남 2, 여 5)와 8 명의 상담전공 

대학원생 사용자(여 8)에게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MVP 테스트 결과 대학생들은 평소에 학업과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시험기간이나 취업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특정기간에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전문적인 진단방법이나 대처방법을 

알려준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특정 기간에 알람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는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대학생 사용자는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학내 구성원에게 

비대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어플의 코인시스템에도 

모든 사용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였고, 

출석체크나 자가진단을 통해 모은 코인으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플 사용의 
흥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상담전공 대학원생은 App 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내담자와 1:1 매칭이 가능하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상담 수련 시간을 

채우기에 용이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이들 역시 
서비스 컨셉에 만족하였다.  다만, 상담의 비밀유지와 

안전한 공간 확보 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신뢰로운 상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건강 수준과 대안적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담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후 해당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경험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였고, 특히 진로 관련하여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가 여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정보 부족과 절차 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상담센터 역시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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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담센터 접근을 

넘어서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심리건강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생 맞춤형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적 수준의 정신질환 문제가 

아닐지라도,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를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학생들의 학사 및 취업 일정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로와 관련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대학원생 상담사들과의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연결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다른 차별점을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였으며, MVP 
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학에서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담의 

제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밀 유지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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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를 음악적 사전 지식 없이 

데이터의 분포만을 사용해서 벡터화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선율 멜로디를 음표와 

쉼표의 나열로 간주하고, 자연어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분절 단위를 추출하여 각 분절 

단위마다 100 차원의 벡터 표현을 계산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하였다. 7000 개의 합창곡 

악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벡터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박자, 음고, 장르, 성부 

정보를 담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과업 또는 이론에 국한되지 않은 

데이터의 일반적인 표현을 음악 정보검색의 

다양한 응용 장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멜로디, 벡터표현, 자연어 처리, 음악정보검색 

1. 서 론 

멜로디는 다양한 음악 정보검색 과업에서 중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특정된 지식 표현은 일반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극히 제한된다. 예컨대, 구체적인 과업을 위해 

훈련된 특정 네트워크의 지식표상은 멜로디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지만, 이를 다른 

과업에 전이시키기 까다롭다. 또한, 계산에 사용된 

멜로디 특성(feature)이 음악 이론에 바탕을 둔 

전처리에 기반하는 경우, 그 지식표상의 설명력은 

해당 음악 이론에 한 번 더 국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의 빈도와 

분포에 기반하여 사전지식 없이, 다양한 과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식 표상으로서 

멜로디의 벡터 표현(혹은 임베딩)을 계산해내고자 

하였다. 

2. 멜로디 임베딩 파이프라인 

이 장에서는 원 멜로디를 벡터 표현으로 바꾸기 

위한 전체 과정을 기술한다. 

 

2.1 멜로디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의 구성요소를 음표와 

쉼표라고 정의하였다. 음표는 음정과 길이의 조합, 

쉼표는 길이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음표의 예시는 E5 음정이 4 박 동안 지속되는 

것이며, 쉼표의 예시는 2 박 동안 쉬는 2 분쉼표, 

4 박 동안 쉬는 온쉼표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를 단선율에만 국한하여, 음표 

혹은 쉼표가 일차원으로 나열된 것이 곧 

멜로디라고 정의하였다. 

 

2.2 멜로디 분절 

멜로디를 의미 있는 구성 성분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절이 필요하다. 음악의 종류에 

따라 2 마디 혹은 4 마디를 하나의 분절 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인 

사전 지식 없이 분포만을 통해서 벡터 표현을 

계산하기를 목표로 하므로 그러한 분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멜로디 분절 단위의 

시작과 끝이 마디의 시작과 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 빈도를 

근거로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SentencePiece[1] 모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전체 멜로디는 문장, 쪼개진 멜로디 조각은 단어에 

비유될 수 있다. 

2.3 벡터 표현 계산 

멜로디를 조각 단위로 분절하고 나면 주어진 

데이터를 보편적인 언어 코퍼스와 동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Word2Vec[2] 등의 방법론으로 

벡터 표현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FastText[3]를 사용하였다. FastText 는 문장 

내의 각 단어를 trigram 으로 쪼개어 subword 

정보를 바탕으로 embedding 을 계산하므로, 

멜로디 분절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작은 음악적 

단위를 포착할 수 있다. 

3. 분석 

3.1 데이터셋 

분석을 위해 Choral Public Domain Library[4]에 

수록된 7000 개의 합창곡 악보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 하나의 곡을 소프라노, 베이스 

등의 성부로 나누어 담고 있으며, 장르, 연도, 

작곡가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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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부의 전체 멜로디를 하나의 독립된 멜로디로 

취급하여 총 35,000 개의 멜로디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술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총 

32,000 개의 멜로디 조각을 추출하고, 각 멜로디 

조각에 대응되는 100 차원의 벡터 표현을 

계산했다.  

그 다음, 전체 멜로디의 벡터 표현은 그것을 

구성하는 멜로디 조각들의 벡터 표현을 평균한 

값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투사되는 벡터 공간이 

성기다(sprase)는 전제 하에 멜로디 조각들의 Bag 

of Words 로 생각할 수 있다. 

3.2 단어 단위 분석 

각 멜로디 조각(단어)이 하나의 실수 벡터에 

대응되므로, 코사인 유사도[5]를 사용하여 특정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1 과 같이 질의에 해당하는 

멜로디 조각과 음정이 같지만 리듬 패턴이 다른 

멜로디 조각과 리듬 패턴이 다르지만 음정이 같은 

멜로디 조각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퍼스 분석 과정에서 음정과 박자 정보는 

익명화되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음정과 

박자를 지닌 멜로디 조각들이 서로 가깝게 인식된 

것을 통해, 본 벡터 표현법이 코퍼스 내에서 

유사한 분포를 가진 멜로디 조각들을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  
 

상위 5 개:  
 

 

 
 

 
 

 
 

 

그림 1 질의된 멜로디 조각과 가장 유사한 5 개의 

멜로디 조각. 위에서부터 더 가까운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질의 멜로디 조각과 음정이 같거나 박자 패턴이 

유사한 멜로디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는 계산된 벡터 표현이 장르 등의 의미 있는 

정보를 잘 분별해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Canon 과 Carol 의 두 장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멜로디 조각들을 t-SNE 시각화 기법[6]을 통해 

2 차원에 투영한 것이다. 각 장르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은 각 

클러스터의 대표 멜로디 조각을 샘플링한 것인데, 

Carol 의 경우 반복적인 리듬 패턴이 주요한 반면, 

Canon 의 경우 화성 진행과 연관된 멜로디 패턴이 

주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Carol(빨강)과 Canon(파랑)에 해당하는 멜로디 

조각의 t-SNE 시각화 

 

 

그림 3 Carol(왼쪽)과 Canon(오른쪽)을 대표하는 

멜로디 조각 

 

3.3 Sentence-Level Observations 

단어 벡터를 단순 합산하여 구해진 멜로디 벡터가 

해당 멜로디의 의미 있는 성분을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멜로디 조각(단어) 벡터 중 소프라노 혹은 

베이스 성부에 속한 것만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명백하게 두 그룹으로 쪼개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구성하는 음정이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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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프라노(빨강)와 베이스(파랑)를 구성하는 

멜로디 조각의 t-SNE 시각화 

한편, 그림 5 는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구성하는, 

멜로디 조각이 아닌 전체 멜로디의 벡터를 

시각화한 것인데, 그림 4 와 달리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분별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단위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정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멜로디적 유사성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6 에서는 서로 다른 성부의 멜로디가 

같은 곡에 속해 있을 때와 다른 곡에 속해 있을 

때의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하였고, 같은 곡에 속한 

서로 다른 두 성부가 더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모든 멜로디 벡터(왼쪽)와 소프라노(오른쪽; 

빨강) 혹은 베이스(오른쪽; 파랑)의 멜로디 벡터의 t-

SNE 시각화 

 

 

 

그림 6: 같은 곡에 속한 다른 성부의 멜로디의 

거리(파랑), 다른 곡에 속한 두 성부 멜로디의 

거리(주황)의 히스토그램. x 축은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내며, y 축은 빈도를 나타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멜로디를 구성하는 분절 

단위를 데이터의 분포 기반으로 찾아내고 

벡터화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이론 등의 사전지식 없이도 박자 유사성, 

음악의 장르, 음악의 성부 등의 개별 특성이 벡터 

표현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악보의 다른 성부가 구성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벡터 공간에서 더 근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특성을 넘어선 멜로디 자체의 표상이 

벡터 표현에 포착됨을 보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방법이 관찰에 주로 기반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멜로디로 질의하거나, 

음악이론적으로 유사한 멜로디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외적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푸가(Fugue)에서 자주 사용되는 

뒤집어진 멜로디 관계가 벡터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다.  

또한 두 마디가 서로 인접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등, 실제 분류과업(classification 

task)에 해당 벡터 표현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포 기반의 멜로디의 벡터 표현을 노래 

유사도 판별, 노래 추천, 커버곡 탐지와 같은 실제 

음악 정보검색 과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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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한국 교통사고 사망 사고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를 하며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통계포털 

KOSIS 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R 의 ggmap, 

Shiny Dashboard 로 분석, 시각화를 하였다. 또한, 

유형별 사고현황분석을 위해 경찰관 2 명, 

노인 10 명, 운전자 41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는 사용자가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으며, 시설, 법률, 

교육 측면에서 제시한 인사이트가 교통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데이터 시각화,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shiny 

Dashboard, 교통사고 예방 

 

1. 서 론 

1.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 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약 5,000 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그림 1 처럼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림 2 에 따르면 여전히 OECD 주요 가입국 중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대한민국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그림 2. OECD 국가 교통사고 비교 

1.2 프로젝트 타겟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타겟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책 

결정자이다.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법안을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타겟은 

경찰 도로교통과 혹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이다. 

현장의 상황의 사고 유형과 가해자 및 피해자 정보 

등 다양한 사고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Shiny 

Dashboard 를 통해 interactive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타겟은 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교육 기관이다. 노인, 어린이 등과 같은 교통 

약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에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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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application 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타겟은 

일반시민 운전자이다. 교통사고의 실태, 각 사고 

유형과 시간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교통사망사고를 파악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문 

2.1 데이터 선정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도로교통공단_교통사고 정보(2018)’와 ‘TAAS’1의 

‘지역별 교통사망사고정보’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TAAS 데이터 내 변수 

‘피해자 나이, 가해자 나이,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날씨’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기존 교통사고 데이터의 ‘발생년월일시분’ 

변수를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 2 가지의 

파생변수를 만들었다. 최종 데이터는 ‘발생지시도’, 

‘사고유형’, ‘법률위반유형’, ‘도로유형’, 

‘가해자유형’, ‘피해자 유형’ 등의 변수를 포함한 

2018 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2  EDA(Exploratory Data Analysis) 및 

교통사고 현황 분석 

공공데이터포털과 TAAS 에서 수집한 2018 년 

전국 교통사고 데이터의 EDA 를 진행하여 각 변수 

별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 

그림 3. 도로형태 별 사망사고 

도로형태 별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그림 3 과 

같다. 기타단일로2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어서 교차로 내, 교차로 부근, 교차로 횡단보도 

내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1  http://taas.koroad.or.kr/,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 단일로 중 터널안, 교량위, 고가도로 위, 지하도로 

내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일로 

 

그림 4. 사고유형 별 사망사고 

그림 4 에 따르면 사망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측면 충돌로 인한 사고가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전복, 보도통행 중 발생한 사고의 빈도수는 적다. 

그림 5. 법규 위반 별 사망사고 

법규 위반 별 사망사고는 그림 5 와 같다. 2018 년 

전국 교통사망사고 기준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망사고 약 85%의 원인이다. 

안전운전 의무3 불이행은 사고 발생 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음주, 신호위반, 과속 등을 포함한 총 12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안전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 48 조 1 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식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Proceedings of HCIK 2021

- 707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http://taas.koroad.or.kr/


그림 6. 가해자 당사자별 사망사고 

그림 6 을 통해 가해자 당사자 종별 사망사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물차, 이륜차, 승합차가 뒤를 잇는다. 

 

그림 7. 피해자 당사자종별 사망사고 

교통사고의 사망 피해자는 보행자,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순으로 많다. (그림 7)

 

그림 8. 요일 별 사망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교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그림 8) 

 

그림 9. 주야 별 사망사고 

그림 9 에 따르면 밤보다는 낮 시간대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림 10.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분포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 인구 분포는 그림 10 과 

같다. 경기도가 600 명 이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11. 지역별 교통사고사망자 비율 

인구대비 교통사망사고 비율은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0.015%이상으로 가장 높다.  

 

그림 12. 사고유형 (대분류) 별 사망 교통사고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중 ‘차대사람’과 

‘차대차’의 사고 비율이 각각 39%에 달하고 

차량단독의 비율은 22%를 차지한다. 

 

그림 13. 연령층별 보행사고 사망자 

‘차대사람’ 유형의 보행사고 중, 연령층별 

사망자의 분포는 그림 13 과 같다. 이를 통해 65 세 

이상의 사망자가 48%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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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도별 보행사고 사망자 현황 

2018 년 전국 교통사고 데이터 외 

도로교통공단의 연도별 보행사고 건수를 

수집하였다. 그림 14 에 따르면 총 보행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3과 그림 14를 통해 노인들의 

교통 사고 실태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이해관계자 조사 

2.3.1. 목적 및 대상  

교통사고 실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관련 

종사자들이 말하는 교통사고실태와 의견을 듣기 

위해, 포항시 북구 경찰서 교통조사과의 경찰관 

2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교통사고 피해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 차례 포항 L 아파트 경로당 

내 노인 10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셋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전자 입장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2.3.2. 방법 

첫째, 교통사고 실무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사고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1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노인 입장에서의 교통 시설의 적절성과 

특정 장소의 위험성, 사고이유와 경험, 예방을 위한 

니즈 등에 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한 12 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약 40 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네이버폼을 사용하여 운전자 41 명을 

대상으로 운전 경험, 신호등이 다른 신호로 

변경되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에 

대한 인식, 교통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8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3.3.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2.3.3.1. 경찰서 인터뷰 

인터뷰 결과, 시설 개선, 홍보, 단속으로 포항 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시설 개선에서는 

가속카메라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 및 펜스 크기 개선, 

신호등 전적색 도입 등의 방법이 실행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커브길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안전을 요하는 곳에 도로를 붉고 

거칠게 포장하여 운전자가 시청각적으로 경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홍보의 경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노인정, 사업버스업체, 퀵서비스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야광모자와 헬멧을 제공하였으며, 

화요일마다 등교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단속의 경우, 가속카메라의 대수를 증대시키고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과속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결과, 교통사망사고는 속도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다르며, 사고의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 

2019 년 포항시 북구 교통사망사고는 11 건으로 

25 건이었던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남구 

역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포항시 북구 

교통사망사고의 특징으로는 2019 년 기준 총 11 건 

중 9 건이 차대 보행자 사고 유형이었으며, 피해자가 

60 대(2 건), 70 및 80 대(7 건)로 노년층인 경우가 

많았다.  

교통사고관련 법은 과속에 대해 법칙금이 

강화되고 구속 범위가 넓어졌다. 차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3.3.2. 노인정 인터뷰 

인터뷰 결과, 노인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변환되는 

시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하며, 현존 교통시설에 

대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반면 주변 살피기, 양보하기 등 사람들의 교통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노인들은 

교통안전교육으로 인한 특혜가 없어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있으며, 신호가 바뀌어도 2~3 초 동안 기다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서로 조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의 처벌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처벌과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들의 생활반경이 집-노인정, 집-

산으로 넓지 않고, 어두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아 주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알아낼 수 없었다. 

2.3.3.3. 운전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1 명 중 운전 경험이 5 회 

이상인 운전자는 41 명이었다. 응답자 41 명 중 신호 

변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을 

경험한 사람은 3 명(5.9%),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36 명(70.6%), 기타인 경우는 2 명(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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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없음 10 명은 운전 경험이 5 회 미만인 

사람으로 운전자의 응답으로 세지 않았다.) 

그림 15. 질문응답 1 ('신호등이 다른 신호로 

변경되기까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을 

보거나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림 16. 질문응답 2 ('신호등이 다른 신호로 

변경되기까지 몇 초 남았는 지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이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 

그림 16 에 따르면, 응답자 41 명 중 신호 변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사용의향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3 명(45.1%),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16 명(31.4%), 기타가 2 명(3.9%)이었다.  

응답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용할 의향이 없다’의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시간을 알면 오히려 

과속 위험’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사용할 

것이다’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 지 파악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에는 

‘네비게이션보다 앱 사용을 선호’, ‘멈출지 갈 지 

예상 가기 때문에 편함’ 등이 있었다. 

그림 17. 질문응답 4 ('운전자 신호등이 다른 신호로 

변경되기까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전자 신호등이 다른 신호로 변경되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또는 네비게이션의 도입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9 명 

(37.3%),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6 명 

(31.4%), 기타가 6 명(11.8%)이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이유는 ‘신호를 예측하고 

사고감소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근거로는 ‘오히려 신호를 건너야겠다는 오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의 이유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속력을 내는 사람이 생겨 

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 

노란불 시 과속’ 등이 있었다.  

 

그림 18. 질문응답 6('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은 법이 30 명(58.8%), CCTV 및 

과속카메라 설치 18 명(35.3%), 도로정비 

13 명(25.5%), 기타가 8 명(15.7%)이었다.  

교통사고에 대한 의견으로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걱정된다’가 많았고, 그 외에 

‘차선지키기, 방향, 비상등 켜기, 정지선에 정차 

지키기 등 기본적인 것에 관한 법규강화와 차선 

최소 폭 준수, 보행자 도로 확보 등 도로정비도 

필요하다.’, ‘도로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할 만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정교한 AI 가 필요하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며, 

자율주행 차량 확산이 되는 지금의 과도기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3. 결과 

3.1 시각화 – Shiny Dashboard 

Shiny Dashboard 는 전국교통사망사고를 

주제로 총 5 개의 탭 (소개 및 개요, 전국 

교통사망사고 데이터, 지도를 통한 파악, 데이터 

분석 사용 예시, 기대효과 및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EDA 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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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에서 최대한 다양한 변수와 교통사망사고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9.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데이터 탭 (Shiny 

Dashboard) 

‘전국 교통사망사고 데이터’ 에서는 다양한 

사고요인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교통사망사고 정보와 지역별 사망자수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지도를 통한 파악 탭 (Shiny Dashboard) 

‘지도를 통한 파악’ 에서는 전국 교통사망사고의 

분포와 각 사고에 대한 정보를 interactive 하게 

지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1. 데이터 분석 사용 예시 탭 (Shiny Dashboard) 

‘데이터 분석 사용 예시’ 에서는 Dashboard 를 

통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교통사망사고 비율 및 

나이대에 따른 교통사망사고 분포를 나타낸다. 

3.2 인사이트 제시 

3.2.1 법

 

그림 22. 법규 위반 별 사망사고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들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비한 

법규를 보완할 수 있다. 

3.2.2 시설 

Dashboard 내 교통사망사고 분포 지도를 통해 

사고 위치와 근처 교통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3.2.3 교육 

연령별 교통사고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나이대에 따른 사고예방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비율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결과 

4.1 기대 및 효과 

Shiny Dashboard 를 통해 경찰, 교통안전교육 

이해관계자 등 교통 관련 업무관계자들이 

교통사망사고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개선, 사고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취약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2 한계점 

현재 구현한 Dashboard 로는 지역 · 연령별 

교통사망사고 분포만을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어, 

그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 중심 설계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기에, 사용자가 Dashboard 를 이용하면서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4.3 추후 진행사항 

4.3.1. Dashboard 를 활용한 예시 추가 

Dashboard 활용 예시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Dashboard 활용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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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로드뷰 기능 추가 

‘지도를 통한 파악’탭에 로드뷰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사건 장소의 도로, 주변 시설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3.3 웹, 앱으로 Shiny Dashboard 구현 

웹, 앱으로 Shiny Dashboard 를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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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여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복잡성이 높은 다차원 

데이터의 분석에서 가상현실과 같은 

실감형(immersive) 매체는 분석가에게 더 높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에서 시각화 매체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또한 시각화 

매체 평가는 별도의 정량적인 평가 척도가 

없기에 설문지로 주관적인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데스크톱 환경을 비교해 사용자가 주어진 

시각화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매체가 미치는 

이점을 다룬다. 우리는 Unity 를 사용해 시각화를 

생성한 후 EMOTIV EPOC+를 통해 뇌파를 

수집한다. 사용자의 뇌파로부터 정신적 작업량 

지수를 산출해 사용자의 정신 노동량을 추정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시각화, EEG  

1. 서 론 

데이터 시각화는 원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쉽게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빅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복잡성의 증가로 다차원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만으로 복잡한 다차원 

데이터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가상현실과 같은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주는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2, 3].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 가능한 매체에는 가상현실과 데스크톱이 

있다. 시각화 매체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에는  

*교신저자 : 장 윤 (jangy@sejong.edu) 

NASA-TLX [4]와 같은 설문이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사용되는 설문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마다 주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기존의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뇌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뇌파에서 정신적 작업량 

지수(Measured Mental Workload; MWL)를 

계산하여 가상현실과 데스크톱 매체가 시각화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우리의 연구는 

해석이 어려운 다차원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 

매체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시각화 

매체를 비교한 연구, 뇌파를 이용해 몰입도가 

높은 3D 와 2D 환경을 비교한 연구, 인지 부하 

측면에서 3D 기술의 유용성을 제안한 연구에 

대해 다룬다. 

Millais et al. [5]은 시각화 매체로 가상현실과 

2D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경험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각화 

매체로서의 가상 현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은 가상 현실과 데스크톱 상에서의 

시각화에 대한 비교 평가를 설문지를 통해 

진행한다. 우리 연구는 설문지뿐만 아니라 뇌파 

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lobounov et al. [6]은 공간 탐색에서 

몰입도가 높은 3D 와 2D 환경을 비교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 공간을 탐색 후 목표 

위치에 도달하도록 요청하여 뇌파를 통해 인지와 

운동 작업에서의 3D 와 2D 환경을 비교한다. 

또한 그들은 가상현실 장비로 스테레오 안경을 

사용했으며 세타파의 전력만 사용하여 뇌파 

분석을 진행한다. 우리 연구는 HMD 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시각화와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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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D/3D 시각화 예시 

가능하며, 세타파와 알파파를 사용해 작업량 

지수를 구하여 비교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Dan and Reiner [7]는 뇌파의 인지 부하 

지수를 통해 인지 부하 측면에서 3D 기술의 

유용성을 제안한다. 그들은 두 개의 피실험자 

그룹을 만들어 한 그룹은 2D 강의 영상을 

시청한 후 3D 강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3D 강의 영상을 시청한 후 2D 강의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그들은 3D 보다 2D 로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며, 3D 영상을 먼저 접한 후 2D 를 

접하는 경우가 작업 간 평균 인지 부하 지수 

차이가 높다고 말한다.  

 

3. 실험 환경 구성 및 실험 

우리는 Unity [8]를 사용하여 시각화를 

구현하였으며, 가상현실 장비로 HTC VIVE 

[9]를 사용한다. 뇌파 측정을 위한 장비로는 

Emotiv epoc+ [10]를 사용한다. 

 

 

3.1 가상현실 시각화 

우리는 실험을 위해 IATK dataset [11], 서울 

열린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를 사용했다. 

데이터 시각화를 생성하고 생성한 시각화에서 

해답을 발견 가능한 질문을 생성한다. 구현 

프로그램으로는 Unity 를 사용하고 IATK toolkit 

 

 

 

그림 2. Emotive Epoc+(좌)와 수집되는 뇌파 채널(우) 

 

그림 3. HTC Vive Controller 

 

을 이용하여 그림 1 과 같이 2D 와 3D 시각화를 

제작했다. 그림 2 는 뇌파를 측정 장치인 

EMOTIV EPOC+이다. 시각화 프로그램에 뇌파 

장치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EMOTIV UNITY Plugin 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EMOTIV 와 장치를 연동하는 씬에서 시작하여 

사전에 지정된 입력을 받으면 2D 혹은 3D 

시각화 씬으로 이동한다. 씬은 7 개가 이어져 

있고 7 개의 씬이 끝나면 데이터 수집이 멈춘다. 

뇌파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환경에서 시각화를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게 컨트롤러를 통한 인터렉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손만 움직이도록 제한했다. 

그림 3 은 가상 현실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이다. 

그림 3 의 A, B, C 는 순서대로 터치패드, 트리거 

버튼, 그립 버튼이다. A 의 위, 아래를 누르면 

시각화를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회전시킬 수 있다. 또한 B 나 

C 를 누르면 시각화를 당겨오거나 멀리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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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motive epoc+와 VIVE 를 사용한 실험 환경 

 

3.2 실험 

실험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8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4 명씩 두 그룹을 나눠 

이틀에 걸쳐 실험을 진행했다. A 그룹은 첫날에는 

VR 둘째 날에는 데스크톱 순으로 시각화 매체를 

경험한다. 주어진 시각화에 맞는 문제 해결 

실험을 진행한 후 사용한 시각화 매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B 그룹은 첫날에는 데스크톱 

둘째 날에는 VR 로 시각화 평가를 진행한 후 

시각화에 맞는 문제 해결 실험을 진행한다. 

사용자 테스트는 그림 4 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한다. 사용자는 EMOTIV EPOC+를 착용한 

후 3 분 동안 주어진 시각화와 함께 제공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면 손을 

들어 음성으로 응답한 후 1 분 동안 설문지를 

작성한다. 

 실험은 총 6 개의 시각화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시각화 당 

2~3 개의 task 가 주어진다. 과제 사이에는 1 분 

씩 휴식을 진행한다. 실험 두 번째 날에는 

이전과 다른 매체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두 번째 

실험을 완료한 후 설문을 진행할 때에는 이전에 

사용한 매체와 비교하여 어떤 매체가 문제해결에 

유용하거나 흥미로운지를 조사한다. 

 

 

3.3 EEG 신호 분석 

EEG 신호는 그림 2 와 같이 14 개의 채널을 

통해서 마커와 함께 기록된다. 마커는 사용자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14 개의 값을 추출한 데이터에서 눈이나 고개의 

표 1 참가자들의 응답결과 

 

그림 5. 뇌파를 사용한 평균 MWL 계산 결과 

 

움직임 등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1~40Hz 

범위로 필터링한다. 필터링 된 데이터에서 

채널별로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별 

스펙트럼을 추출한다. 이를 공간적으로 

평균화하여 인지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진 

알파와 세타 주파수를 추출한다. 세타파와 

알파파의 평균 강도를 계산하여 𝑀𝑊𝐿 =
𝜃
𝛼

 의 

공식을 통해 평균 MWL 을 계산한다.  

3.4 실험결과 

참가자들의 응답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 에서의 Q1, Q2, Q3, Q4, Q5, Q6 은 

순서대로 문제 해결에 정신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정도, 문제 해결에 신체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정도, 시간에 쫓기며 문제를 해결한 정도, 

   Q1 Q2 Q3 Q4 Q5 Q6 

Desk

top 

A M 54.6 30.1 35.9 71.3 57.9 26.1 

SDE 9.0 25.4 9.8 6.1 13.3 20.3 

B M 30.3 16.8 14.4 82.9 48.3 21 

SDE 9.8 13.5 9.4 10.3 16.6 6.7 

VR A M 54.5 54.1 42.6 77.4 73.3 36.4 

SDE 14.4 23.1 8.9 4.3 8.5 12.5 

B M 25.6 29.1 18.1 81.1 53.3 12.5 

SDE 11.8 17.1 12.9 10.4 21.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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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답에 확신을 갖는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도, 문제를 해결하며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도를 뜻한다. 여기서 Q2 와 Q5 의 

점수는 A 그룹과 B 그룹 모두 기존에 VR 이용 

경험이 아주 적거나 없었기 때문에 컨트롤러 

조작 방법에 어려움을 느껴 데스크톱에 비해 

점수가 확연히 높다. 

실험이 종료된 후 참가자들에게 어느 매체가 

더 문제 해결에 유용하고 흥미로웠는지 질문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VR 에서 흥미를 느꼈으나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느끼는 매체에는 차이가 

있었다. A 그룹은 4 명 중 3 명이 VR 이 더 

문제해결에 유용하다고 느꼈다. VR 이 더 

편하다는 입장에는 정보를 담고 있는 축이 하나 

늘어 정보를 얻기 편하다, 축이 많은 차트를 

한눈에 보기 좋고 인지하기가 편하다고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B 그룹은 4 명 모두 

데스크톱이 더 문제해결에 쉽다고 느꼈다. 

데스크톱이 더 편하다는 의견에는 VR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데스크톱이 더 편했다는 의견과 

VR 에서 멀미가 발생한다는 이유가 있었다. 

뇌파를 사용한 평균 MWL 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MWL 이 높을수록 정신적 부담이 

큰데, 이는 설문지의 응답과 비교해보았을 때 두 

그룹 모두 가상현실보다 데스크톱에서 Q1 의 

점수가 낮다는 점과 A 그룹이 VR 을 더 

선호했다는 결과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가상현실을 처음 겪는 참가자들이 

VR ss 익숙하지 않고, 뇌파 수집 과정에서 

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 실험 

과정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에 제한을 두어 발생한 

결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파를 통한 정신적 작업량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시각화 매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데스크톱과 VR 에서 

주어진 시각화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을 때 기존의 설문지를 사용한 매체 비교 

방법과 뇌파를 측정해서 매체를 비교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시각화 매체를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문에서 문제 해결에 이점을 

느끼는 매체로 VR 을 꼽은 참가자들이 

데스크톱을 꼽은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뇌파에서는 VR 을 사용했을 경우 문제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참가자들이 VR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뇌파 

수집을 위해 동작에 제약을 받아서 발생한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VR 환경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진행했을 경우 설문지와 

뇌파를 통한 평가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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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도시계획의 정책 수립과 집행 이후 평가와 모니터링 
하여 도시 정책에 재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 
변화 모니터링은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행정 통계 자료만으로 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실사 영상에 포함된 문자 정보를 
중심으로 도시 변화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향후 OCR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도시 

모니터링 플랫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도시계획, 가로 입면, 도시재생, 네트워크 분석, 거리 

실사 서비스, 광학 문자 인식  

1. 서 론 

도시계획에서 정책결정과 사업 집행 이후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 그러나 대단위의 도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는데 많은 인력 참여와 
비용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거리 
실사 영상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입면 영상을 

이용한 도시 변화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도시 입면 영상에 포함된 문자 정보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통계 자료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도시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근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의 발달로 영상에서 문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7]. 건물 입면에는 간판, 입면 부착물, 안내표지판 
등 다양한 문자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는 도시 환경과 
구성 요소들을 표상하는 정보들이다. 문자 정보들을 

영상에서 추출하여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면, 도시 
형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성요소들의 관계와 

변화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보편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도시 입면 영상의 간판 문자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 분석을 예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기초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세운상가 일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7 년 

다시세운프로젝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세운-청계-대림 상가를 잇는 보행데크가 재정비 

되었다.  세운상가 일대는 제조업 집적지로 제조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 산업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업체는 건물 입면과 간판에 업체 정보, 취급 공정이나 
품목 내용들이 나와있어서, 업체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다. 업체의 입면과 간판에서 추출한 문자 
내용으로 해당 업체와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업종에 따른 관계와 업체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세운~대림상가 3 층 보행데크 동측 구간(이하 
‘보행데크’)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3구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을지로 15 길 양측 구간(이하 
‘을지로 15길’)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보행데크 구간은 
도시재생 사업 직후인 2017년 12월과 2020년 5월을 

비교하였다. 을지로 15길 구간은 세운상가가 존치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인 2014년을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2 년 8 월과 2020 년 5 월을 

비교하였다. 

2.2 연구 방법 

도시의 입면 영상 정보는 기존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로드뷰, 네이버 거리뷰, 

구글 스트리트 뷰 에서 거리 실사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 정보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취득했으며 정확한 위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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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 위해 정사영상을 생성했다[2].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간판의 문자 정보들은 수동으로 

추출하여 기입하였다. 

도시 입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간판 문자 정보는 간판, 
입간판, 입면부착물 3 가지의 종류가 있다.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서는 업체명, 전화번호, 주요 품목 들이 
표기되어 있다. 업체 전면도로에 세워진 입간판 
정보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주요 품목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있다. 업체의 입면이나 문에 부착된 문자 정보들은 
업체명, 취급 품목에 관련된 문자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다. 한 업체에서 같은 용어를 중복하여 표기한 

경우에는 1회만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인 세운 일대는 각 점포가 상호 연관된 
공정과 유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다[6].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상점의 정보를 관계망으로 
분석했다. 취득한 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점포별 
네트워크 분석하고, 각 구간의 변화 전후를 비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Gephi’(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의 노드(Node)는 ‘업체’(00전기, 00정밀 등), 

‘업종’(전기, 정밀 등), ‘품목 및 공정’ (전선, 금속가공 
등)으로 설정 하였다. 네트워크의 엣지(Edge)는 
‘업체-업종’, ‘업체-품목 및 공정’으로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했다. 

 
그림 1 보행데크 정사영상 (2017년 12월) 

3.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 변화 분석 

3.1 입면 영상 수집 

을지로 15길의 2012년 8월 입면 영상은 ‘네이버맵’ 
에서 제공하는 로드뷰에서 확인하였다. 2020년 5월 
입면영상은 360 카메라로 촬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보행데크는 2017 년 12 월 입면영상은 
DSLR 카메라로 입면영상을 촬영하였고, 파노라마 
스티칭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면 정사영상을 

만들었다. 2020년 5월 영상은 360카메라로 촬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2 간판 문자 정보 취득 

연구 대상인 두 구간의 변화 전후 시기별 영상에서  
237 개 업체의 간판에서 문자 정보를 추출하였고, 
1,993 개의 문자 정보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문자 

정보는 업체, 업종, 품목 및 공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2 간판 문자 정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3.3 네트워크 시각화 

• 세운~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구간 

 

 

그림 3 보행데크 구간 간판 문자 정보 네트워크 맵핑 
(위_2017년 12월, 아래_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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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업종 취급품목 및 공정 

2017년 8월 52 17 106 

2020년 5월 53 16 116 

그림 4 보행데크 구간 업종별 업체 수 변화 그래프와 표 

 

• 을지로15길 구간 

 

 

그림 5 을지로 15 길 간판 문자 정보 네트워크 맵핑 

(위_2012년 8월, 아래_2020년 5월) 

 

 

 업체 업종 품목 및 공정 

2012년 8월 81 26 176 

2020년 5월 51 16 130 

그림 6 을지로 15길 구간 업종별 업체수 변화 그래프와 표 

3.4 변화 분석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정비된 보행데크 3 층 구간은 

기존과 비교하여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감소하였고, 
이를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여 창고보다는 상업적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 카페 및 음식점에 업종의 증가는 
보행량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상가 
내부와 관련된 업종인 노래방, 전자, 조명, 박킹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간판과 입면을 새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중심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기타 업종들은 

감소하거나 사라졌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변화한 을지로 15길은 건물이 
철거되어 전체적으로 30개 업체 감소 (기존 대비 37% 
감소)하였다. 금속 가공 업종(금속, 정밀, 용접, 조각, 

금형, 주물)들이 네트워크의 중심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금속’업종은 변화가 없고 ‘정밀’은 기존대비 50% 
감소하였다. 변화 이후에도 금속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관련 
업체들은 꾸준히 노포로 인기를 끌어, 자체적인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있다. 중심 클러스터와 연결이 

안된 부품 관련 업체(부품, 배관, 베어링, 볼트)들은 이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감소 하였다. 

표 1. 보행데크, 을지로 15길 네트워크 변화 분석 내용 

 변화 분석 내용 

보행

데크 

 

전자, 노래방, CCTV 업종이 중심클러스터 
형성. 

카페 및 음식점 업종 증가. 
창고 공간 줄어들고 다른 업종 유입. 
디자인 스튜디오, 소품샵 등 새로운 업종 유입. 

박킹과 조명 업종은 변화 거의 없음. 
동호회, 게임장, 스티커 등 기타 업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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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로 

15길  

전체적으로 30개 업체 감소, 10개 업종 감소. 
금속 가공 업종(금속, 정밀, 용접, 조각, 금형, 

주물 등)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성. 
‘금속’은 업체 감소 없어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비중 높아짐. 

‘정밀’ 업종 10개 업체 감소 (50% 감소).  
‘음식점’ 업종은 변화 없음. 
다른 가공과 네트워크 연결이 적은 부품, 배관, 

베어링, 볼트 업종들은 감소하거나 사라짐 

 

3.5 분석 검증 

분석의 검증을 위해 을지로 15 길이 관통하는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3-1,4,5 구역의 이주 업체 조사 내용 

(39 개 업체 이주 내용 조사_세운협업지원센터 
_2018.12) 과 비교 하였을 때, 세운상가로부터 5km 
이상 이주 혹은 폐업한 업체는 전체의 15.4% 였으며, 

배관, 볼트, 용접기, 부품 관련 업체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비사업 이전의 네트워크에서 
중심클러스터와 연결 되어있지 않고, 변화 이후 

사라지거나 감소한 업종들과 공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 내용과 네트워크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금속 가공 업종 보다는 부품 관련 

업종들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거리 실사 영상과 입면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간판 문자 정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업체 이주 
조사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도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변화와 관계를 확인하는데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수동으로 문자 정보를 
추출하였으나, 향후 OCR인식 기술을 적용, 영상에서 

자동으로 문자 정보를 추출이 가능하다. 자동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변화 분석을 다양한 시간대와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 행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성, 지역 활성화,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지표 연구와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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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숙련 디자이너 일자리 수요의 증가는 공급 증가 속

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

정한 프리랜서 고용 구조 속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공자 및 (웹)문서/이미지 디자이

너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청년 디자이너, 지방 

출신 디자이너, 경력 단절 여성들을 디자인 업무를 필

요로 하는 교육가, 사업가, 기업과들과 일을 매칭 함

으로서 본인 실력에 맞는 인턴십 기회를 갖고, 디자

인 의뢰고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단계

별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디자이너, 일자리, 매칭 플랫폼, 웹 디자인 

 

 

1.서론 

1.1배경 
높은 청년실업률과 인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 혹은 추가로 일할 의사를 가진 청년들 

포함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에 기업은 소위 말해 

갑이 되었고 청년은 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티슈인턴(티슈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진다는 의미)과 

같은 인턴십의 문제가 발생하며 일을 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 아닌 일을 찾기 위한 스펙이 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이나 교육현장에서는 

PPT,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요구하지만 학교 공통 

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기술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비전공자들이 이러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디자인과 

졸업생의 수는 11,411명, 응용 예술의 경우 

6,224명인데, 이들의 인력을 활용한 수준별 디자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렇게 청년인력들이 실력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1.2 플랫폼의 목적과 필요성 

기존의 교육과 인턴십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성장기회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요구하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초보 디자이너의 갭을 해소시키는 공개된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의 

요구사항과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디자인을 매칭할 

수 있는 O2O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 

환경을 통해 유동적 디자인 의회 상황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시스템을 제공 해야한다. 

그림1 디자이너 매칭 방식 

 

2. 본문 

2.1 서비스 및 구성도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디자이너의 성명, 

경력, 강점, 시급, 수상경력,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 고객이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정된 내용 및 단 순 

이미지를 구매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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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 의뢰자는 지속적인 자료의 업데이트 및 

실시간 관리 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상단 메뉴바에 들어가게 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웹페이지 상단 메뉴바 

 

 

About Us –회사 소개 및 디자이너 역량 단계 설명 

디자인 맡기기- 원하는 디자인상품 주문 

디자인 일하기– 디자이너 역량 설문조사 및 회원 목록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수강 코스- 미향디 자체개발 학습 튜토리얼 및 

유튜브 학습 목록 정리 

 

 

 

 

5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About Us’ 에 

소개 되어 있듯이 이 플랫폼을 통해 디자이너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단계를 부여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디자인 

맡기기’에서 의뢰자는 필요한 디자인 서비스를 

원하는 단계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뢰할 수 있다.  

‘디자인 일하기’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경력과 외주 

경험, 다룰 수 있는 디자인 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단계를 부여 

받게 된다. 

디자이너 역량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3 디자이너 역량 단계 

 

경력과 시급에 따라 제일 초보 단계인 

‘밀’단계에서부터 ‘밀가루’,‘반죽’, ‘조각케이크’,‘2단 

케이크’,‘웨딩케이크’까지 총 6개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디자이너들은 일자리 매칭을 통해 경력을 쌓거나 

자체개발 학습 튜토리얼을 시청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림4 웹페이지에 게시된 학습 프로그램 

 

 

학습 튜토리얼은 각 프로그램별로 초급, 중급, 고급의 

세 가지 단계에 맞춰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그림5 학습 튜토리얼 영상 

 

학습 튜토리얼은 포토샵, 노타빌리티, 루마퓨전, 

파워포인트, 워드로 총 6가지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이 

영상이 제공되어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사업, 기업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디자인 

의뢰자들은 원하는 디자인 상품에 필요한 디자인 

툴이나 전문 디자이너의 시급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필요 없이 플랫폼 자체에서 그 단계와 실력에 맞는 

디자이너를 직접 매칭하기 때문에 검색과 정보 

수집에 대한 시간을 투자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보통 7일 

이내에 내부회의를 통해 매칭이 되며 결과물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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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받아 볼 수 있다.  

그림6 디자이너 외주 작성 페이지 폼 

 

 

3.디자인 제안 

3-1사용성 평가 
웹페이지의 활용성을 실험하기 위해 함께 pre 

UT(Usability Test)를 진행했다. UT 참여자들에게 

웹페이지에서 디자이너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라는 

미션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UT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두 가지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7 외주 플랫폼의 단점에 관한 설문조사 

 

첫 번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었다. Google과 Facebook을 

통해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였다. 이에 대해 

‘Naver’나 ‘Kakao’ 연동 등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는 해결책이 나왔다. 

두 번째, 디자이너들이 본인 홍보용 게시물을 작성할 

때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시물 작성 탭을 찾는 

데까지는 평이하였지만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몰라서 막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편의성, 공정성을 위해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해결책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외주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아쉬웠던 점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작업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컸다. 

 

3-2.사용자 테스트 
설문지를 통한 사용자 테스트(User Test)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작업 제작을 할 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15개의 응답중 80%가 유튜브를 통해 학습을 하였고 

이어서 13%는 혼자서 계속 터득해 본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림8 디자이너 프로그램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그림9 유튜브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이어서 유튜브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경우 겪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46.7%가 ‘찾고자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광고 영상으로 배움의 흐름이 

끊기는 것’과 ‘전문가와 1:1문의가 어렵다는 것’이 

각각 20%를 차지 하였고 나머지 13.3%는 ‘내가 아는 

부분까지도 같이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림10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유튜브에는 무료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 튜토리얼을 무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튜브 학습영상 이용시 

불편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3-3. 보완점 
웹사이트 사용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미향디의 

목적을 알기 쉽고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직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또한 디자인 

단계부여에서 ‘밀단계’부터 ‘웨딩케이크 단계’까지 

위로 올라가는 성장형 시스템이 재미있으며 성취해 

나갈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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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연동시스템 구현과 게시물 작성 시 

가이드라인 제시와 상세항목의 이름변경 등의 보완할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11 매칭 결과물과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나아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등록된 디자이너의 작업물을 

꾸준히 홍보, 관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해시태그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프로그램 학습을 할 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서 그 불편함으로는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유튜브의 디자인 학습 관련 기능 목록을 시간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유튜브 

학습 모아보기’라는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원하는 

부분을 바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림12 유튜브 학습 튜토리얼 페이지 

 

4. 결론 

4-1본 연구의 중요성  
지금까지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은 가격으로 디자이너를 줄 세우고 있으며 

의뢰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문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기존의 서비스와 다르게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튜토리얼 학습기능, 실력테스트를 통한 고객 매칭, 

개별적으로 고객과 소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함에 의의를 두고 있다. 

단계별로 준비된 디자이너들은 수준별 매칭을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제공하고 요구된 시간 

안에 최적의 산출물을 내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기존의 

플랫폼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4-2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디자이너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지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취시키며 

지역에 무관하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의 안정적 진입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취향 변화라던가 프로그램 연동, 

저작권 문제, 디자이너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손 쉬운 

업그레이드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고객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영어버전을 

출시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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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학수사의 한 기법으로 지문인식은 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들은 여러 지문들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문을 

이용한 범인 식별이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겹쳐진 지문들을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처리 

기법 중 하나인 GAN 을 적용하여 겹쳐진 지문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 관측하기 위해 이미지 

채색 기법을 적용시켜 겹쳐진 지문을 분리했다. 이 

기법을 이용해 분리한 지문이 온전한 지문과의 

일치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고 

학습 모델 구성과 학습량에 따라 일치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50%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의 경우 분리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대규모의 학습을 추가할 경우, 일치도가 높은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중첩 지문 분리, cGAN, 딥러닝, 과학수사  

1. 서 론 

1.1 연구배경 

과학수사의 한 기법으로 지문인식 기법은 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문은 범죄자를 

단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채취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완전한 형태로 채취되는 경우는 드물고, 

남겨진 지문의 면적이 작아 온전히 지문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다른 지문이 겹쳐진 형태로 

남겨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겹쳐진 

지문을 잘 분리할 수 있다면 지문을 이용하는 

과학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 

수사 과정에서 지문 전문가는 겹쳐진 지문을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다. 겹쳐진 지문을 

온전한 지문의 형태로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기술이 확보될 경우, 이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었던 중첩 지문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미제 

사건을 다수 해결할 수도 있다.  

 

그림 1 현장에서 발견된 겹쳐진 지문 사례 [1] 

1.2 기존 연구 

기존의 지문을 분리하는 방식은 이완 

라벨링(Relaxation labelling)을 이용해 지문의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푸리에 분석(local Fourier 

analysis)를 통해 겹치지 않은 지문들의 

orientation 을 토대로 겹쳐진 지문을 분리한다. 

Gabor filter 를 사용해 지문의 형태를 강화시켜 

정확도를 높힌다[1][2]. 이 방식의 지문 분리 

방식은 부분적인 온전한 지문이 존재하여야 하고 

지문 특징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인식에 

필요한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딥러닝 이미지처리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지문을 분리하는 연구가 있다. [2]  

2. 본문 

본 연구에서는 cGAN 을 사용하여 중첩된 

지문을 분리하고자 한다.  

2.1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쓰이는 기법 중 하나인 

GAN 은 생성자(Generator), 구분자 

(Discriminator) 로 나누어 서로를 학습시킨다[3]. 

생성자는 구분자가 진위 판별을 하기 어렵도록 

데이터를 생성해가고 구분자는 생성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진위 판별을 하게 된다.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생성자는 구분자가 진위 판별을 하기 

힘든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고 구분자는 데이터의 

진위 판별을 더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다. 

2.2 cGAN 을 이용한 이미지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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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N 은 GAN 과 달리 생성자가 condition 을 

가지고 input image 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output image 가 결정되는 기법을 뜻한다. 

image-to-image translation 작업에 많이 

사용되며 흑백 이미지를 채색하는 작업에도 

쓰인다. 이 기법은 신발과 핸드백 같은 물체의 

테두리 선과 이미지 사이의 mapping 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3]. 지도와 위성 

사진의 변환, 낮의 사진을 밤의 사진으로 변환, 

건물 윤곽을 실제 건물 사진으로 변환 등과 같이 

condition(output)이 정해진 이미지 변환에 많이 

쓰인다. 지문 이미지의 선은 일반 이미지의 

테두리보다 복잡하지만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 학습 데이터 구성 

겹쳐진 두 지문에 cGAN이 다른 지문에 다른 

색을 칠하도록 하여 두 지문을 분리하려고 한다. 

겹쳐진 지문에서 오른쪽 지문은 빨간색을 칠하고 

왼쪽 지문은 초록색으로 칠하도록 학습시킨다. 

이때 겹쳐진 부분은 색이 섞여 노란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 과정을 모델에 학습시켜야 

하므로 여러 장의 채색된 겹쳐진 지문 이미지와 

단색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미 겹쳐진 지문에 

채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온전한 지문 

2개를 선택해 미리 채색하고 인위적으로 겹쳐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다. 아래 그림2는 온전한 

지문에서 학습시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cGAN 이미지 채색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원래의 겹쳐진 지문이 입력 데이터로 

필요하고 서로 다른 지문들이 다른 색깔로 

칠해져 겹쳐진 이미지가 출력 데이터(조건)으로 

필요하게 된다. 

2.4 cGAN 모델 구성 

생성자가 흑백의 겹쳐진 지문 이미지 파일을 

받아 색칠된 겹친 지문 이미지 파일로 변경시켜야 

한다. 생성자는 생성한 이미지가 최대한 실제 

이미지와 비슷해야 한다. input 이미지와 output 

이미지의 픽셀은 같기 때문에 UNet 

Architecture 로 구성해 input layer 와 output 

layer 를 서로 연결하여 구축했다. downsampling, 

upsampling layer 를 stack 을 쌓아 

Convolutional layer 를 구성했다. 

256x256 픽셀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downsampling 을 수행하고 다시 upsampling 을 

통해 256x256 픽셀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도록 

했다. 생성자는 구별자가 생성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구별하도록 학습하기 위해 sigmoid 

cross-entropy loss 를 사용했고 실제 이미지와 

생성이미지간의 loss 를 구하기 위해 L1 loss 를 

사용했다. 구별자도 sigmoid cross-entropy 

loss 를 사용해 학습시켜 생성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학습데이터 구성  

3. 모델 학습 및 성능 측정 

3.1 모델학습 

256x256 픽셀의 50,000 장의 겹쳐진 지문의 

input 이미지, output 이미지를 만들어 학습 

데이터를 선정했고 epoch size 는 50, batch 

size 는 4 로 설정해 총 25 시간에 걸쳐 학습을 

진행했다. 그림 3 은 학습을 마치고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지문 2 개를 선택해 흑백의 겹쳐진 

지문 이미지를 입력해 나온 결과이다. 

 

그림 3 학습 결과 (왼쪽 Input Image, 가운데 Ground 

Truth, 오른쪽 Predicted Image)  

3.2 지문 분리 및 일치도 검사 

색칠된 겹쳐진 지문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다시 

온전한 두 지문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처리 도구인 ImageMagick 으로 

색을 분리시키고 흑백 지문 이미지로 변환시켜 

온전한 지문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4 지문 분리 후 비교 

그림 4 에서는 원래의 온전한 지문을 겹쳐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두 온전한 지문으로 

분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제 분리된 두 온전한 

지문이 원래의 지문과 일치하는 정도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두 지문과의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SourceAFIS 오픈소스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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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AFIS 는 두 지문간의 유사도를 보여준다. 

지문의 특징점(minutiae)을 분석해 비교하고 

거리를 분석하고 점수를 측정한다[5]. 거리 점수가 

40 점 이상이면 두 지문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의 분리된 온전한 지문들과 원래의 

온전한 지문을 점수를 측정한 결과 왼쪽지문 

27.58, 오른쪽지문 42.44 점이 측정되어 오른쪽 

지문은 일치하지만 왼쪽지문은 지문의 형태가 

많이 손상되어 불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3.3 모델 개선 분석 

학습 데이터량, epoch size, batch size 를 

다르게 하여 학습량에 따라 모델이 개선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10 개의 

새로운 지문들을 선택해 5 개의 겹쳐진 지문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 지문 이미지를 이용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성능 평가는 생성된 

이미지에서 겹쳐진 지문을 분리하고 원래의 

지문을 SourceAFIS 를 통해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3 개의 모델을 만들었고 

model_1 은 2000 개의 데이터와 epoch size 20, 

batch size 10 으로 학습, model_2 는 10000 개의 

데이터와 epoch size 40 batch size 5, model 

3 은 50000 개의 데이터와 epoch size 50 batch 

size 4 로 학습했다. 

표 1 은 3 개의 모델로 지문을 분리하고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Sample Model 1 Model 2 Model 3 

A Left  23.4   34.7   34.4  

A Right  41.4   41.7   41.6  

B Left  21.7   25.5   26.4  

B Right  37.2   39.4   39.8  

C Left  19.4   30.1   28.5  

C Right  28.8   40.6   42.4  

D Left  28.1   42.3   44.4  

D Right  36.6   40.1   41.0  

E Left  22.7   29.2   28.7  

E Right  39.0   41.1   41.2 

Average 29.8  36.4 36.8 

4. 결론 

이미지처리 기법 중 하나인 GAN 을 사용해 

지문을 분리했다. cGAN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 

채색 기법을 지문 분리에 사용했다. 분리한 지문과 

본래의 지문의 일치도를 비교해 모델의 성능을 

측정했고 학습량을 설정해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학습량에 따라 성능이 좋아지는지 

관측했다. 분리한 지문들이 모두 원래의 지문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모델의 학습량이 증가할수록 

일치도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모델의 개선점을 마련한다면 높은 일치도의 

성능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지문 이미지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미지를 

딥러닝을 통해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도 하여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처리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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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가상 현실 환경에서의 움직임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자리걸음의 앞, 뒷걸음을 

다양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하여 

사용자의 앞, 뒷걸음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상 현실 환경에서의 앞, 뒤 

제자리 걸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andom Forest 에서 개인화 

모델 기준 평균 92%의 정확도로 앞, 뒷걸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가상 현실 

시스템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자리 앞, 뒷걸음을 사용자 별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Human-Computer Interaction, Virtual Reality, 

제자리 걸음 

1. 서 론 

최근 가상현실(VR)관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컨텐츠가 무수히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현실세계와의 상이함 때문에 멀미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고, 이는 자연스레 사용자 

경험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무한한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가상 현실과 달리, 실제 공간의 크기는 

유한하며, VR 컨텐츠 또한 실제 공간의 크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자리 

걸음을 통하여 VR 에서의 움직임을 적용시켜 주는 

VR treadmill<그림 1> 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조차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만약, 최소한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앞으로, 혹은 뒤로 가는 듯한 움직임을 

인식하여 이를 가상 공간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제자리 

걸음 만으로 무한한 가상현실속의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Unity 를 활용하여 구성한 

가상 현실 환경에서 Vive Tracker 를 통해 가상 현실 

내부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5 가지 머신 러닝 

알고리즘(K-Nearest Neighbor, Support Vector 

Machine, Decision Tree, Random Forest, Linear 

Regression)을 통해 해당 데이터가 앞 걸음과 

뒷걸음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VR treadmill 기반 장비 사용 모습 

2. 본문  

2.1 사용자 스터디 

머신 러닝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다. 

 

그림 2. 사용자가 센서를 착용한 모습 

1) 사용자가 VR 헤드셋, 허리 센서, 오른쪽 및 왼쪽 

발에 Vive Tracker 센서를 착용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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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ty 를 통한 VR 환경 <그림 3> 내 제한된 범주에 

한해서, 제자리 앞 걸음과 제자리 뒷 걸음을 각 

10 초씩 총 2 분간 번갈아 가며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가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 현재의 행위가 앞 

걸음인지, 뒷 걸음인지 가상 환경 내부에서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센서 데이터와 함께 

수집하였다(e.g., 컨트롤러의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걸으면 뒤로 걷기, 누르지 않고 걸으면 앞으로 걷기). 

3) 헤드셋, 허리, 오른쪽 발, 왼쪽 발로부터 도출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머리, 허리, 양 발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각의 x, y, z 좌표값과 컨트롤러 조작을 통하여 

구분되는 앞 걸음 혹은 뒷 걸음을 표시하는 

데이터(forward, backward)를 레이블로 활용하여 

수집하였다<표 1>. 

표 1. 수집 데이터 및 의미 

구분 Feature 의미 

머리 Head_pos.x 머리의 x 축 위치 좌표 

Head_pos.z 머리의 z 축 위치 좌표 

Head_pos.y 머리의 y 축 위치 좌표 

허리 Waist_pos.x 허리의 x 축 위치 좌표 

Waist_pos.z 허리의 z 축 위치 좌표 

Waist_pos.y 허리의 y 축 위치 좌표 

발 Left_pos.x 왼쪽 발의 x 축 위치 좌표 

Left_pos.z 왼쪽 발의 z 축 위치 좌표 

Left_pos.y 왼쪽 발의 y 축 위치 좌표 

Right_pos.x 오른쪽 발의 x 축 위치 좌표 

Right_pos.z 오른쪽 발의 z 축 위치 좌표 

Right_pos.y 오른쪽 발의 y 축 위치 좌표 

 

 

그림 3. User Study 를 진행한 VR 환경 

 

2.2 데이터 전 처리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안정적인 앞/뒷걸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전후로 5 초는 

제외하였다. 0.02 초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역시 

충분히 짧다고 판단되는 0.1 초 간격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서대로 수집된 5 개 행의 데이터를 평균 

내어 활용하였다.  

 

2.3 머신 러닝 모델 적용 및 결과 

전 처리된 데이터로 각각 K-Nearest Neighbor 

(KNN), Support Vector Machine (SVM), Decision 

Tree (DT), Random Forest (RF), Linear Regression 

(LR) 모델에 적용하였다. 모델의 성능 측면에서, 

개인화 모델과 전체 모델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 별로 수집된 데이터만을 활용한 모델을 

구성하고,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또한 

구성하였다. <표 2>은 전체 20 명의 사용자로부터 

모델 별로 추출한 accuracy 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각 모델별 Accuracy 

Model 전체 모델 개인 모델 평균 

KNN 0.88 0.89 

SVM 0.78 0.84 

DT 0.88 0.91 

RF 0.92 0.93 

LR 0.74 0.81 

 

 

그림 4. 전체 사용자 대상 feature importance 

또한, 전체 모델과 개인화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feature 들의 양상을 확인 및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4>에서는 전체 모델로부터 추출한 feature 

importance 를, <표 3>에서는 20 명의 사용자 별로 

추출한 20 개의 feature importance 로부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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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20 개의 

feature 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 각 사용자 별 feature importance 최댓값을 나타낸 

feature 들의 구분 별 합계 

구분 Feature Num 합계 

머리 
Head_pos.z 3 

4 
Head_pos.y 1 

허리 
Waist_pos.z 1 

2 
Waist_pos.y 1 

발 

Left_pos.x 1 

14 Left_pos.z 4 

Right_pos.z 9 

합계  20 20 

3. 결과 분석 및 결론 

머신 러닝 모델에서는 모든 알고리즘의 경우에서 

개인화 모델이 전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Random Forest 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accuracy 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20 명이라는 많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해당 정확도 93%는 

가상 환경에서 제자리걸음의 앞/뒤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보인다. 

 또한,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Random Forest 의 

feature importance 에서, 발, 머리, 허리 순서로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표 3>에서 각각의 

사용자별 최댓값의 feature importance 를 가지는 

feature 들의 구분 별 합계와 동일한 결과이다. 앞선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앞걸음과 

뒷걸음을 실행할 때의 구분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발의 위치가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보여 

진다. 만일 제자리에서 걸음에서의 앞걸음과 

뒷걸음의 구분이 완벽히 가능 해지고, 이를 

가상현실에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반영할 수 있다면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움직임의 측면에서 

가상 현실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몰입도가 증진된 

다양하고 방대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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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E4 를 착용한 사용자의 

생체신호인 3-axis accelerometer, PPG 

sensor 를 이용하여 측정한 blood volume pulse 

(BVP), 피부의 전기적 특성의 지속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EDA sensor, 온도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이러한 생체 신호들이 사용자의 감정과 

가지는 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머신 러닝의 

decision tree 와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arousal (high, low), valence (positive, 

negative)의 양상에 따라 4 가지로 분류한 감정 

분류 모델에서 F1-score 기준 60-70%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생체 신호를 활용한 

감정 예측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다. 

주제어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감정, 생체신호 

1. 서 론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사용자가 이동 또는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나 

의복에 착용 가능하도록 작고 가볍게 개발되어 

신체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와 소통 가능한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행동이나 행복, 긴장, 화남 등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들의 방해 없는 측정이 

가능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활용분야를 토대로 피트니스/웰빙, 

헬스케어/의료, 인포테인먼트, 군사 등의 매우 

다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어, 그 활용분야는 높다. 

최근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는 현대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E4 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체신호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사람의 감정 분석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 웨어러블 기기 시장성장률 예측  

본 연구에서는, E4 라는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로는, 3-axis accelerometer(acc_x, 

acc_y, acc_z), 심박수 센서인 PPG sensor 를 

이용하여 측정한 blood volume pulse (BVP), 

피부의 전기적 특성의 지속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EDA sensor, 온도 등이 있다. 데이터 셋에 포함된 

감정 레이블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생체 

신호들이 사용자의 arousal, valence, cheerful, 

happy, angry, nervous, sad, boredom, 

confusion 등의 감정 중 특히, 조합에 따라 여러 

감정의 의미를 가지는 arousal, valence 의 변화에 

주목하여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한다. 

 

2. 본문  

2.1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생체신호로부터 감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스트에서 수집한 데이터 

셋을 활용한다 [1]. 이 데이터셋은 28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E4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10~15 분간의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진행하였다. 

Arousal, valence, cheerful, happy, angry, 

nervous, sad, boredom, confusion 등의 

여러가지 감정들은 토론을 끝낸 후 토론자 본인, 

토론 상대자, 외부의 관찰자들의 응답을 통합하여 

1(매우 낮음) ~ 4(매우 높음)으로 레이블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ousal (high, low),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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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negative)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특히, 

이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할지에 주목하였다.  

2.2 데이터 전 처리  

가장 먼저 각기 다르게 수집된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E4에서 추출된 

raw데이터에는 timestamp별로 추출되어 있는데 

3-axis accelerometer, BVP, EDA, 온도 

데이터의 측정이 시작되는 시간과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는 수집 주기가 달라서 데이터 

수집 시작 시간과 수집 주기를 맞춰주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시작 시간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별로 일정한 수집 간격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동기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주기의 경우, 3-axis accelerometer는 

32Hz, BVP는 64Hz, EDA와 온도는 4Hz 단위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값을 1Hz 

(1초)단위로 평균을 내서 전 처리를 해주었다. 

<그림 2>는 시간 단위로 E4에서 측정한 생체 

신호들을 1초 단위로 전 처리한 결과이다. 

 

그림 2. 3-axis accelerometer, BVP, EDA, 온도 

데이터 전 처리 결과 

 

그림 3. 2 차원 arousal, valence 모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위의 <그림 2>와 같이 

arousal 과 valence 감정이 나타내는 양상에 따라, 

nervous, sad, relaxed, happy 등과 같은 다른 

감정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선행연구 결과를 우리의 데이터셋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우리 데이터셋의 레이블링 

결과 중 arousal 과 valence 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arousal 과 valence 의 결과는 둘 다 설문조사를 

통해 1~4 로 1 초단위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arousal 이 1 ~ 2 인 경우, low arousal, 

3~4 인 경우, high arousal 로 분류하였고 

valence 가 1 ~ 2 인 경우, negative valence, 

3~4 인 경우 positive valence 로 분류하였다. 

밑의 표 3 은 위의 기준에서 low arousal, 

negative valence 를 0 으로 분류, high Arousal, 

negative valence 를 1 로 분류, low Arousal, 

positive valence 를 2 로 분류, high Arousal, 

positive valence 를 3 으로 분류하였고 <표 2>와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 새로운 label 분포 예시 

참여자 0 1 2 3 

15 1 30 51 42 

19 1 39 9 76 

 

비교적 분포가 고른 참가자인 15 번과 19 번 

참가자 대상으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나타내어 보았다.  

2.3 모델링 

x 축의 factor 로는 데이터 전 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acc_x, acc_y, acc_z, bvp, eda, temp 를 

사용하였고 y 축 label 은 arousal – valence 를 전 

처리한 데이터를 one-hot encoding 하여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은 scikit-learn 에서 

제공하는 Decision Tree 와 Random Forest 를 

사용하였고 training set 을 5-fold 교차검증을 

해주었다. 

2.4 성능 

<표 3>은 Decision Tree 를 이용하여 

accuracy 와 f1-score 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3. Decision Tree 성능표 

참가자 Accuracy F1-score 

15 67.74 69.92 

19 65.62 64.84 

 

<표 4>는 Random Forest 를 이용하여 

accuracy 와 f1-score 를 측정한 결과이다. 

Y 축의 label 에 1,2,3 에 매우 편중된 것을 

고려하여 3 개의 label 이라고 하여도 60%대의 

유의미한 Accuracy 와 f1 score 을 얻을 수 

있었다.  

표 4. Random Forest 성능표 

참가자 Accuracy F1-score 

15 61.29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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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1.87 73.27 

 

3. 결론 

본 논문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E4 를 착용한 

실험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실험자의 감정, 

특히 arousal, valence 에 기반한 감정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선정된 15 번 실험자의 

감정 데이터셋이 1,2,3 번 데이터에 몰려 있다는 

한계점과 19 번 실험자의 1,3 번 데이터에 몰려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지만 그래도 이 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있다는 점에서 2 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가 자들의 

데이터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Random Forest 에서 F1-score 

기준 약 70%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소와 다른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순간을 인식하기 위하여 abnormal 

detection 의 측면에 주목하여 모델을 구성하거나, 

조금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 셋을 

활용한다면, 모델의 성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분류된 감정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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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의 

하나인 ‘코스모스’를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1(N=77)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2(N=9)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 부족, 기종에 따른 차이, PC 와의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사용성 

평가, 인터뷰를 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사용성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데 차별성을 지니며 본 연구의 결과는 e-

Learning 솔루션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코스모스, 사용성 평가, 이러닝솔루션, 디자인 개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 서 론 

1.1 연구배경 

이러닝(e-Learning)은 시간·공간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풍부한 학습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1,2,3,4].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이러닝과 온라인 기반 학습,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의 강의실 기반 학습을 진행하면서 

보조적으로 공지사항·학습자료 업로드의 용도로 

활용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5]. LMS 에서는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한 학습 

콘텐츠에 대한 관리, 과제와 관련된 활동, 온라인 시험, 

토론이나 토의, 학습 진행 관리, 채팅이나 팀 활동, 그룹 

관리를 통한 팀 그룹 학습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6]. 대부분이 

대학에서 LMS 의 역할은 수업을 보조하는 용도였으나 

코로나 19 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화로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이러닝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하며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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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45 개 대학이 사용 중인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였다[7]. 온라인 학습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성 

평가가 단일의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과제 수행과 프로토콜,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당 

앱의 사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발생하는 

주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사용성 문제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실제 앱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2. 본문 

2.1 설문조사 

2.1.1 설문 응답자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7 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설문 기간은 10 월 30 일부터 11 월 3 일까지 총 

5 일이었다. 현재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학생 82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남녀 비율은 남자 

28 명(36.4%), 여자 49 명(63.6%)이며, 평균 나이는 

약 만 21.15 세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간은 3 개월 

미만이 30 명(39%), 3 개월 이상부터 6 개월 미만이 

12 명(15.6%), 6 개월 이상부터 1 년 미만이 

14 명(18%), 1 년 이상이 21 명(27.3%)이었다.  

2.1.2 문항  

문항은 애플리케이션 사용 실태(예, 접속 빈도, 사용 

기기 등) 및 주요 기능인 강의 듣기, 출석 확인, 과제 

제출, 일정과 관련된 만족도와 PC 버전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29 개로 구성되었다. 네이버 폼을 이용해 

설문을 작성하였고, 표본을 수집하였다.  

2.1.3 설문조사 결과 

결측치를 제외한 77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문 

응답자가 사용 중인 스마트폰 기종은 Samsung 기종 

36 명, Apple 기종 36 명, LG 기종 5 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하루 평균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 접속 

횟수는 1 회~5 회로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즉, 

모든 응답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적어도 하루에 

1 회 이상은 접속하였다. 참여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알림 확인(강의 일정, 과제 

마감 기간 등)이  66 명(8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동영상 강의 37 명(48.1%), 출석 확인 

24 명(31.2%), 실시간 강의 20 명(26%)순이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 의 사용은 ‘PC’ 

56 명(72.7%), ‘애플리케이션’ 17 명(22.1%), ‘다른 

장치 이용 경험 없음(한 가지 장치만 사용)’ 

4 명(5.2%)으로 PC 사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강의의 음량 조절 기능(18.2%)과 시간 조절 

기능(14.3%), 배속 조절 기능(11.7%)은 화면을 

문지르는 조절보다 버튼을 통한 조절이 편리하다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각 강의의 과제 제출 여부와 전체 

강의의 출석 현황, 전체적인 과제 마감일의 확인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의 

개선방안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한 서술형 문항에서는,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응답으로 재생 시간 조절의 불편함, 동영상을 멈추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다가 재접속하면 처음부터 

재생해야 하는 번거로움, 재생했으나 출석률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동영상의 음질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제출되었다. 과제 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정까지인 

과제는 1 시간 미만 전에 보면 남은 시간에 오류가 나는 

점이 응답으로 나왔다. 일정 기능에 대해서는 예정된 할 

일에서 동영상 강의 업로드 알림과 과제를 분리해주는 

것, 출석 인정 기간이 아닌 한 주 단위로 일정을 끊어 

보여주는 것, 다른 일정 애플리케이션처럼 일정을 좀 더 

가시성 있게 표시해줄 것이 응답으로 나왔다. 

애플리케이션 관련으로는 데이터를 켜지 않고 접속할 

경우 강제 로그아웃이 되는 점, 반영되지 않는 출석, 

늦게 오는 알림, 동영상 강의에서 되감기를 하기 위해 

화면을 문질렀을 경우 음량이 조절되는 점이 응답으로 

나왔다. PC 비교 관련에는 PC 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모바일에서는 호환이 안 되거나 조회가 안 돼 

불편하다는 응답이 제출되었다. 

2.2 사용성평가와 인터뷰 

2.2.1 연구 참여자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중인 대학생 10 명을 

사용성 평가 및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강원도 소재의 H 대학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학에서 참여자가 모집 되었다. 

연구 중 연구자의 실험 숙지 미숙으로 시나리오 

1~2 번에서 검은 화면을 반복하는 오류가 생겨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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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해진 참여자 한 명을 제외했다. 최종 분석에는 

9 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8 세(SD=1.33)였으며, 기종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을 한 결과로 Samsung 기종 4 명, Apple 기종 

4 명, LG 기종 2 명이 모집 되었다. 

2.2.2 측정도구 

사용성 평가 과제로 강의 듣기, 과제 관련, 출석 관련의 

자주 사용되는 기능으로 구성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시나리오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으로(예, 당신은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슬라이드 

하여 10 초 이전으로 재생해보세요.) 동영상 시간, 

동영상 재생 음량, 재생 속도 등을 조절하는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리 내어 

말하기(think aloud)를 지시했다. 시나리오는 

동영상에서 배속을 조절할 때의 편리성과 과제·출석 

확인의 편리성, 기타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사용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과제 1: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음량, 재생 

속도 조절하기(음량 10% 높이기, 10 초 이전으로 

재생하기, 1.6 배속하기) 

시나리오 과제 2: 과제 확인하고 제출하기(과제 마감 

일정 3 개 정리하기, 사진첨부하여 설명과 함께 

제출하기) 

시나리오 과제 3: 출석 확인하기(출결 현황 파악하기, 

강의의 출석 마감 기한 1 개 파악하기) 

인터뷰 질문은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평소 

사용자가 사용하며 겪었던 불편사항과 사용성 평가 

실험에 참여하며 느낀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크게 5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강의, 과제, 출석, PC 와의 비교, 전반적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1: 강의를 듣는 상황에서, 배속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버튼을 사용할 때와 슬라이드 할 경우 두 

가지 모두 생각해 보세요. 

질문 2: 강의의 과제 마감일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질문 3: 온라인 강의 출결 관리에 대하여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질문 4: 본인이 느꼈던 애플리케이션과 PC 사이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애플리케이션을 강의를 들으며 불편사항을 

느끼신 점이 있나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석을 확인할 

때 불편사항을 느끼신 점이 있나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과제를 제출할 때 불편사항을 느끼신 점이 있나요? 

2.2.3 연구 절차 

사용성 평가 및 인터뷰는 조용한 카페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일대일 상황으로 약 30 분 동안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 1 에서 사용된 설문에 답을 한 후 

사용성 평가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사전에 준비된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 강의실과 과제란, 동영상 

강의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강의 동영상 

화면의 색에 따른 조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였다. 

기종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자 개인의 기기를 

사용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과제 수행 화면과 발화를 녹화하였으며, 과제 수행 중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 등을 추가 기록했다.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들을 가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 분석을 그림 1 과 같이 나타내었다[8]. 

 

그림 1.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구조 분석 모형 

인터뷰는 사용성 평가 직후 진행되었다. 사용성 평가 

과제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응답 내용과 말투를 그대로 옮겨 기록했다. 

또한, 정해진 질문 이외에도 참여자가 추가로 응답한 

내용을 기록했다. 

2.2.4 연구 결과 

2.2.4.1 사용성 평가 

참여자들은 주어진 3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세부 과제를 실시하였다. 

동영상 강의 관련한 첫 번째 세부 과제는 검은색 강의 

화면에서의 화면을 슬라이드 하여 음량, 동영상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절반의 

Proceedings of HCIK 2021

- 737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참여자가 슬라이드로 정밀한 조절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고, 일부 참여자는 스마트폰 기기 측면의 

버튼을 눌러 음량을 조절하였다. 두 번째는 흰색 강의 

화면에서의 음량과 시간을 조절하는 과제이다. 

참여자들은 화면의 음량과 동영상 시간 조절에 대한 

피드백의 색상이 강의 배경색과 같아, 검은색 강의 

화면에서의 과제 수행 시 실패한 사람이 4 명인 것에 

반해 흰 화면에서는 7 명이 실패하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 번째는 배속 조절과제이다. 참여자 전원이 

화면 슬라이드 기능을 알지 못해 버튼을 사용해 배속을 

조절했고, 버튼 조작에 어려움을 보인 참여자는 없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들은 슬라이드로 동영상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고, 흰 색 강의 화면에서 

음량을 조절하는 것에서 오류를 보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화면을 슬라이드하여 동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과제 확인 및 제출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각 강의의 

과제 마감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세 개의 과제 마감 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각 강의에 직접 

접속하거나, 일정 기능을 이용했다. 참여자 대부분이 

강의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1 명의 

참여자만 일정 기능을 사용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진 

첨부 과제 제출을 하는 것이다. 참여자 중 5 명이 이 

과제에서 실패하였으며, 7 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였다. 또한, 

과제 설명 작성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제에서 2 명의 참여자는 로딩으로 인한 시간 지체가 

길었다. 즉, 참여자들은 과제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일정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과제 제출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출석 확인과 관련한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온라인 

출석부를 통해 출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가 완벽하게 수행했다. 두 번째는 각 동영상 

강의들의 출석 마감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참여자가 각 강의에 직접 접속해 동영상 강의 마감일을 

확인하였다. 한 명의 참여자만이 일정 기능에서 동영상 

강의의 마감일을 확인하였다. 즉, 사용자들은 온라인 

출석부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출석 

마감일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능을 

사용하기보다 각각의 강좌에 접속하는 방법 주로 

이용한다. 

2.2.4.2 인터뷰 

강의와 배속 관련 응답에서는 참여자의 절반인 5 명이 

슬라이드 기능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동영상 시간 조절과 배속 조절의 감도가 

높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간을 조절할 때 어느 정도 옮겨졌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했다. 과제 관련 응답에서는 참여자 

중 7 명이 마감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작업은 PC 가 

쉽다고 응답했다. 출석 관련 응답에서는 과목마다 출결 

확인이 용이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영상 강의를 처음 시청할 

때에는 배속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동영상 시간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동영상 시간 조절에 

있어서는 강의 내용을 놓쳐 뒤로 가게 되었을 때 

영점으로 돌아가 버려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서버 오류가 잦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PC 비교 관련 응답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들고 다니기 편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기능 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PC 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특히, 구조가 

직관적이지 못해 사용이 어렵고, 화면이 작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며,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인 질문 응답에서는 로딩 시간에 관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PC 사이트가 가용성이 비교적 좋으므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횟수가 적다고 응답했다. 

3. 논의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의 대규모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대에 LMS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 밀접하게 관찰하고, 응답을 얻어 분석한 

결과로 얻은 문제점들은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LMS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범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즉, 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는 LMS 애플리케이션으로의 개선 및 제작의 

발전에 본 연구가 이바지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과제 

제출 여부 및 마감일, 출석 현황, 강의 수강 여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알림 기능의 오류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호환 관련 문제점으로는 PC 

사이트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온라인 출석부를 

제공하는 강좌에 PC 로 접속 시 한눈에 출석 현황을 볼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온라인 출석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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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할 일을 확인할 때, 동영상 강의와 과제의 일정이 

혼합 되어있어,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알림 기능에서는 글이 등록되고 알람이 오기까지의 

지연시간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하루 

평균 1 회 이상 코스모스에 접속한다. 자주 사용되는 

만큼 사용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용성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명의 부족이 있다. 참여자들은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에 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설치할 시, 각 세부 

기능에 관한 튜토리얼을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이전보다 접근성 있는 사용법의 제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의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가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일정 관리 탭의 가시성 문제이다. 

목록에서는 어떤 강좌의 동영상인지 명시해주지 않고 

제목만 적혀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강의를 유추할 수 

없는 때도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특정 주간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가 일정에 추가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와 과제를 구분하여 일정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들 외의 것들은 제거하고 

한눈에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기종 별로 지원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용성 평가 과정에서 일정 탭을 통해 과제가 

확인되는 사용자, 그렇지 않은 사용자가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진을 첨부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지 못했다. 엘지 이용자는 

과제 제출 란에 설명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반면, 갤럭시, 아이폰 기기 이용자들은 ‘댓글’란에 과제 

설명을 적어야 했다. 다섯 번째로 과제 제출과정에서의 

직관성 문제이다. 과제 첨부파일 기능과 설명 란에 관한 

직관성이 떨어져 참여자들이 어느 곳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사용자들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의 시청 시의 문제점으로 강의 

화면 슬라이드를 통한 배속 조절이 어려운 점, 버튼을 

통한 배속과 동영상 시간 조절의 단위가 크다는 점, 처음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배속 조절이 안 된다는 점, 배속 

버튼을 누르면 강의 화면이 가려진다는 점, 강의 화면이 

흰색일 경우, 음량과 동영상 시간 조절을 했을 시의 

피드백 정보도 흰색이기 때문에, 조절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동영상 강의 시청 중 

오류로 인해 영상이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들어야 하고, 기존의 부분부터 들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슬라이드를 이용해 배속 

조절을 할 경우, 감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음량과 

동영상 시간 조절 피드백 정보에 테두리 색을 입히는 

것으로 흰색 배경의 강의에서도 조절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로, 

과제 제출 시의 문제점이다. 과제 마감일을 한눈에 볼 수 

없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과제 제출 시 사진 

첨부 과정의 어려움, 한 번에 여러 사진을 첨부할 수 

없다는 점, 제목, 설명을 적는 과정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여러 강의 들의 과제만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 

기능을 만들고, 과제 제출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제목과 

설명을 작성하는 란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출석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출석 반영이 

온라인 출석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점, 출석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동영상 강의의 경우 기준 진도만큼 영상을 시청하면, 

해당 동영상 강의에 ‘출석’ 등의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과 온라인 출석부에서 한 번에 출석률을 나타내는 

표를 제공하는 방법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 번째로 애플리케이션과 PC 와의 호환성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PC 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지원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점을 

응답하였다. PC 와 애플리케이션의 비교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PC 가 더 편리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는 강의를 시청할 때 조작의 편리성, 기능의 가시성, 

과제 제출의 편리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연구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자들이 연구 준비과정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대화 

기능의 오류이다. 대화 기능에서 같은 대화자의 대화 

방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동일한 

사람이 다른 날짜에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분열된 모든 

창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변수에 대한 부분이다.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나서 시연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먼저, 연구자가 시나리오를 잘못 

이해하고 시행해서 생기는 오류가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실험을 하기에, 한 참여자의 

경우 사용성 평가 도중에 연락이 오는 일도 있었다. 이 

변수를 없애기 위해 연구자에게 면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이러닝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그 사용성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닝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모든 서비스를 대표할 수 없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이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중인 학교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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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플랫폼의 사용성을 대표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연구의 대상이 교육을 받는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습 제공자인 교수의 

입장에서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생기는 문제점들이 플랫폼 자체의 

문제인지, 교수자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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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각화 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역 정책이 국내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국내 코로나 19 추세 현황과 

방역정책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시각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반응형 

시각화(Interactive Visualization)를 채택하여 'K-

Colicy' 시각화 모델을 구현하여 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코로나 19, 방역 정책, 반응형 시각화, 정보시각화 

1. 서 론 

2019 년 12 월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은 현재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되었다. 유례없는 전염병에 코로나 19 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1 월 20 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19 추세를 시각화 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였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코로나나우, 코로나보드 등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설 서비스도 존재한다 

[1,2,3]. 그러나 이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범용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직관적인 정보수집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 와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 탐색보다는 

특정한 정보 탐색을 위한 시각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 의 확산 추세와 함께 시각화 하여 분석할 

것은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의 

방역 정책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피해 가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코로나 확진 추세가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방역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해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 방역 

정책의 성공여부를 시각화 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방역 정책 관련자가 추후에 있을 정책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Merton 과 Nisbet 은 사회문제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규범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4]. 코로나 19 는 

현재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사회 문제의 

특성상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반응형 

시각화는 복합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의 확진 추세와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을 

반응형 시각화를 통해 시각화 하여 정보 수용자에게 

국가 방역 정책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 시각화 

정보 시각화라는 용어는 1999 년 Stuart 로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정의와 해석이 다양하다[5]. 

문헌[6]의 저자는 ‘정보 시각화란 사용자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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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보 시각화는 

정보전달에 목적성을 두고 있다.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각화 수행에 있어 중요하다[7]. 반응형 시각화 

(Interactive visualization)는 정보 시각화의 한 분야로 

정보 수용자에게 즉각적이고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8]. 반응형 시각화는 

사용자의 정보 인지력 향상에 추가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데이터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R Shiny 프로그램은 이러한 

반응형 시각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 1 은 R shiny Gallery 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시각화의 예시이다[9]. 긍정적인 영화 

리뷰와 오스카상 수상 여부를 시각화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입력 받은 연도, 장르, 수치 등의 필터를 

기반으로 시각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정보 수용자는 

관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그림 1 R shiny 로 구현된 반응형 시각화 예시 

2.2 코로나 19 반응형 시각화 

세계 각국은 메르스와 사스 등의 전염병을 겪으면서 

구축한 정부차원의 질병데이터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 19 의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질병 발생의 

추이를 공유하였다.[10]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각화를 

통한 정보 전달 노력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러한 코로나 

시각화 플랫폼은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검사자의 수 

현황을 중심으로 시각화를 구성한다. 그러나 국가 방역 

정책은 주로 텍스트나 미디어 형태로 제공된다. 

그렇기에 방역 정책의 성공 여부와 확진 현황의 

관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데이터가 정적으로 시각화 되기 때문에 관심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각화모델, K-COVID Policy (K-Colicy)를 

구현하였다. 정책의 시행과 코로나 확진 추세 변화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표현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조작 기반의 반응형 시각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추세에 대한 정부 방역 정책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K-COVID POLICY 

3.1 구현 환경 및 사용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R shiny 를 통해 방역 정책 분석을 위한 

시각화 모델인 K-Colicy 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각화는 Data Science for COVID-19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11] 데이터는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 월 20 일부터 9 월 30 일 기간 동안의 

전국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진행된 검사 

수와 지역별 확진자 수의 국내 발생 현황 데이터와 

확진 환자의 성별, 나이대, 감염경로 등의 확진 환자 

데이터, 시행기간, 해당 지역, 종류와 이름 등의 실시된 

국내 방역 정책 데이터이다.  

3.2 UI구성 

K-Colicy 에는 데이터 시각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막대그래프, 지도, 데이터 테이블,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그림 6 은 구현된 모델의 

모습이다. 왼쪽 패널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오른쪽 패널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반응되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였다. 

입력 정보로는 왼쪽 패널에서 날짜 구간 설정과 정책 

종류, 지도에서 지역을 사용한다.  

3.3 정보 시각화 

3.3.1 지역별 코로나 확진 현황 지도 

지도에는 지역별 코로나 확진 환자 수를 시각화 하였다. 

지역별 코로나 확진 추세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특정 데이터 값에 대해 색으로 표현하는 히트 

맵(Heat Map) 기법을 이용하였다. 지역을 지역과 

연결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역을 선택하면 다른 시각화 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시각화 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기간의 국내 확진 환자 수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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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현된 지도 시각화 

3.3.2 시군구별 코로나 확진 현황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는 입력된 지역정보를 기반으로 

시군구별 코로나 확진 환자 수를 수치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 추세를 시군구별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렉티브 형태의 막대 

그래프로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도와 비교하여 수치를 통해 직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시각화 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기간과 지역의 시군구별 확진 환자 수 

데이터이다. 

 

그림 3 구현된 막대 그래프 

3.3.3 코로나 확진 환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에는 확진 환자 정보를 리스트화 하였다. 

확진 환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확진 경로,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로 구현하였다. 시각화 

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기간과 지역의 

확진 환자 데이터이다. 

 

그림 4 구현된 데이터 테이블 

3.3.4 코로나 확진 추세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에는 일일 확진자 수를 시각화 하였다. 

시간에 흐름과 함께 코로나 확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꺾은선 그래프로 구현하였다. 코로나 확진 

추세와 함께 정부의 방역 정책이 시행된 구간을 

표현하여 정책의 효과를 확진 추세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종류별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형태로 구현하였다. 시각화 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기간과 지역의 일일 확진 환자 수 

데이터와 시행된 정책의 종류에 해당하는 방역 정책 

데이터이다. 

 

그림 5 구현된 꺾은선 그래프 

4. 효과 검증 및 고찰 

4.1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K-Coilcy 의 효율성을 정보 수용자의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의 

주된 목적은 반응형 시각화 정보전달 방식의 효율성 및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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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증 대상 

실험은 코로나 19 에 대해 평균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한동대학교 학부생 10 명 (남자 5 명, 여자 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추출한 표본집단에서 무작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4.3 검증 방법 

기본적으로 피실험자는 5 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는 표 1 과 같다. 

표 1. 효과 검증의 업무 목록 

01 6 월에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도시를 

찾으시오. 

02 3 월 한 달 동안의 국내 사망자 수를 찾으시오. 

03 일일 확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날을 찾으시오. 

04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한 

기간을 찾으시오. 

05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통제집단은 기존에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반응형 시각화 기반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했으며, 그 외의 검색은 

것은 허용하였다. 실험집단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시각화 모델 K-Colicy 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각 업무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도구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집단은 실험 이후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구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4.4 검증 결과 및 고찰 

실험집단은 5 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균 6 분 

26 초, 통제집단은 평균 11 분 03 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장 큰 시간 차이를 보인 업무는 1 번 

업무로 실험집단은 5 명 평균 45 초, 통제집단은 평균 

3 분 58 초로 약 4 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3 번 업무의 경우, 통제집단이 평균 43 초로 

실험집단(1 분 17 초)에 비해 30 초가량 빠른 수행을 

보였다. 직관적인 검색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린 K-

colicy 프로토타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역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실험집단이 평균 1 분 50 초로 

통제집단(평균 2 분 15 초)보다 빠른 수행을 보였으며, 

답변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더 구체적인 근거와 

다양한 답변을 보였다. 통제집단에서는 5 명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택하며 ‘통상적이다’, ‘신천지 

사태 이후 정책이 시행되었다’ 등의 답변을 보인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유흥업소의 폐쇄’를 포함한 다양한 

방역 정책을 선택하였으며, 기간, 수치 등의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시하였다. 

사용성 평가에서는 간결성, 정보 전달력, 직관성, 

편의성의 부분에서 5 점 척도(1-낮음, 5-높음)로 

평가하였다. 간결성 부분이 4.25 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보 전달력 (3.36 점), 직관성 

(3.36 점), 편의성 (3.0 점)의 순위를 보였다. 간결성 

부분에서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성 부분은 K-Colicy 의 프로토타입의 반응 속도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실험집단 사용성 평가 결과 

 

5. 결론 

K-Colicy 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는 정부 방역 

정책의 성패와 효과를 직관적으로 시각화 하기 위한 

반응형 시각화 모델이다. 따라서 방역 정책의 성공 

여부와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정보 수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K– Colicy 는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선별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19 의 

기간별 추세를 지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정책의 시행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각화 모델과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국가 방역 정책의 

성공 여부를 지역 단위, 기간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K-Colicy 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이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빠른 

업무 수행능력을 보였으며 정보 획득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K-Colicy 가 

코로나 19 의 추세와 국가 방역 정책의 관계를 함께 

표현하는 것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K-Colicy 는 데이터 로딩 시간이 비교적 길고 

사용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개선한다면 실험자들이 정보 획득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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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Colicy 를 코로나 19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대중들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로 개발하였다. 또한 확진 현황과 정책의 

연결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정책의 성공여부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K-Colicy 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 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 등의 거짓된 정보의 수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방역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용함에 따라, 방역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책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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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 shiny 로 구현된 K-Colicy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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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잠재력을 가진 작가들은 개인 커리어를 쌓는데 

필수적인 오프라인 전시회를 갖고자하지만 작품 

활동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일반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계 

전반은 새로운 전시 형태를 갖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의 공감각적인 감상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신진 작가들을 위한, 공감각적 감상이 

가능한 3D 온라인 전시장을 디자인 해 작가와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예술, 전시, 웹 서비스, 3D 온라인 갤러리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술 작가들(이하 작가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미술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자 한다.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단단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품 활동이 쉽게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술대학 졸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 10 년이라는 기간을 잡는데, 대학원 석박사 

졸업 혹은 유학, 개인 및 단체 전시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신인 작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전시는 작가의 커리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오프라인 전시가 필수인 상황에서 전시장 

대여비를 살펴보면 인사동 전시장의 경우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지만 일주일간 

대여비가 약 250 만원 ~ 300 만원이다. 신진 작가는 

과연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웬만큼 유명하지 

않는 이상 작품 판매는 커녕 홍보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기에 오프라인 전시장 대관료의 지출은 신진 

작가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대관료 

지출만이라도 감소하면 작가 개인의 커리어를 

누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 19 이후로 많은 작가들이 오프라인전시 

대안책으로써 온라인 전시를 시도해왔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의 장점을 대체하는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찾기란 어려웠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실물이 주는 

느낌을 감상(이하 공감각적 감상)하는 것과 

인터랙션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감각적 감상의 

부재는 VR 갤러리, 2D 어플리케이션 갤러리 등 많은 

온라인 미술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급격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공감각적 감상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작가들과 관람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용어 정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어휘를 고유하게 정리한다. 

1. ‘믐 서비스’란 온라인으로 작품 전시 및 홍보, 

외부인 초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작품’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객체, 

주로 작가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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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가’란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믐 

서비스 내에서 주된 ‘컨텐츠 제공자’를 의미한다. 

4. ‘관람객’이란 앱을 통해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5. ‘공감각적 감상’은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시 

평면으로 감상하는 것 이외에 존재하는 감상의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관람객의 감상 위치에 따라 

가변성이 존재한다거나 픽셀화되는 작품이미지가 

아닌 원본 사진의 작품 디테일 구현의 섬세함 등이 

있다. 

6. ‘아카이브’란 작가가 작품을 연대기로 정리해서 

모아놓은 목록을 말한다. 

2. 서비스 개요 

이 서비스의 핵심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작가들은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항상 전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즌이 

지난 과거의 그림들도 아카이브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보러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한데, 기존과 

온라인 전시와 다른 공감각적 접근 방식을 믐 

서비스에서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전시장에 접속 

중인 관람객 및 작가들은 서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그 활용도가 높다. 

2.1 서비스 사용에 관한 수요 공급 조사 

믐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공급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 필요조건에 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공급자인 작가층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미술대학 학부, 원생 및 현직 

작가를 포함하여 총 32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개인 전시 경험이 1 회 이상 있다고 말한 

사람은 전체 29.2%로 높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오히려 단체전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로 매우 높았는데, ‘10~3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42.1%)는 지점에서 낮은 금액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판매가 안 된 이유를 ‘인지도가 부족해서’ 

4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적극적 작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플랫폼의 강화(커뮤니티의 

활성화)’ 70.8% 로 가장 많이 답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선에서 작품을 홍보하길 원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것을 위해선 작품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플랫폼 ‘믐’은 초기 공급자로써 예술 커뮤니티 

‘아그작 (AGZAC)’의 작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아그작(AGZAC)은 전국 미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커뮤니티다. 학생들은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고 가격을 지정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 믐은 ‘아그작’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작가들의 동의를 구해 믐에서 전시 및 

홍보를 연결하고자 한다. 아그작과 함께 믐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온라인을 통한 미술소비가 가능해진다. 

미술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부분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온라인에도 훌륭한 미술 

컨텐츠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형식의 미술소비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1 미대 출신 작가 공급 조사 

공급 주체 아그작 작가 유저 

사이트 https://agzac.com/main/main.php 

사이트 설명 아마추어 작가 작품 판매 

계획 아그작 작가들의 동의서를 받고 3D 공간인 

믐에서 작품을 전시 및 홍보하고 판매로 연결할 

계획이다. 

 

표 2 코로나 19 전후 관람객 방문 수 비교 

구분 코로나 19 

이전 방문객 

수 

코로나 19 

이후 방문객 

수 

감소 수치 

국립 현대 

미술관 

3,100,000 명 1,240,000 명 60%감소 

서울 시립 

미술관 

2,540,000 명 1,010,000 명 61%감소 

부산 시립 

미술관 

880,000 명 420,000 명 53%감소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19 이후 많은 미술 소비 문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양질의 

커뮤니티가 없는게 아쉬운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BIC(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DK2020(디자인 

코리아), 2020 인디 크래프트, 온라인 취업 박람회 

등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지만 코로나 

19 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홈페이지, VR, 3D 

공간을 이용해 각각의 전시와 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신진 작가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는 공급자들도 믐 서비스를 통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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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을 온라인 전시장으로 이끌어 주 수요층으로 

전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화면 구성 연구와 유저테스트 

믐 서비스는 미술 작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전시와는 독립적인 전시 서비스를 추구하는 

만큼 시스템 자체에 쉬운 접근과 작품 설치, 공감각적 

관람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목표로 삼았다. 집 혹은 

카페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웹으로 접근하는 

페르소나를 전제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20 대 초반의 

미술 전공자 5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유저 

테스트와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1 웹 

- 웹의 기능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웹 화면 [그림 1] 에 필수 

기능(그림 업로드, 상점, 홍보 게시판, 작품 업로드, 

인벤토리, 내 믐 이동, 회원가입, 로그인)을 상단 배너 

위에 압축적으로 배치하였다. 작가 유저는 [그림 2] 

작품 업로드 페이지에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다. 작품 제목, 사이즈, 제작 년도, 재료, 설명을 

적고 업로드하면 개인의 인벤토리에 저장된다. 

업로드한 이미지와 설명 정보는 후에 믐 

편집모드에서 활용하게 된다. 

 

[그림 1] 믐 홈페이지 

 

그림 2 작품 업로드 페이지 

 

- 웹 유저테스트 결과 

유저 테스트 결과 작품 업로드에서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올리기 힘든 것, 규격화된 사이즈 입력에 

피로를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장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능, 규격화된 

사이즈 안내 등의 기능을 추가해야 할 계획이다. 

3.2 3D 공간 

앞서 쉬운 접근을 위해 웹으로 진행했다. 업로드뿐만 

아니라 공간에의 접근도 높이기 위해 WebGL 을 

이용해 개발한 unity 파일을 웹으로 동작하게끔 했다. 

일반 모드와 편집 모드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감각적 

이며 실시간 상호작용적인 관람을 위해 과감하게 3D 

공간을 선택하였다. 

3.2.1 일반 모드 [그림 3] 

- 일반 모드 기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기 때문에 컨트롤에 많은 

신경을 써야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게임 컨트롤인 

<WASD키>와 <방향키>를 차용하였고, 각 키를 이용해 

전진, 후진, 좌우측 이동이 가능하다. <우클릭-드래그>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 <E 키>를 누르면 1인칭, 3인칭 

시점 변경이 가능하고 전시 관람에 집중하느냐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느냐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좌측 상단에서는 현재 공간의 <사운드 조절>기능을 

제공한다. 우측 상단의 패널에서는 현재 몇 명의 유저, 

어떠한 유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 하단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대화를 원치 않은 유저는 채팅 보내기 옆의 <최소화> 

버튼으로 채팅 로그를 가릴 수 있다. 좌측 하단에는 

공간을 꾸밀 수 있는 <편집 모드>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다. 

 

그림 3 믐 입장 화면 

- 일반 모드 유저 테스트 결과 

노트북에서 마우스 없이 사용할 시, 화면 회전 기능을 

사용할 때 패드의 우클릭 입력이 단발적으로만 입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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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좌클릭-드래그로 고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테스터가 오프라인 전시를 비대면 

가상공간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 테스터의 약 40%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보기 편한 설명 시스템 이용에 대해 

필요성을 확인했다. 

3.2.2 편집 모드 [그림 4] 

- 편집 모드 기능 

편집모드에 들어오면 [그림 2] 작품업로드 페이지 

에서 업로드한 이미지들이 우측 패널에 표시된다. 

패널의 이미지를 좌클릭하면 이미지가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며, 벽에 좌클릭 시 설치된다. 스크롤을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재설치를 원할 시 

설치한 그림을 클릭하면 편집 상태가 활성화 되어 

삭제 및 재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X 키를 누르면 

45 도의 회전 기능도 작동해 좀 더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다. 벽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3D 오브젝트 설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측 패널에서 설치하려는 작품을 3 초간 

클릭하면 배너화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url 을 입력해 

적용하면 후에 오브젝트 클릭만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새로 열어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또 다른 홍보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좌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상태가 

적용된다. 전체를 초기화 하는 <초기화> 기능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되돌리기>기능 또한 좌측 상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 편집 모드 유저테스트 결과 

80%의 테스터가 스크롤을 이용해 사이즈 변환하는 

기능에 접근하기 어려워하였으며 현재 설치되는 

캔버스의 형태가 사각형 고정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원형, 삼각형 등)가 설치 안 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림 4 편집 모드 

 

3.2.3 웹-3D 공간 유저테스트 종합과 결과 

모든 테스터가 회원가입-3D 공간 입장 후 작품 

설치를 위해 작품 업로드 페이지와 3D 공간을 자주 

전환하며 이동하였다. 이 수는 최소 5 회였다. 3D 

공간은 유니티로 개발하였고 WebGL을 이용하기에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환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무런 기능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전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게 가치 전달을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했다. 

테스트의 결과를 통한 디자인 개선은 시스템 

사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작가 및 관람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전시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앱이 만드는 새로운 

미술 경험의 장은 미술계 산업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작가들은 새로운 전시의 기회를 얻고 

관람객은 코로나 19 의 위험에서 벗어나 원하는 

전시의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 문화 산업 

속에 비대면적 접근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기회 속에서 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이 막힘없이 제공된 가치에 전달될 때 

제공된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이후 작가들의 생태계와 관련하여 

작품의 활용방안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함께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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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반적으로 방사선 사고 비상대응계획은 국가 혹은 지

자체의 대응과 같은 거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대응 계획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났으며 거시적 상황을 기반

으로 수립된 정책이 재난 시 주민 개인들에게는 실질적

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주민들 

관점에서의 실증적인 자료가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대피자 개인 행동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부

족한 상황이며 실험을 통한 자료 수집 역시 방사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태의 실증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소개 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실험할 수 있는 VR(Virtual 

Reality) 기반 HITL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구현된 

시스템에서 매개 변수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상

황을 모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주제어 

가상 현실, 대피 행동, 원자력 안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HITL(Human-in-the-loop) 

1. 서 론 

1.1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방사선 사고 비상대응계획은 중앙 정부에

서 지자체로 이어지는 큰 틀의 체계로 구성되어 유관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1].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의 관점에서 계획이 수

립되어 대부분의 내용이 실제로 대피해야 하는 주민들

의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이러한 기존 대책들의 한계가 보고되었으며, 그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2, 3]. 특히, 재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민간인 사망자의 경우 사고에 의

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나 소

 

 

그림 1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5] 

개 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에 의해 573 명이 사망했

다고 알려졌으며(그림 1), 그 중 90% 이상이 66 세 이

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연령 등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 5]. 

따라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 상

황에서의 대피자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을 이

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ETE(Evacuation 

Time Estimate) 산출 및 대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서 적

용할 수 있도록 대피자의 정량적인 행동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TE 연구자들은 소개 경로, 시간

대, 계절 등 소개 유형 및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시나리

오를 확장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지적-신체적 능력에 

따른 소개거동의 다양성은 최근 들어서야 개념적인 방

법론이 제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6].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사례를 통해 

수집된 대피자의 행동 데이터는 그 범위나 깊이에 한계

가 존재하며, 방사선 비상 상황은 실제로 구현할 수 없

는 실험 환경이기에 비교적 최근까지도 방사선 사고 비

상대응계획 수립에 실증적인 자료들이 반영되지 못해

왔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과 유사한 화재, 허리케인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을 분석한 최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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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VR 기술의 도움을 받아 

HITL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실험 환경의 제약을 극복

하고 있다. Shendarkar 외[7]에서는 도심에서의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험 환경을 가상으로 구축하여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행위자의 행동 데이터를 추

출하였다. 

본 연구는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재난 소개 

시스템을 바라보고, 선진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인

간의 물리적-인지적 능력에 따른 소개 거동을 시험하

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도 방사선 

비상시 재난 시스템의 미시적인 요인들을 시스템 공학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근거로써 반드시 필요한 

접근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 VR 기반 HITL 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략도 

1.2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방사선 비상시 대피자의 행동 데이터를 정량

적으로 수집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써, 광역 

소개 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자의 의사결정

을 실험할 수 있는 VR 기반 HITL 시스템(그림 2)을 구

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사례를 기반한 

HITL 실험을 통해 실험 시 인지된 정보 및 결정된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대피자의 인지적 특성을 구

체화하고, 그 결과를 실제 상황에서 관찰된 대피 행동 

양상과 비교하여 개발한 HITL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

도록 기틀을 다지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2. HITL 실험 설계를 위한 사전 조사 

실험 설계에 앞서, 기존 사례 기반의 실증 자료 재구성

을 위하여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후쿠

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

하였다. 2011 년 3 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발전소가 침수되고 전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발전소의 냉각과 제어에 심각한 문제

가 생겨 이로 인해 수소폭발이 일어나 원자로 1~4 호기

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소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표 1 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피 및 옥내 대피 대상 지역을 설정

하였다. 

 

표 1. 2011 년 3 월 15 일까지의 후쿠시마 제 1 원전에 대한 대

피 지시 개요[8] 

구분 해당 지역 

대피 구역 반경 2km (3/11 20:50) → 반경 3km 

(3/11 21:23) → 반경 10km (3/12 

05:44) → 반경 20km (3/12 18:25) 

옥내 대피 

구역 

반경 10km (3/11 21:23) 

자주적 대피 반경 20km-30km 옥내대피구역 (3/15) 

 

그러나 기존에 수립했던 비상대응계획과 달리, 수차례

에 걸친 긴급 사태 선언에도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

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대피가 실시된 지역과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약 10%(미나미소마 시, 이타테 촌, 가와마타 

정)부터 약 40%(후타바 정, 나라하 정)로 파악되었다

[9]. 특히 미나미소마 시(후쿠시마 원전에서 14~38 

km)의 경우, 사고 이후에도 정부 및 도쿄 전력으로부터

의 관련 정보 공유가 없었으며 TV 방송을 통해 대피 지

시 발령 사실을 인지하여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

에게 대피를 지시하였다. 

대피 행동 양상에 있어서도 대피 지시를 발령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실제 현장에서 전개

되었다. 나미에 정에서는 주민의 약 50 %가 방사선량

이 높은 오염 지역으로 일시 대피했고 후타바 정, 오쿠

마 정, 도미오카 정, 나라하 정, 나미에 정의 경우, 70% 

안팎의 주민이 4 회 이상 대피하였다[9]. 특히, 병원 및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의료시설이 충

분하지 않은 대피소로 중증 환자와 고령자를 유도하였

고 이는 결국 60 여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3]. 이러한 

피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의 부재와 더불어 주민들 개인

의 사회망에 따른 행동 양상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대피 명령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람

들에게 재난 상황 악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옥내 대피 구역의 인구들이 대규모로 자발적 대

피에 나서면서 무질서한 대피로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

다. 실제로 미나미소마 시에서는 2011 년 3 월 15 일 옥

내 대피 지침이 발표된 후 해당 구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지의 일부 운송 회사에서는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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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되어 직원이 해당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

여 식량 및 의약품과 같은 자원 부족을 악화시킨 사례

가 존재한다[10, 11]. 

실제 사고 발생 시, 국가의 발표에 따라 주민들이 사고

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현재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시

나리오, 즉 비상대응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으

로 대다수의 대피자들이 대피 명령에 따른다는 가정하

에 준비된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의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재난 초기에는 개인의 사회망에 의해 대피 여부

가 영향을 받았으며,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옥내 

대피 명령이 내려진 후 오히려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인

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실험에서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서의 사회망 및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다음과 같은 가

정을 기반으로 대피자의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다. 

• 대피자는 대피 명령을 따라 행동한다. 

• 대피 행동은 외부 환경(타인의 대피 양상)의 영향을 

받는다. 

3. 실험 

3.1 VR 프레임워크 

최근의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

되어지는데, 큰 공간이 요구되는 프로젝션 형식의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시스템

과 HMD(Head Mounted Display) 시스템이 관련 연

구에서 보편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형식의 시스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구성과 개발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HMD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HTC 사의 

VIVE Cosmos Elite™를 사용한다. 가상 공간은 게임 

엔진인 UNITY™를 통해 구현되며 리소스의 경우, 상

용화된 에셋 중 적합한 제품을 찾아 적용한다. 피실험자

에게 가능한 현실과 비슷한 환경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요소들을 가상 환경 구

성에 활용하며, 따라서 에셋 선정에 있어 그래픽적인 요

소도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화면 떨림, 연

기 등의 시각적인 효과와 폭발음과 진동, 사이렌 및 대

피 명령에 관한 재난문자 등의 청각 및 촉각적인 리소

스를 통해 피실험자는 VR 환경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 환경에서의 이동은 피실험자의 실제 보행

을 센서로 인식하여 구현하고, 실험 시작 및 종료를 위

한 메뉴 조작은 컨트롤러를 이용한다. 

 

그림 3 고리 원전 인근 지역의 위성 사진 

3.2 HITL 실험 

실증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그림 3)에서의 비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고

려한다. 방사능 재난은 비가시적 특성에 의해 사고의 심

각성이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외부 환경 요소가 대피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HITL 실험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옥내 대피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피실험자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할 것인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구현된 VR 환경에 하나 이상의 교차로와 교

차로를 향하는 도로를 구성한다(그림 4). 피실험자는 

교차로를 향하는 도로에서 시작하게 되며 동시에 방사

선 비상으로 인한 옥내 대피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런 다

음 피실험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세 개의 경로 중 하

나를 택하여 자신의 대피 행동을 결정한다. 각 경로는 

(1) 비어 있음, (2) 건물의 존재, (3) 군중의 존재의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특성화된다. HITL 실험의 

구체적인 목표는 각 매개 변수에 대해 각 피실험자가 

부여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매개 변수의 

배치가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매 실험마다 각 경

로상의 매개 변수에 대한 위치는 무작위로 설정된다. 

 

 

그림 4 HITL 실험 개요 

 

Proceedings of HCIK 2021

- 752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VR 은 현실에 대한 차선책이므로 이러한 실험에서 파

생된 인식 값은 실제 비상 상황을 실제로 모방하지 않

고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사치이지만 본 실험

을 통해 얻은 결과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사례(후쿠시마 사태)

에서 관찰되었던 행동 양상들과 직접 비교를 통해 수집

된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HITL 시스템을 검증한다. 

 

그림 5 고리 원전 인근 지리의 3D 모델링 

 

그림 6 HITL 실험을 위한 VR 환경 

실험을 위한 VR 환경은 그림 5 를 기초로 그림 6 과 같

이 구현되어 매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각 경로들이 특

성화되도록 만들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피실험자

는 VR 환경 상에서 컨트롤러를 이용해 경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UN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개 변수를 무작위로 설정

하여 경로를 선택하도록 선행적으로 수행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로부터 동일한 행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옥내 대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경로보

다 군중이 모여 있는 경로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 컸다. 

이처럼 HITL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의 행동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

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ABMS(Agent-based Modeling 

and Simulation)의 행동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과 8 에서는 직관적인 가설에 따른 각 행

위자의 보편적 계획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을 개발하였지만, HITL 실험에서 추출한 행동 양상을 

적용하여 정교한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면 더욱 현실과 

유사한 ABMS 수행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7 AnyLogic™에서 구현된 고리 원전 인근 도로 및 보도 

구간[6] 

 

 

그림 8 각 도로의 구간별 머문 시간에 따라 취약성 패턴을 시

각화한 지도[6] 

4. 논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VR 기반 HITL 실험은 몰입도가 

높았으며 인간에게 실제 비상 상황을 모사한 환경을 제

공하여 피실험자의 인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존 국내의 방사선 비상시 주민 보호 조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피자의 인지적 특성 반영, 특히 HITL 실

험을 통한 실증적인 행동 데이터 수집의 시도는 드물었

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현실 기반 HITL 시스템을 구현

하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대피자의 행동을 관

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원전 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비상 관

리 도구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비록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실험이 지

연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피실험자를 대상

으로 진행한 실험의 선행적 결과만 다루었으나 현재 계

획 중인 후속 실험을 통하여 HITL 시스템의 충실도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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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중심으로한, 글로벌 팬소비 UX 제안
UX solution proposal on improving global fan consumption experience  

focusing on BTS and A.R.M.Y

요약문 

뉴미디어 환경은 탈 지역으로 형성된 플랫폼 경험을 촉
진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팬덤을 위
한 팬 소비 UX 제안을 목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 ‘아미’를 중심으로 팬 소비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글로벌 팬을 
위한 소비경험에 중요한 방향성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UX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있는 결
과를 도출한 기초 자료로서 글로벌 팬소비 UX 개선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팬덤경제, 글로벌팬덤, 팬 소비유형, 국내외비교, 브랜
드 충성도, 소비 경험, 모바일 소비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16년의 5조3,691억 원과 비교
해 2년 만에 19.5% 성장한 6조4,210억 원으로 집계됐
다.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며 현재는 8,742억 원으로, 2년 전의 5,175억 원 대비
68.9%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 이에 팬덤 문화
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을 모두 고려하는 글로벌
팬덤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글로벌 팬덤을 지닌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관련 상
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이 연평균 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연평균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방탄소년단(BTS)의 글
로벌한 위상은 2018년 6월 '러브유어셀프 전 :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앨범을 기준으로 연속

4개 앨범이 미국의 대중가요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
며 비틀즈 이후 52년 만에 최단기간(1년 9개월)으로 연
속 빌보드 1위를 달성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Map of the Soul: 7)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음원 시장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오피셜 앨범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

하며 이미 입증된 바 있다. [3] 이와 같은 방탄소년단
(BTS)의 글로벌 성공요인은 방탄소년단(BTS)의 팬덤
인 ‘A.R.M.Y.’와의 관계성 덕분에 가능했다. 이 관계성
은 언제, 어디서나 무한 접점을 가지는 뉴미디어 환경
이 만들어주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미디어를 통
한 커뮤니케이션방식이 뒷받침되었다.[4] 무한 접점을
통해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BTS)과
‘A.R.M.Y.’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팬소비가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탈
지역적 소비유형 중 한가지임을 인지하고, 소비하는 주
요한 이유인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에 집중하여 국내와
해외 팬이 소비시에 느끼는 가치(태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방탄소년단
(BTS)의 국내팬과 해외팬을 100명이상 설문조사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여 이를 유형화 하였다.

2. 팬 소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2-1. 팬 소비활동의 정의

팬이란 일반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정력, 감정
을 쏟고 더 집중적이고 중복적인 소비행태를 나타내며, 
좋아하는 대상과 관련된 제품들을 구매하고 수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5] 또한, 팬덤은 
단순히 열광적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스타를 
중심으로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를 생성하고 소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로도 정의된다. 
따라서 팬 소비 활동이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
이 구매가치로써 적용되는 소비활동을 의미한다. 팬 소
비활동에는 다른 일반적인 소비 행위에서 고려되는 가
치들 외에도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때로는 애정 그 자체만으로 소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2. 국내 및 해외 팬들의 제품 구매 과정

현재 방탄소년단 팬 활동과 관련된 소비가 가능한 온라
인 채널에는 쿠팡,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일반적인 전
자상거래 쇼핑몰이 존재한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
먼트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아미(A.R.M.Y) 중심의 공
식 소비 채널인 ‘위버스샵(Weverse shop)’이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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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샵에서는 공식 굿즈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제품 
및 컨텐츠 이용권을 포함, 아미 멤버십 회원권 등 팬 활
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위버스 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제품 구매 단계 

위버스샵은 현재 국내 팬과 해외 팬 모두의 원활한 서
비스 이용을 위해, 일반 전자상거래 채널과는 달리 언
어 선택 및 화폐 단위 설정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 중이
다. 현재 위버스샵은 유일한 공식 팬 소비 채널로, 네이
티브 앱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진입부터 
최종 구매까지의 과정 및 각 단계는 위 그림과 같이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방법

3-1. 설문지 구성요소

본 연구는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팬덤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량적 연구방법을 시행하였
다. 먼저 현재 팬들이 경험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관련 
팬 소비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구매품목에 따라 
소비유형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설립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객에게 구별되기 위해 타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된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정체성’을 
뜻하는 브랜드의 정의에 따라, 방탄소년단을 브랜드로 
판단한다. 이는 글로벌 팬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브랜드 특성을 충족한
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 인정받았
다고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브랜드로 규정
하여, 브랜드를 애정 하는 팬들이 가지는 전용 플랫폼
에 대한 충성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0~40대를 
선정하고, 해외의 경우도 동일한 연령대로 조사를 시행
한다. 방탄소년단 팬의 여부는 팬 활동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둘째, 소비유형은 개인이 가지는 의도에 따라 Van 
Boven과 Gilovich(2003)의 경험소비와 물질소비로 나
누어 파악한다. 경험소비는 소비의 목적을 살면서 겪는 
경험 자체에 두는 것을 뜻하고 물질소비는 유형의 만질 
수 있는 물체를 소유물로 간직하는 것을 뜻한다.[6] 위 
내용에서 방탄소년단 팬덤의 특징인 선한영향력과 팬 
소비에 관해 새로운 재화를 재생산하는 프로슈머적인 
성격[7]을 보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의 팬덤 (A.R.M.Y)의 특징 중 SNS를 
기반으로 공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행동[7]에 대해 알
아본다. 

넷째, 2020.03월을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유무를 조사하여 아티스트 전용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
를 알아본다. 

표 1. 설문 문항에 대한 소비유형 구분표 

이에 우리가 세운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팬 소비유형은 어떻
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2] 연구문제1에서 구분한 유형별 특징이 존
재하는가? 

[연구문제3] 팬들은 전용 플랫폼 이용에 충성도가 높은
가? 

3-2. 설문지

설문항목은 총 15개로 팬 소비에 대한 항목으로 소비실
태에 대한 내용 6문항과 정보공유에 대한 항목을 2가지
를 조사하였다. 소비실태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도
출한 소비유형 구분표에 따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
지막으로 브랜드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플랫폼 충성
도를 포함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용앱에 대한 

소비 
종류 소비내용 소비방법 소비형태

물질

음반/음원
유료컨텐츠  
구매

소유

MD / 영상
아티스트 
제품 구매

경험
콘서트 공연예매 기억 

(추억)가치관 기부동참

생산

아티스트 
관련 재편집  
영상

Youtube 
채널운영

공유 
(만족)아티스트 

관련 MD  
자체 제작

자체 제품 
판매

Proceedings of HCIK 2021

- 756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설문의 경우, 위버스샵 어플리케이션과 위버스  어플리
케이션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전용앱이라고 설정
하였다. 각 문항은 질문에 알맞는 항목으로 선택하도록 
객관식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2020년 03월 18일 
부터 04월 01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으며, 성비 구분없
이 10대부터 40대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진행은 SNS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
으며, 국내는 109명과 해외 150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팬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있거나 그 이상이 있는 사
람을 팬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해외지역 기준을 방탄소
년단의 최상위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미국과 베트남, 인
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팬의 수는 적으나 해당 전 지역
에 걸친 팬이 존재하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8] 이에 설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2. 설문폼 구성 

4. 연구결과

4-1.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비교

국내 설문조사는 팬 활동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7명을 제외, 팬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총 101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외국 팬 대상 설문조
사는 총 137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응답
자의 특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결과와 같다. 

표 3. 국내외 연령별 아미 멤버십 가입여부 명수(%) 

응답자 연령분포에서는 10대 응답자가 각각 국내 
58.4%, 해외91.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입여부에 따른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식멤버십의 경우, 국내 가입자 비율이 
54.5%로 미가입자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많게 나타났

다. 해외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27.0%로, 국내 조사와 
비교하여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4-2. 팬 소비관련 특성 비교

표 4. 자주소비하는 2가지 항목 명수(%) 

자주 소비하는 항목 2가지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 관
련 제품 구매(앨범, 굿즈)’가 국내 응답율 42.0%, 해외 
응답율 51.4%로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2번째로 자주 소비하는 항목에서 국내 팬들의 
경우 ‘유료 컨텐츠 구매(본보야지, 디지털 음원 감상)’
이 33.3%, 해외 팬들의 경우 ‘공연예매’가 21.5%로 각
각 2위를 차지하였다.

표 5. 자주소비하는 항목별 아미 멤버십 가입여부   명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팬 소비 혜택인 아미 멤버십의 경
우, 국내 가입자는 60.3%에 반해 해외는 29.9%로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해외 팬 소비 시, 현재 멤버십(2019. 
07.15 이후 아미 멤버십 기준)의 주요 혜택인 전용 제
품구매 혜택, 유료 콘텐츠구매, 공연예매에 대한 활용
도 중 관련 제품구매에 관한 미가입 비율이 37.5%로 
가장 높고 공연예매가 15.1%를 차지했다. 

표 6. 기부참여 횟수 명수(%)

설문항목 설문내용
설문항목
수

설문척도

기본조사
인구통계학적특징 1

명목척도
팬덤 활동기간 1

팬덤소비
소비실태 6

선택형

척도

정보공유 2

브랜드

활성화

브랜드 충성도 1

플랫폼 충성도 4

10대 20대 30대 40대 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국
내

25 
(24.8)

34 
(33.7)

5 
(5.0)

6 
(5.9)

10 
(9.9)

5 
(5.0)

15 
(14.9)

1 
(1.0)

101 
(100.0)

해
외

29 
(21.2)

96 
(70.1)

7 
(5.1)

3 
(2.2)

1 
(0.7)

1 
(0.7)

0 
(0.0)

0 
(0.0)

137 
(100.0) 

관련 
제품 
구매 
(앨범, 
굿즈)

유료컨텐츠 
구매(본보 
야지,디지털 
음원감상)

공연 
예매

관련 
컨텐츠 
및 유통 
(유투브  
채널운 
영, 자체  
제작물 
판매등)

기부 
동참 계

국내
87 
(42.0)

69 
(33.3)

33 
(15.9)

11 
(5.3)

7 
(3.4)

207 
(100.0)

해외
129 
(51.4)

40 
(15.9)

54 
(21.5)

9 
(3.6)

19 
(7.6)

251 
(100.0)

관련 
제품구매 
(앨범, 
굿즈)

유료 
컨텐츠 
구매 
(본보 
야지, 
디지털 
음원감상)

공연예매

관련 
컨텐츠 
및 유통 
(유투브  
채널운 
영, 자체  
제작물 
판매등)

기부 동참 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가
입

미
가
입

국
내

48 
(23.2)

39 
(18.8)

46 
(22.2)

23 
(11.1)

23 
(11.1)

23 
(11.1)

3 
(1.4)

8 
(3.9)

5 
(2.4)

2 
(1.0)

207 
(100.0)

해
외

35 
(13.9)

94 
(37.5)

15 
(6.0)

25 
(10.0)

16 
(6.4)

16 
(6.4)

2 
(0.8)

7 
(2.8)

7 
(2.8)

12 
(4.8)

251 
(100.0)

없음 1-5 6-10 11-15 16-20 21 
이상 계

국내 58 
(57.4)

35 
(34.7)

4 
(4.0)

4 
(4.0)

0 
(0.0)

0 
(0.0)

101 
(100.0)

해외 57 
(41.6)

63 
(46.0)

7 
(5.1)

5 
(3.6)

2 
(1.5)

3 
(2.2)

1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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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 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국내 팬들의 경우 참
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로 가장 많았
다. 해외 팬들의 경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는 비슷
했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58.4%로 국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국내 팬들과 달리 기부 횟수에 있어
서도 연간 16회 이상 이 3.7%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7. 팬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 명수(%)

팬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해, 국내 팬들의 경우 ‘수
시로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는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가 33.7%
로 이 2가지에 가장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해
외의 경우, 국내 팬들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
으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가 40.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해외 팬의 경우, 국내 팬에 비
해 기타 응답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한다’는 전
제를 가지는 응답이 기타 응답 중 61.9%를 차지했다. 

표 8. 구매관련 정보 공유 경험 명수(%) 

*총 무효표 5

표 9. 공유하는 구매관련 정보유형 명수(%) 

팬덤 소비와 관련된 정보 공유에 대한 설문에서 국내와 
해외 팬 모두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는 국내 팬들의 경우 ‘구매인증’과 ‘팬에게 제공되는 혜
택’이 각각 43.8%와 37.5%로 이 두가지에 집중되는 분
포를 보였으며, 해외 팬들의 경우 ‘구매 인증’에 대한 
응답이 59.8%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4-3. 브랜드 활성화관련 특성 비교

표 10. 팬 소비시 주로 이용하는 소비채널 명수(%)

팬덤 소비시 주로 이용하는 소비채널에 대해, 국내 팬
들의 경우 74.3%가 전용 앱/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
답한 반면, 해외 팬들의 경우 75.2%가 외부 앱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소비를 한다고 응답하여 국내와 해외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표 11. 개인거래시 주 이용 소비채널 명수(%)

*총 무효표 10

팬들간 개인거래의 경험이 있는 표본 중, 개인거래의 
경우 모두 SNS를 통한 거래가 국내와 해외 각각 
57.1%, 51.3%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팬의 경우 개인
거래시에도 전용 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2. 공동구매시 주 이용 소비채널 명수(%) 

*총 무효표 17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표본 중, 전용 앱을 통한 구매가 
각각 국내 72.3%, 해외 37.6%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특히 해외 팬의 경우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구매도 34.4%로, 전용 앱을 통한 
거래와 유사하게 활발한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해외 
팬의 경우 기타 응답으로는 아마존(Amazon)과 이베이
(ebay), 코코 다이브(cokodive),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
접 구입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 중 아마존을 통해 공
동구매한다는 응답이 기타 응답자 기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아티스트 관련 팬 소비 UX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방탄소년단과 아미(A.R.M.Y)를 

신제품 
출시

수시로
새물건 
교체시 기타 계

국내 34 
(33.7)

55 
(54.5)

3 
(3.0)

9 
(8.9)

101 
(100.0)

해외 57 
(40.7)

26 
(20.7)

12 
(8.6)

42 
(30.0)

137 
(100.0)

있음 없음 계

국내 64 (64.6) 35 (35.4) 99 (100.0)

해외 102 (76.1) 32 (23.9) 134 (100.0)

할인
정보

팬혜택 기부
내역

구매
인증

배송
정보

기타 계

국내 5 
(7.8)

24 
(37.5)

1 
(1.6)

28 
(43.8)

5 
(7.8)

1 
(1.6)

64 
(100.0)

해외 12 
(11.8)

19 
(18.6)

1 
(1.0)

61 
(59.8)

6 
(5.9)

3 
(2.9)

102 
(100.0)

전용 앱/웹  
사이트

외부앱/웹 
사이트 계

국내 75 (74.3) 26 (25.7) 101(100.0)

해외 34 (24.8) 103 (75.2) 137(100.0)

전용앱 SNS 카페 및 
블로그

오프라인 
지인 기타 계

국내 0
(0.0)

16 
(57.1)

3 
(10.7)

3 
(10.7)

6 
(21.4)

28 
(100.0)

해외 9
(23.1)

20 
(51.3)

9 
(23.1)

0 
(0.0)

1 
(2.6)

39 
(100.0)

전용앱 SNS 카페 및 
블로그

오프 
라인 
지인

기타 계

국내 34
(72.3)

7 
(14.9)

0 
(0.0)

2 
(4.3)

4 
(8.5)

47 
(100.0)

해외 35
(37.6)

16 
(17.2)

32 
(34.4)

0 
(0.0)

10 
(10.8)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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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해외와 국내의 팬 소비경험의 차이점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글로벌한 유저를 대상으로 아티스트(방탄소
년단)와 팬의 관계성에 기인하여 소비하는 UX에 대한
선행적 연구로서 지역에 따른 주요 소비경험을 제시하
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글로벌 팬덤의 주요 구
성요소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팬소비 UX 가이드를 제
시한다.

첫째, 기본적인 특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팬들은 아티
스트에 관련된 소비를 소유하는 형태로 하고 싶어 한
다.  또한, 소비 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인증하는 행위
를 통해 팬 소비 경험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현재 보
편적인 팬 소비 UX은 해당 물건을 구매한 이후 인증하
는 부분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에 구매에서 인증까지 
확장된 커뮤니티형 팬 소비 UX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
었다. 

둘째, 해외팬소비의 경우, 아티스트에 관련된 소비를 
기억하고자 하는 유형이 국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에 국가 단위 지역에 따라 경험 소비와 관련된 
콘서트, 가치관 소비 측면에서 주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콘서트를 
구매하는 여정 가운데 기존에 있는 선 예매권을 위한 
멤버십 혜택뿐 아니라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팬 소비 
경험을 이어가 준다면 지속적인 팬 소비 UX가 되리라 
파악하였다. 

셋째, 팬 소비 시기가 명확하게 분류된 해외 팬 소비 경
험의 경우, 구매 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연,월,일, 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기능으로 달력, 챗봇 등의 기
능이 추가된다면 팬 소비 경험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넷째,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플랫폼{전용앱(위버
스, 위버스샵), SNS 등}을 통해 공동구매, 개인구매등 
세분화된 팬 소비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었다. 
팬들 스스로 판매, 구매하는 팬 소비 방식을 만들어 가
고 있기 때문에 팬 스스로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팬 소비 UX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글로벌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경험 연구는 문화
적인 특색 뿐만 아니라 유저와 관계성에 주목하여 사용
자 경험을 개선해 나아가야 함을 확인했다는 자체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 표본 국가가 약
64% 영국에서 진행되어 유럽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시아를 포함한 타국가
들에 대한 표본수치를 고려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
출된 4가지 글로벌 팬 소비 UX를 통해 향후 소비방식

에 대한 심층적인 서비스 개발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것
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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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 하지 재활을 위해 개발된 로봇들은 

환자들이 보행훈련을 하기에 비용이 높아 실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이 가능한 능동형 무릎 보장구는 기존 

개발된 여러 장치에서 무게 및 비용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만성 뇌병변 환자가 실제 보행훈련 

시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역구동성(Backdrivability)을 갖춤으로써 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동부의 관성력에 의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차동 케이블 구동기(Differential 

Cable Drive) 기반의 능동형 무릎 보장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차동 도르래 원리를 

기반으로 높은 기어비를 낼 수 있는 동시에 높은 

역구동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기 장력을 

조절함에 따라 구동 토크의 크기를 증감시킬 수 

있어 낮은 모터의 동력으로도 보행에서 필요한 

토크를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시스템의 전체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역구동성으로 인해 보행 보조에 있어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 보장구의 

최적 설계 이후 동적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3D 

모델링을 통해 구동부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능동형 무릎 보장구, 뇌졸중, 하지 재활 

 

1. 서 론 

뇌병변 환자의 하지 재활을 위해 개발된 기존 

로봇은 환자들이 보행훈련을 하기에 비용이 높아 

실제로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주로 트레드밀을 

기반으로 하여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능동형 무릎 

보장구는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이 가능하여 만성 

환자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능동형 무릎 보장구 역시 무게 및 비용의 문제로 

환자의 실제 보행 재활훈련에 적용하는데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상용화된 장치로는 Alter G 

사의 Tibion PK100 가 있으나, 무게가 6kg 대로 

환자가 착용하기엔 무겁고 대형 재활 병원에 한해 

접근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압이나 

유연한(flexible) 구동기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높은 복잡성, 배터리 등의 문제로 인해 

상용화 되기엔 한계를 가진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가볍고 높은 토크를 내는 

동시에, 역구동성을 가진 차동 케이블 

구동기(Cable Differential Drive) 기반의 능동형 

무릎 보장구를 제안한다. 차동 케이블 구동기는 

기존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높은 기어비와 역구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기 장력의 조절을 통해 구동 

토크를 높일 수 있다[2]. 

무릎 보장구와 같은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토크의 전달 또한 

요구되기에 높은 기어비를 가지는 동시에 높은 

역구동성이 요구된다. 기존 감속기의 경우, 

감속비가 높아지면 역구동성이 떨어지므로 

감속비를 낮추고 감속기와 모터 사이의 마찰을 

줄이거나 입력부에서의 회전 관성을 줄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동 

케이블 구동기 기반의 무릎 보장구는 가벼우면서 

사용자에게 불편함 없이 필요한 토크를 보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구 파라미터 최적 

선정을 하여 구동부를 설계하고, 동적 해석을 통해 

기어비 및 초기장력에 따른 구동 토크를 

해석하였다. 또한 3D 모델링과 구동부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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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설계 

2.1 기구부 설계 

그림 1 과 같이, 차동 도르래는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동심을 가지는 하나의 입력 풀리와 아래쪽 

움직도르래 역할을 하는 풀리로 구성된다. 이 때, 

입력 풀리의 반경 차이를 이용하여 기어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수동 윈치에 사용되고 있는 

기구이다.  

 

 
그림 1 차동 도르래 메커니즘 

 

Gosselin 은 기존 차동 도르래 메커니즘에 출력 

풀리와 아이들러 풀리를 하나씩 추가하여 출력 

토크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2]. 이 

때의 기어비는 입력 풀리의 반지름 차와 출력 

풀리의 반지름의 비인 아래 식 (1)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R 이 기어비가 된다. 

𝝉𝒐𝒖𝒕  =  𝐑 × 𝝉𝒊𝒏 =
𝟐×𝑹𝒐𝒖𝒕

𝑹𝒊𝒏𝟐−𝑹𝒊𝒏𝟏
× 𝝉𝒊𝒏       (1) 

 
그림 2 차동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 

 

그림 ２는 차동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으로,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던 기존의 

차동 도르래와는 달리, 입력 풀리를 회전시킨다. 

입력 풀리가 회전하게 되면, 가운데의 두 

아이들러 풀리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아이들러 

풀리의 아래쪽에 연결된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출력 풀리가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 풀리에 

준 입력 토크는 구해진 기어비 R 에 의해 출력 

풀리에 출력 토크를 전달하게 된다. 

2.2 구동기 선정 

보행 시 필요한 무릎 토크를 보면, 35~50 Nm 의 

최대 토크가 필요하다. 이때, 입각기에서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로, 실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인 유각기에서의 무릎 토크는 약 10~15 

Nm 이다[2]. 어느정도 직립이 가능한 만성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동기의 출력 

토크를 10~15 Nm로 정하고, 표 1과 같이 모터를 

선정하였다. 

 
표 1 Maxon 모터(EC 45 flat, DC brushless, 70 W) 

정격 토크 정격 속도 용량 

0.134 Nm 3730 rpm 70 W 

  

정상인이 1.2 m/s 속도로 걸을 때 무릎관절의 

각속도는 약 350 deg/sec 로[3,4], 선정한 모터의 

정격 속도에 의해 기어비가 80:1 로 선정된다. 

따라서 출력 토크는 10.72 Nm 로 계산할 수 있다. 

출력 풀리에 감긴 케이블의 초기 장력은 148.89 

N 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Ｔ＝ 
𝝉𝒐𝒖𝒕

𝟐×𝑹𝒐𝒖𝒕
                (2) 

여기서 장력 T 는 아래쪽 출력 풀리 케이블의 

장력을 뜻하며, 위쪽 입력 풀리 케이블의 장력은 

움직 도르래 원리를 통해 아래쪽 장력의 반인 T/2 

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장력을 208.33 

N 까지 높인다면 15 Nm 의 출력 토크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성 및 도식도 

 

그림 3 에 보이듯이, 구동부는 입출력 풀리와 

아이들러 풀리로 구성된다. 특히, 입력 풀리에서 

Lsh 는 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한 부분(4 바퀴), 

Lrom/2 은 입력 풀리( (𝛿𝜃𝑖𝑛/2𝜋) × 𝑝/2 )가 움직이는 

범위 (10 바퀴), Lfl 은 케이블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최소범위(4.5 바퀴)를 말한다. Lfs 는 두 

아이들러 풀리 반경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범위이며 여기서는 Lfl 과 같다. 이는 아이들러 

풀리가 직선이동 시 케이블이 평행하게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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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기 위한 조건으로, 이에 따르면 아이들러 

풀리의 직경은 아래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𝑅𝑖𝑛1 + 𝑅𝑖𝑛2)2 + (𝐿𝑠ℎ + 𝐿𝑟𝑜𝑚 + 𝐿𝑓𝑙)
2     (3) 

케이블의 변형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풀리 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8.5 배로[2], 케이블 직경(Dpc1)을 

1mm 로 선정하면 Rin1 은 8.5 mm 로 정해진다. 

따라서, 초기에 선정한 기어비 80:1 을 만족하기 

위해서 Rout 을 찾으면 Rin2 와 다른 변수들이 

정해진다. 

 
(a) 

 
(b) 

그림 4 구동부 상면도(a), 최적 설계 결과((b), Matlab®) 

이때, 도해적 방법을 통해 Rout 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 와 같이, 초기 구성의 구동부 

상면도(Top View)를 보면, 양쪽의 아이들러 

풀리가 공간상의 꼬인 위치로 Rout 이 줄어듦에 

따라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서 간섭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out 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아이들러 풀리가 간섭하지 않는 최소 반경 Rout 을 

증분법(Incremental Method)을 통해 구하였다. 표 

2 는 최종 설계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2 최종 설계 파라미터 

R (Gear ratio) 80:1 Dpc1(Upper cable) 1 mm 

Rin1 8.5 mm Rout 36 mm 

Rin2 9.4 mm Rip 39.5 mm 

Distance 

(Rin2&Rout) 

115 mm Width (Input pulley) 74.4 mm 

Pitch 1.2 mm Dpc2 1.6 mm 

2.3 기구 해석 

최종 설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기구 및 동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Adams®). 출력 풀리의 

350deg/s 를 위해, 입력 풀리에 28000 deg/s 를 

0.1 초 까지는 정방향, 0.2 초까지는 역방향으로 총 

0.2 초 동안 정현파로 주었다. 그림 5 에 입력과 

출력 각속도를 도시하였으며, 설계된 기어비대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입력 각속도 

 
(c) 출력 각속도 (초기장력 148.89 N) 

그림 5 해석 결과 (각속도) 

 

 

(a) 초기 장력 148.89 N 

 

 

(b) 초기 장력 208.33 N 

그림 6 해석 결과 (출력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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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은 토크 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6 (a)를 보면, 초기 장력을 148.89 N 을 주었을 

때를 나타내고 (b)는 식(2)로 계산된 장력인 

208.33 N 을 주었을 때의 결과이며, 초기 장력을 

다르게 주었을 때, 각각 10~11 Nm 와 14~15 

Nm 값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장력에 따라 10~15 Nm 사이의 출력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력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진동은 아이들러 

풀리가 공중에서 움직이는 도중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결과값으로는 미미하나 실제 착용했을 때 

유의 깊게 살펴봐야할 항목으로 사료된다. 

 

3. 시제품 제작 

 

그림 7 3D 모델링(Solidworks®, 좌), 시제품(우) 

 

그림 7 은 최종 3D 모델링과 제작된 구동부 

시제품을 나타낸다. 구동부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제어부 (790g)와 구동부 (1270g)로 

나누었고, 제어부를 허리보호대에 부착하였다.  

 

그림 8 기구 착용 예시 

 

그림 8 은 기구 착용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추후 

기구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결론 

뇌병변 환자의 하지 재활을 위해 개발된 기존 

로봇은 환자들이 보행훈련을 하기에 비용이 높아 

실제로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주로 트레드밀을 

기반으로 하여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능동형 무릎 

보장구는 계단 및 지면 보행훈련이 가능하여 만성 

환자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능동형 무릎 보장구 또한 무게 및 비용의 문제로 

환자의 실제 보행 재활훈련에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능동형 무릎 보장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차동 케이블 구동기 기반의 

가벼우면서 높은 기어비와 역구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무릎 보장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최적 파라미터 설계와 더불어 기구 해석을 

하였고, 구동부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향후 장치 

및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여 기기 효용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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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면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면증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면증의 증상을 완화하

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음악 치

료는 새로운 유형의 치료법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

에게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불면증을 위

한 음악 치료 도구의 인터랙션 디자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치료 보조 도구의 사

용 방법과 사용 방식이 단일하고 전문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환자와 치료사 간의 의사소통

장벽이 많이 있다. 따라서, 더 편리하게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악 치료 인터랙션 디자

인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음악

치료 보조 도구의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음악치료 도구

의 교호 방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미래에

음악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인터랙션 방식과 기술

에 대한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게 된다.

주제어

불면증, 음악 치료, 인터랙션 디자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불면증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통계

에 따르면 전 세계 수면 장애 비율은 27%이다. 한

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NHIS)의 통계에 따르면 수

면 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2014 년

415,500 명에서 2018 년 568,070 명이 증가했다. 5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보

인다[1]. 2016 년 중국 수면 연구 협회가 발표 한 수

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성인의 불면증 발생률

은 38.2%에 달하고 3 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성인의 약 4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미국에서 약 5 천-7 천만 명의 성인이 수

면 장애를 보고했다[2].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불면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치료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연합 뉴스에 따르

면 2015 년 한국 국내 불면증 관련 총 의료비는 502

억 원에 달했다. 수면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메

스꺼움, 현기증, 약물 의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의약품

수면 보조제의 보편성, 비용 및 잠재적인 유해한 부

작용을 고려할 때, 저가의 비약물 대체 보조제를 찾

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약물 복용 외에 수면 촉진을 위한 다른 치료로는 체

육 단련, 광 치료, 릴랙스 기술, 음악 치료와 침술이

있다. 비 약리학적 치료 방법으로서 음악 치료는 불

면증이 있는 성인들에게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3].

음악 치료는 심리 치료의 중요한 한 방법이다[4].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음악을 듣는 것이 불안을 줄

이는 것으로 여거지고, 음악 치료는 불면증 환자에

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5].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불면증에 대한 현재의 음악 치료 보조 도

구의 인터랙션 방식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현재 불면증에 대한 음악 치료 도구 및 인터랙션 디

자인의 한계를 탐구하여 음악 치료 보조 도구 혁신

적인 인터랙션 디자인 기술과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 기초 위에서 음악적 불면증 치료 과정에서 보조

도구의 인터랙션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디자인되어

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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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면증에 대한 음악 치료 인터랙션 디자인
현황

2.1 불면증에 대한 음악치료 원리

불면증에 대한 전문적인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사

와 공동 참여로 특별히 고안된 음악 활동을 통해 불

면증 환자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

도 소리나 계곡 소리에 들어 있는 백색 소음은 인간

뇌파의 α파를 동조 시켜 심리적 안정을 불러와 수

면을 촉진한다. 현 단계에서 불면증에 대한 음악 치

료 보조 도구는 주로 이 원리를 활용에 따라 설계되

고 사용된다.

하지만 음악 치료의 효과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1) 같은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성취도, 직업, 나이, 성

별 등의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감정 반응이 달라진

다.

2) 음악 치료가 시행되는 환경도 치료 효과에 영향

을 미치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하면 효과가

더 좋다.

3) 음악 치료 과정의 기타 행동 활동 (예 : 치료 도

구 사용 방법, 사용 중 신체 상태 등)도 음악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2.2 전문적인 음악 치료

전통 음악 치료 과정에서 주요 보조 도구는 악기라

서 인터랙션 방식은 환자와 악기 사이의 상호 작용

을 위주로 한다[6].

표 1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악기의 소개

악기 주요 특징 및 인터랙션

오션 드럼

（Ocean drum)

오션 드럼은 원통형의 모양

안에 작은 구슬을 많이 넣어

두어 안에 구슬이 움직일 때

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가 나는 재미있는 악기이

다. 손목을 움직이면서 연주

하며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파도 소리의 강약이 달라진

다. 오션 드럼을 연주하면서

복식 호흡법과 결합하여 불면

증 환자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추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낮추고 진정 및 수면 보조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인 스틱

(Rainstick)

레인 스틱이라는 악기 발생

하는 소리는 마치 빗소리와

같은 음향 효과가 난다. 안에

넣은 재료에 따라 음색이 변

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

도에 따라 박자와 리듬을 변

화시킬 수 있다. 레인 스틱은

주로 상상 유도 음악 치료

(guided imagery and music

therapy, GIM)에 사용되며 ,

밖에서 비가 내린다고 상상하

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혼자

있어 잠이 쉬게 든다.

물고기 귀로

(Fish Style

Guiro)

물고기 귀로는 나무를 깎아

만든 물고기 모양의 귀로 타

악기이다. 물고기 귀로는 두

가지 연주 방식이 있다. 나무

막대기로 악기를 문지르면 개

구리 울음소리가 난다. 나무

막대기로 치면 딱따구리가 나

무를 쪼아 먹는 소리가 난다.

스틸 텅 드럼

(Steel tongue

drum)

스틸 텅 드럼은 북면에 절개

선을 넣어 혀를 만든 텅 드럼

(tongue drum)의 일종이다 .

연주할 때는 손가락으로 두드

리거나 채를 사용할 수 있다.

채로 연주할 경우 더 울림이

크고 명료한 소리를 내며 음

색은 벨과 비슷하다. 스틸 텅

드럼은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

가 간편하며 특별한 교육 없

이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

어서 음악치료나 명상 등에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악기와 상호 작용하는

인터랙션 방법은 사용자에게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

지 않으며 간단한 학습을 통해 사용법을 익힐 수 있

다.

2.3 일상 음악치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자체 건강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면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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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을 위한 일련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수면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면 보조 앱이며 제공하는 기

능은 주로 수면 보조 음악, 수면 시간 설정, 수면 모

니터링 및 분석 등이다. 또 다른 유형의 제품은 사

운드 베개， 백색소음기[그림 1]와 같은 수면 보조

앱과 함께 사용되는 하드웨어 장치이다. 사운드 베

개는 작은 내부 스피커가 있는 베개이다. 사운드 베

개를 플레이어 (MP3 / iPad / 휴대폰)에 연결하여

포트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

도구는 조명과 음악의 변환을 제어해 우울증 등 수

면장애를 줄여준다.

그림 1 사운드 베개와 백색소음기

2.4 현존 음악치료 도구의 문제점

기존의 음악 치료사, 불면증 환자와 음악 치료 도구

간의 인터랙티브 방식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교호

방식에는 단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음악치료 도구의 사용방식이 단일하여 장기간

사용 시 흥미를 잃게 된다.

2) 가정에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

존의 치료도구가 전문 치료사와 대화할 수 있는 통

로가 없어 개성화 치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다.

3) 음악치료에 적합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부족하다.

위의 문제점은 음악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해보겠다.

3. 음악 치료 인터랙션 디자인 탐구

3.1 음악치료 인터랙션 디자인의 필요성

전문적인 음악 치료에서 환자와 악기 사이에 단일

교호 방식에 비해 일상적인 음악 치료의 인터랙션

의 제어성 더욱 높고 가시성 효과가 더 좋다. 하지

만 불면증 환자들의 음악 치료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음악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을 증

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표 1]에 표시된 전통 악기는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

을 추가하고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악보 자동 제공할 수 있

다면 음악 활동 프로세스를 더 흥미롭고 개인화 할

수 있다. 아래 연구에는 음악 치료에 활용할 수 있

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기술과 사례가 제시되어 있

다.

3.2 증강 현실 뮤지컬 시스템

그림 2 는 증강 현실 뮤지컬 시스템 사례[7]를 통해

음악 치료 보조 도구의 혁신적인디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증강 현실 뮤지컬 시스템

이 시스템은 뇌성 마비 아동이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이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악

기의 사운드를 시뮬레이션하고 사용자가 멜로디를

만들고 저장하여 새로운 음악 구성의 일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다.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은 음악

기호가 포함된 컬러 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카

드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종이에 인쇄할 수 있으

며 키보드를 대신해 음악 창작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움직임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음악 치료사는 필요

한 운동 과제에 따라 환자를 위한 "운동 계획"을 사

용자 정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가

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함께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 치료사와 뇌성 마비 아동이 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험 결과에 따라 이 시스템은 인지, 운동,

심리, 사교 등을 공부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악 치료사는 자신의 개입에 시스

템을 사용하여 가능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개발했

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기존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

로 하므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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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랙티브 월

인터랙티브 월은 감지된 터치와 벽면에 표시된 콘

텐츠를 기반으로 시력, 청각 또는 촉각 피드백을 제

공하다. 벽면의 터치를 감지하면 대화 형 벽은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터치에 해당하는 실

시간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다. 인터랙티브 월 자체

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투영 표면으로 기능 할 수 있

거나 인터랙티브 월만큼 큰 디스플레이가 벽에 부

착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다[8].

인터랙티브 월의 인터랙티브 방식은 사용자에게 기

분을 조절할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Cabrini 아동병원은 아동 운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재미난 인터랙티브 월[그림 3]을 만들었고,

병원은 이를 통해 아이들은 병원에 대한 판에 박힌

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 Cabrini 아동병원의 인터랙티브 월

이 인터랙티브 월에는 15 가지 테마가 있다. 아이들

은 벽에 있는 이미지를 터치하여 벽의 패턴을 재미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아동의 달리

기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변할 수 있어 아동은 몰입

감이 느껴진다. 이 벽에는 다양한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할

것이다.

"Playdodo"[그림 4]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회사

Raonsquar 가 발명한 음악 인터랙티브 월이다. 이

인터랙티브 터치 월의 악기는 전도성 잉크로 벽에

서 그려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 손으로 악기를 만

지면 투사 된 빛에 의해 이 악기에 조명이 비춰지고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사운드가 생성된다.

그림 4 Playdodo 음악 인터랙티브 월

3.4 유형 사용자 인터페이스(TUI)

유형 사용자 인터페이스(TUI)는 인간-컴퓨터 인터

페이스의 최근 연구 분야이다. 물리적 물체는 디지

털 정보의 제어와 표현에 사용된다[9].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GUI)에서 사용자는 마우스와 키

보드를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가상 개체와 상호 작

용하며, TUI 에서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

인 대상을 이동시켜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일반적으

로 물리적 대상마다 하나의 특정 디지털 정보나 가

상 모델의 일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TUI 의 인터랙

션의 더 직접적이고, 사용자는 GUI 의 단순한 시각

감지인 가상 세계의 2 차원 창보다 실제 물건에 대

한 감각 감지를 이용할 수 있다. [10] .

"Orbit"[그림 5]은 벨기에 디자이너 Senna Graulus

가 개발한 터치 가능한 음악 재생 컨트롤러로, 사용

자들이 그들의 디지털 음악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 Playdodo 음악 인터랙티브 월

Orbit 은 베이스 1 개와 컨트롤러 1 개로 구성돼 있

다. 사용자는 이 두 부분의 세 가지 주요 인터랙티

브 방식을 통해 음악을 제어할 수 있다: 음악을 시

동/정지하고, 회전 시 재생 목록을 변경하며, 반전

시 발견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Brumley 가 디자인한 음악 플레이어는 TUI 로 구동

되는 새로운 음악 플레이어로, 모든 기능은 물리적

인 개체에 의해 제어된다. 인터랙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TUI 전원을 켜기 위한 token house 의 뚜껑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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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썸 프린트를 통해 음악 라이브러리를

로드한다.

3) Token 을 library jogger 에 배치하면 네비게이션

컨트롤이 된다.

4) Small token 이 token base 에 배치되면서 album

art 가 나타난다.

5)노래 및 전체 앨범이 재생 목록에 추가된 후에

cube control 을 누르면 재생 목록 시작한다.

그림 6 TUI 로 구동의 음악 플레이어

4. 결론

4.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현존한 음악 치료 인터랙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문적인 치료와 일상 치료는 모두 단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혁신 디자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음악 치료에 활용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기술과 사례가 제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강 현실 뮤지컬 시스템과

같은 증강 현실 및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환자와 치

료사에게 양방향 하드웨어 지원을 제공한다. 가정

환경에서 음악 치료를 수행하는 동안 전문 치료사

의 원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으로 가정에서 음악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음

악 치료와 인터랙티브 월이나 TUI 기술을 결합해

음악치료에 적합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풍

부하게 전문적인 불면증에 관련한 치료 체험을 제

공한다.

4.2 후속연구

기존의 음악 치료사, 불면증 환자와 음악 치료 도구

간의 인터랙티브 방식을 분석하고 미래 불면증의

음악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랙티브

기술을 탐구하였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

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기술이 음악 치료와 어떻게

잘 통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도구를 혁신적으로

인터랙션 디자인하면 음악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

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음악치료 과정 전체를 편리하고 개별화하

며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향후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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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을 사용자의 사용경험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도 같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가정 내 다양한 스마트 가전제품에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주제어 

블록체인(Block Chain), 스마트가전, 스마트홈, 

제품 사용경험데이터 

1. 서 론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사용자들은 자세히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 항목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없이 동의를 선택한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기록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서비스 성능 개선에 활용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사용 정보 

수집 동의로 인해 사생활의 대화가 유출되는 등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염려 속에서도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과 달리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제품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며 인터랙션에 대한 사용 경험에 대한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용 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정보는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 경험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정보 수요자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했으며, 정보 수요자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인해 동의 받지 못해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만약 정보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동의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사용자와 정보 사용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스마트 가전을 

기반으로 제품 사용 경험 데이터 정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 제공 사용자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 

블록체인을 제품에 적용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연구 

2.1 블록체인 기술 

2008 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6]에서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시장에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된 

암호화폐가 되었다[2]. 또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각각의 산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중앙화로서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P2P 와 같은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 사이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거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강고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신뢰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거래 수수료 및 채굴 성공 보상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2.2 블록체인 스마트 가전 

블록체인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초기 블록체인폰[4]의 경우  

암호화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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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했다면 현재는 지갑 기능 외에도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3]와 같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가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전에 

블록체인 적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들이 많이 제안된다면 

블록체인 스마트 가전의 출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3 블록체인 적용의 장점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 제공 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한다[1].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시 개인의 신분증 또는 비밀번호 

역할을 대신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통한 

인증으로 주민번호나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기술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행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갖는 특성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서 전달된 모든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활용 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확정한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 즉시 

계약된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블록체인 기반 제품 사용경험 정보 플랫폼   

3.1 플랫폼 구조 

제안된 플랫폼의 전체 구조(그림 1)에서 각 주체들을 

살펴보면 크게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제공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들을 말하며, 정보 

수용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제조사와 제품 사용 정보를 활용하는 제 3 의 업체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수용자가 제품의 사용 경험 

데이터를 원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을 요청하며, 

성사 시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제품 노드 주소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쿼리가 포함된 거래를 전송한다. 

데이터 획득이 완료되면 제품에서는 데이터를 

포함한 거래를 제조사 노드 주소로 거래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지갑으로 보상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보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토큰 형태로 지급되며 포인트로 전환하여 

제품이나 콘텐츠 구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사용자 노드: 블록체인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키(Private Key)를 가지고 있는 

노드로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말하며, 제품의 등록과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 가전에서  거래 전송 제어에 관여한다.  

• 제품 노드: 블록체인이 적용된 스마트 가전들의 

노드로서 네트워크 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가진 비트코인의 

Lightweight Wallet (단순지불검증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 사향의 지갑으로 블록체인의 

모든 송장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형태의 노드) 과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그림 1   플랫폼 전체 구조도 

블록체인 Network

정보제공자 정보수요자

사용자 Node

제품 Node 제조사 Node

제3업체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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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은 제조사에서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사 DB에 보관되어 

사용자의 제품 등록이나 전송된 거래의 무결성 

판단할 때 사용된다.  

• 제조사 노드: 제조사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Core Client나 Full Node Client와 

같이 모든 거래를 담을 필요는 없으며, 제품들과 

같이 거래만 하는 노드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제품의 개인키 DB와 사용자 DB 등과 

연동되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 채굴 노드: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를 담고 있으며, 

다수의 채굴 노드들의 의해 네트워크 내 모든 

거래 및 블록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제3업체 노드: 제조사에게 사용 정보를 

요청하거나 노드로 참여하여 직접 거래를 

요청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다.  

3.2 시나리오 

• 제품의 등록: 최초 구매 또는 제품 사용자 변경 

시, 사용자는 스마트폰 App과 제품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 제품 사용자로 등록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공개키 생성 및 거래 전송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  이를 통하여 제조사 노드에 

전달한 유효한 거래를 통해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실사용자의 지갑 주소를 사용자 DB에 

저장한다. 이때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예민한 개인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대신 

기본적인 사용자 분류 정보(성별, 연령대, 지역 

등)를 저장하여 추후 조사 요청 시 활용한다.   

• 조사를 위한 계약 채결: 사용자의 제품 사용 경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경우, 제품별 데이터 획득을 

위한 쿼리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실내 가전 사용 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하였을 때, 해당 제품에서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사용 패턴 획득을 위한 쿼리를 

작성한다. 지역별, 연령대별 등 사용자 Pool을 

구분하여 스마트 폰을 통하여 거래 계약을 

전송하며, 수락한 사용자에게는 등록된 주소로 

쿼리가 포함된 거래를 전송한다.   

• 데이터 전송: 제품에서 사용 경험 데이터를 

확보가 되면 각각의 제품 노드에서 데이터가 

포함된 거래를 제조사 노드로 전송한다. 

제조사는 거래 정보를 개인 DB와 제품 DB 통해 

전송 주소의 무결성을 판단하고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제3업체 요청: 사용 정보 수집은 제조사 뿐만 

아니라 제3업체(마케팅 또는 소비자 리서치 

기업)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를 통해 요청하는 

방법(수익 발생)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 사용자의 여부 그리고 

제공받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수료 

부여를 통한 추가적인 제조사의 수익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4. 주요 예상 효과   

4.1 정보수집 방법의 변화 

기존의 개인 정보 수집과 대비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사용 경험 정보 수집을 비교한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정보수집 비교  

 

 

4.2 소비자 조사 연구 방법의 변화 

사용 경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 3 업체들의 기존의  

리서치 과정을 그림 2 와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본 

플랫폼에서는 조사 설계 요구되는 정보 수집을 위한 

쿼리(Query) 작성과 대상자 범위 선택만 하면, 선택 

대상자에게 계약 요청이 전달되고, 계약 채결과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어 정보 수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 사용 

행위에 대한 자동화 데이터 수집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스키마 구축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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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 비교   

 

5. 결론  

각 주체 별 니즈에 대한 적합성을 보면, 우선 정보 

제공자로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성을 유지한 플랫폼에 참여하여 본인의 가치 

있는 사용 경험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수요자로서 마케팅 분석 및 

소비자 연구하는 제 3 업체의 경우 더 많은 

사용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한 사용 

경험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는 실제 사용자와 전달 받은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증 작업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 플랫폼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제품의 단가를 높이며 

블록체인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하여 플랫폼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블록체인이 적용되었을 

때 제품 판매 외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은 제조사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가전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상용화되기를 기대해본다.  

5.1 향후 연구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스마트 가전이 연결되어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 건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 정보 

모델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에서 

추출된 정보(공간을 구성하는 객체들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합하여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의 정보 모델에서 

추출된 공간의 크기(부피), 외벽의 두께, 창호의 

크기 등의 정보로 시간에 따른 실내공간 냉방 

부하를 분석하여 에어컨의 자동 제어 및 추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제품에서 센싱 된 정보만으로 

제품을 제어하는 것보다 더 스마트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BIM 기반의 실내 공간 정보 추출에 

대한 연구와 블록체인 기반의 BIM 활용에 대한 

연구가 건축 분야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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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유튜브 검색 필터를 개선하는 개인맞춤형 

영상 필터링 앱 디자인 기획을 목적으로 한다. 

비디오 PICK 은 유튜브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검색 

필터와 검색어 제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높은 정확도로 원하는 영상을 범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이를 위해 ‘#카테고리, #조회수, 

#길이, #채널, #직접입력’으로 총 5 가지의 새로운 

영상 검색 필터 및 영상 시청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주제어 

유튜브, 영상 필터링, 빅데이터 크롤링, 해시태그  

1. 서 론 

1.1 배경 

2020 년 와이즈앱이 발표한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 사용 시간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작년 기준 국내 온라인 영상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 1 위인 영상 플랫폼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사용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를 위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고,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의 

검색 필터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유튜브는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 5 가지의 검색 필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업로드 날짜, 동영상 형식, 길이, 기능, 정렬 기준 

순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튜브 검색 필터만으로는 

정확히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기 힘들고, 더 

세분화된 검색이 어려워 검색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더하여 검색 결과 사이사이에 함께 뜨는 광고 

영상과 검색어와 관련 없는 영상들이 검색의 

정확도를 떨어트린다는 한계점이 있다.  

1.2 목적 

따라서 기존의 검색 필터보다 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영상 검색 환경의 필요성을 느껴 본 앱을 기획했다. 

기존 검색 서비스보다 더 구체화된 검색 필터를 통해 

사용자는 정확히 원하는 영상만을 골라 시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시청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비디오 PICK 기획 및 사용성 평가 

2.1 사용자 페르소나 

사용자중심디자인에 있어서 페르소나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디자인을 경험하는 인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 인격을 부여한 가상의 

전형적 인물을 뜻한다. 이운형(2009)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에서의 페르소나 기법 활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 페르소나는 

디자이너가 최종 사용자들을 실존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들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사용자들의 필요에 더 쉽게 접근하고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앱의 페르소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다연(22 세, 여)으로 설정했다.  김다연 씨는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대학생으로,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으며 하루 중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가장 많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기 전, 혼자 식사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습관처럼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 

영상을 시청한다. 시청하는 영상은 주로 동물, 연예인, 

게임에 관련된 영상이다. 개인정보가 유튜브에 

기록되는 것이 싫어 로그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보며, 

구독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검색을 하거나 추천으로 

뜨는 30 분 이내의 영상들을 감상하는 편이다. 너무 

긴 영상은 중간에 끊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 시기로 수업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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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런데 

유튜브를 너무 자주, 많이 봐서인지 더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느꼈고, 그렇다고 정확히 원하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검색으로 찾기도 어려웠다. 점점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 무엇을 볼지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영상 검색을 해봐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비디오 PICK 을 통해 김다연씨와 같은 

사용자군이 느낄 수 있는 유튜브 검색의 불편함이 

검색의 방식과 정확도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범주화 검색이 가능한 검색 필터의 다양화’를 앱의 

방향성으로 잡았다. 

2.2 비디오 PICK 

총 7 가지 필터의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 

필터링으로 원하는 범위의 영상을 더 세분화하여 

찾아볼 수 있는 앱이다.   

• 앱 기능 

사용자가 정확히 원하는 영상들만 찾아보고 싶을 

때, 비디오PICK의 해시태그 검색으로 개인맞춤형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꼭 보고 싶은 영상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관심이 가는 범위를 

설정해서 검색 후 결과에 뜨는 영상들 중에서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다.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영상에 댓글은 입력할 수 없다. 

(영상) 카테고리, 조회수, (영상) 길이, 채널, 직접 

입력 검색 필터를 제공한다. 이 중 카테고리, 

조회수, 길이 필터는 해시태그 선택지가 주어지며, 

출연과 업로드 날짜 필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모든 검색 태그는 개수 제한 없이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필터는 국내, 국외, 게임, 공예, 교육, 

뉴스, 다큐멘터리, 댄스, 동물, 드라마, 리뷰, 먹방, 

뷰티, 브이로그,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예능, 

운동, 음악, 쿠킹, 키즈, 패션으로 총 23개의 영상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원하는 분야가 없으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직접 입력한 검색어는 앱 내에 

저장되어 다음 사용부터는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지로 제공된다.   

조회수 필터는 1천 미만, 1천~1만 미만, 

1만~10만 미만부터 10억 이상까지 조회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범위의 태그를 모두 

선택하는 방식이며, ‘#1만~10만 미만’, 

‘#10만~50만 미만’,’ #50만~100만 미만’의 

태그를 선택한 경우, ‘#1만~100만 미만’으로 

검색되는 방식이다.  

길이 필터는 1분 이내, 1분~3분 미만, 3분~5분 

미만, 5분~8분 미만, 8분~10분 미만, 10분~15분 

미만, 15분~20분 미만, 20분~30분 미만, 30분 

이상의 선택 태그를 제공하며, 검색 방식은 조회수 

검색과 동일하다.  

채널 필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을 

검색하는 필터이다.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구독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채널 

필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만 검색해볼 수 있다.  

출연 필터를 통해서 영상의 출연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좋아한다면, 출연 필터에서 #강동원을 입력해 

그가 출연한 영상들만 골라 시청할 수 있다.  

업로드 날짜 필터는 사용자가 검색하려는 첫날과 

마지막날을 정해 해당 기간동안 업로드된 영상을 

검색하여 감상할 수 있다. 연도, 월, 일까지 입력 

가능하며, 연도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 나머지 

값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로 검색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019년~2020년을 입력한 

경우, 검색 결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의 영상들이 나올 것이다.) 

직접 입력 필터는 앞서 주어진 6개의 검색 필터에 

포함되지 않는 검색어를 입력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시태그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다.  

검색 필터를 제외한 영상 디스플레이, 댓글, 검색 

결과 리스트, 공유하기 등의 영상 시청 환경은 

기존의 서비스와 최대한 비슷하게 디자인하여, 

해당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검색어 앞에 ‘-’를 붙이면 

해당 검색어 제외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검색 결과의 정확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비디오 PCIK 핵심기능 

핵심기능 특징 

카테고리 필터 게임, 뉴스, 예능 등 원하는 영상의 

카테고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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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필터 원하는 영상 조회수 범위 검색 

길이 필터 원하는 영상 길이 범위 검색 

채널 필터 원하는 채널(업로더) 검색 

검색어 제외 원하지 않는 검색어 제외 

 

이 밖에도 영상 재생 화면에 추천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향후 앱 사용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더 효과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본 기능은 사용자에게 

강제되지 않으며 원할 때에만 만족도 버튼을 

클릭해 별점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했다. 

• 기존 영상 검색과의 차별성 

유튜브도 자체적으로 검색 필터와 해시태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검색 필터가 다양하지 

못하고 영상 제공자가 등록한 해시태그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디오PICK은 

이 점을 보완해 기존보다 세분화된 검색 필터로 더 

정확한 개인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의도했다.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필터와의 1대1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영상) 구분 필터와 기능별 필터를 카테고리 

필터로 합쳐서 구체화했다. 유튜브의 구분 

필터로는 동영상, 채널, 재생목록 등 검색어의 

성격을 설정하고, 기능별 필터로는 실시간, 4K, 

3D 등 영상의 형식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반면 비디오PICK의 카테고리 필터는 위의 두 

필터를 포괄하며,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검색 

태그를 제공한다. 

둘째, 길이 필터의 범위를 더 세분화했다. 

유튜브의 길이 필터는 단편(4분 이하)과 

장편(20분 이상)으로 두 가지 경우만을 제공하며, 

4분 초과 20분 미만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디오PICK에서는 길이 

필터를 1~5분 단위로 쪼개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길이의 영상을 검색 

태그에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정렬 기준 필터는 조회수 필터로 변경했다. 

길이 필터와 마찬가지로 조회수 범위를 일정하게 

분할해 원하는 조회수 범위의 영상을 태그로 

검색할 수 있게 고안했다.  

넷째, 채널 필터는 비디오PICK에서 새롭게 

추가된 검색 필터로, 유튜브 채널(동영상을 업로드 

한 사람)을 검색할 수 있다. 비디오PICK은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특성 상 구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채널 필터로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위 4가지의 검색필터에 포함되지 않는 

검색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직접입력 필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제외 기능을 제공한다. 이 또한 

비디오PICK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해시태그 검색어 앞에 ‘-’를 붙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검색어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다.  

2.3 사용성 평가 

비디오 PICK 의 사용자 평가 대상은 사용자 페르소나 

김다연 씨의 특성을 참고하여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 스테이트 트랜지션 차트(평가 전) 

총 9개 화면. 4(width)×4(depth). 

 

그림 1 비디오PICK state transition chart 수정 전 

• 1차 사용성 평가 실험설계 

사용자 테스트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차트를 

종이에 인쇄해 사용해보는 페이퍼프로토타이핑 

방식으로 계획했다. 하루에 유튜브를 세 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용자(대학생2~3학년) 세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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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앱 개발자의 개입 없이 

페이퍼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혼란이나 불편함, 또는 의문을 느낄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 Task 

테스트 대상자가 수행할 과제는 총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①예상하는 앱의 첫 화면을 열어주세요. 

②해시태그 검색 필터를 이용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해주세요.  

③영상을 시청하고 추천 만족도 별점을 

입력해주세요. 

한 명당 한 번씩 총 세 번의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었고, 사용자의 행동과 피드백을 관찰 및 

수집했다.  

• 사용자 피드백 

첫 번째 사용자 평가에서는 앱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 방식이 유튜브와 비슷해서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평가와, 댓글 

입력창이 따로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피드백을 고민해본 결과, 비디오PICK은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영상의 댓글은 

보기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 사용자 평가에서는 ‘#검색으로 태그 

선택’이라는 설명 문구와 검색한 해시태그가 

표시되는 위치가 검색창이 있는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해당 문구의 기능을 (설명용인지, 

클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해시태그 

검색어가 표시되는 부분을 검색창 바로 밑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추천 만족도를 별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것이 ‘앱 자체에 

대한’ 만족도인지, ‘추천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인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피드백은 

‘콘텐츠 추천 만족도’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검색창에서 검색 태그와 

키보드가 함께 표시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있었다. 사용자에게 태그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화면이 서로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피드백에 대해서 직접 입력이 필요한 

필터에서만 키보드를 표시하는 대안을 고려해 

보았으나, 검색 필터를 바꿀 때마다 키보드가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이 사용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비슷한 태그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SNUTT앱에서도 선택 태그와 

키보드를 함께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피드백에서는 전반적으로 앱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앱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 피드백이 있었다. 

비디오PICK의 영상 재생 화면에서 표시되는 하단 

바가 핸드폰 자체의 홈버튼과 혼동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동의했으나 핸드폰 

기종에 따라 홈버튼이 화면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유튜브 및 기존 웹브라우저(오페라, 

블로키 등)에서도 별도의 하단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큰 혼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 2차 사용성 평가 실험설계 

설문 참여자들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림1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차트를 기반으로 XD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링크를 공유하여 

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도록 의도했다. 10~20대 

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3일간 진행하였다. 

• Task 

테스트 대상자가 수행할 과제는 총 네 단계로 

구성되었다.  

①XD 프로토타입 링크에 접속하여 시작화면을 

열어주세요.  

②해시태그 검색 필터를 이용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해주세요. 

③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④검색 결과로 시청한 영상에 대한 콘텐츠 추천 

만족도 별점을 입력해주세요.  

체크박스형 질문을 통해 검색필터에 대한 정량적 

선호도를 조사하고, 단답형 질문을 통해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했다. 

• 설문 결과 

설문조사 결과 중, 앱의 기능을 보완 및 

수정하는데 활용한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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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자 설문 결과(예상사용빈도 응답수(명)) 

예상 

사용빈도 

필터 

1 

(전혀) 

2 3 4 5 

(항상) 

카테 

고리 
1 12 11 17 6 

조회수 8 10 14 12 2 

길이 10 17 8 11 1 

채널 3 6 14 18 5 

출연 9 11 11 15 1 

업로드 

날짜 
8 14 12 8 4 

 

“(해당 검색 필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전체 

응답자수 대비 부정응답(1~2)을 택한 응답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길이(0.6%)’, ‘출연(0.4%)’, 

‘업로드 날짜(0.5%)’ 중, 해시태그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출연’과 ’업로드 날짜’ 필터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싫어하는 검색어를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설문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 검색어 제외 기능을 추가하였다. 

• 스테이트 트랜지션 차트(평가 후) 

총 9개 화면. 4(width)×5(depth)으로, 평가 전 

버전과 비교해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태그검색 안내 문구의 위치를 검색창 바로 

밑으로 변경. 

② ‘추천 만족도’ 팝업창의 문구를 ‘콘텐츠 추천 

만족도’로 바꾸어 표현 구체화. 

③ 출연, 업로드 날짜 필터 삭제 및 검색 필터에 

직접 입력 필터 추가. 

④ 검색어 앞에 ‘-‘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가 

결과에서 제외되는 기능 추가. 

⑤ 영상 재생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의 화면 추가. 

 

그림 2 비디오PICK state transition chart 수정 후  

3. 결론 

비디오 PICK 은 기존 유튜브 검색 필터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용자 평가에 앞서 사용자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비디오 PICK 을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비디오 PICK 의 핵심 기능을 

‘로그인이 필요 없는 개인맞춤형 영상 검색 및 

추천’으로 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앱 디자인의 윤곽을 

잡았다. 이어 총 2 번의 사용자 평가를 통해 

비디오 PICK 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에 대한 예상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태그 검색 안내 

문구의 위치 변경, 일부 필터 삭제 및 직접 입력 필터 

추가 등 7 개 부분을 보완하여, 총 5 개 검색 필터를 

지원하는 영상 필터링 앱 ‘비디오 PICK’의 디자인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들이 비디오 PICK 을 통해 로그인 없이도 

‘#카테고리, #조회수, #길이, #채널, #직접입력’으로 

세분화된 해시태그 검색 필터 및 검색어 제외 기능을 

새롭게 경험하고, 기존의 유튜브 검색 서비스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개인 맞춤형 영상을 감상함으로써 

영상 시청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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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자의 편의를 사전에 조사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에 조사한 결과를 뇌파그래프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설문지 10 장으로 되어 

있는 설문 작성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제작된 

설문을 참여자에게 보게 하였으며, 설문 이 끝나면 

다음으로 모니터에 나오는 설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하면서 참여자 대다수의 의견은 

설문지와 동영상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설문지 보다는 동영상이 사실감이 느껴졌다고 

참여자의 대부 분 이 대답하였다. 

주제어 

디자인설문지, 뇌파, 동영상, 디자인, BCI 

1. 서 론 

디자인을 하는 목적은 사물 또는 시스 템의 계획 또는 

물 건을 만들 기 위한 수단 다르 게는 물 건을 만들 기 

위한 계획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순히 표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계획을 실행의 

결과로 나타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 한 것은 단순 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자의 편의를 사전에 조 사하여 제작하고 자 하는 

제품에 사전 조 사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 조 사는 설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때와 이 설문지를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여 직접 눈으로 보게 할 때 

사람에 따라 설문지와 같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다르 게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의 뇌파측 

정과 설문지의 영상을 볼 때의 뇌파를 나누어서 비교 

분석하고, 참여자들의 뇌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내용 및 분석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설문지 10 장으로 되어 있는 

설문 작성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 하여 제작된 설문을 

참여자에게 보게 하였으며, 설문 이 끝나면 다음으로 

모니터에 나오는 설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참여 자의 반응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뇌파측정 

장치로는 뉴로 하모니 장치를 선택하였다. 또한, 이 

실험의 참여자는 여성과 남성으로 총 10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을 통 하여 설문지와 영상으로 볼 

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또는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본 연구를 

통해서 설문지보다 영상설문이 좋은지의 차이점과 

참여자들에게 어떤 실험이 더 나은지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1 설문지 작성 

본 연구에 있어서 설문 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색상, 

TV 디자인, 스마트폰, 등 사용자가 많이 접하는 물 

건으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의 시,지각적인 

의미로 서 참여자의 개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문 

작성을 연구 자의 관점이 아닌 참여자의 관점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참여자가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 한 물 품을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참여자가 색상에 혼 돈 하지 않도록 색상 

별로 나열하였으며, 스마트폰에서도 디자인 모양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분류하여 

참여자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이해를 위해서 참여자에게 일일이 설명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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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내용 

 

그림 1 설문에 나타나는 순서 중 색상에 대한 체크를 하는 

설문 내용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처음에는 색상과 

연계되어 있는 설문을 시작으로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진을 설문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이 진행되는 동 시에 

뇌파의 측 정도 동 시에 같이 진행되는 실험 설계를 

하였다. 먼저, 참여자 머리에 뇌파측 정 장치를 착용 

후 귓볼에 전극 장치를 착용 시킨 후 참여자가 설문지 

작성 중일 때 참여자의 뇌파를 측 하고,실험자는 

참여자 뇌파에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위를 

조용하게 하도록 한다. 

이때, 뇌파의 알파파, 베타파 두 종류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내용을 참여자에게 먼저 알린 후 

실험자는 참여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며, 뇌파측 정이 끝난 후 모든 실험 

내용과 인터뷰 내용 은 동의 하에 녹 음 되었다는 

것을 참여자에게 고 지한다. 

참여자가 실험에서 긴장할 수 있는 요 인과 실험에 

있어서 주 위의 방해되는 요 소 가 있게 되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과 실험을 마친 후 

참여자에게 집중되었을 때의 느낌 등을 물어 보 도록 

하여 최대한 참여자의 실험이 시작되는 과정과 

시험과정, 마치는 과정에 대해서 실험자로 서 

참여자에게 다양한 부분을 설명하며 실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2 설문에 나타나는 순서 중 실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 

중에 TV, 스마트폰에 대한 체크를 하는 설문 내용 

 

 

그림 3. 설문지 작성과 뇌파측 정중 인 참여자와 실험자 

 

 

그림 4. 컴퓨터 설문 프로그램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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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설문지는 참여자의 뇌파에 대한 반응적 신호를 

각각의 그림을 보는 조 건에 따라 뇌파측 정을 통해 

신호 로 분석하는 데, 각 참여자의 실험에서 설문 조 

사의 뇌파를 분석하고 , 컴퓨터 설문 조 사 프로그램 

진행의 과정에 뇌파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설문지 뇌파 데이터와 컴퓨터용 뇌파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 하여 설문지 비교 가 참가자들에게 

적당한지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동영상 설문을 

하였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설문 

방식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뇌파 분석과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의 답변을 참고 하여 디자인의 설문 조 

사방법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험자의 주관적인 것은 배제하고 전적으로 

참여자 중심의 실험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5. 설문지 작성자 중 좋은 반응에 대한 

뇌파(Polygon) 

 

 

그림 6. 설문지 작성자 중 좋은 반응에 대한 브레인 맵 

 

그림 7. 설문지 작성자 중 싫은 반응에 

대한뇌파(Polygon) 

 

 

 

그림 8. 설문지 작성자 중 싫은 반응에 대한 브레인 맵 

 

설문지 작성자에 대한 뇌파반응 은 그림 5~8 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뇌파반응 이 그림과 같이 명확하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 설문지의 뇌파와 

모니터를 통한 설문 동영상 뇌파가 비교되는 것을 

그림 9~11 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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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설문 영상을 시청 중 좋은 반응에 대한 

뇌파(Polygon) 

 

 

그림 10. 설문 영상을 시청 중 좋은 반응에 대한 

브레인 맵 

그림 9 와 그림 10 은 설문 영상의 시청중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뇌파 폴리곤 그래프와 브레인 

맵이다.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분 포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문지의 좋은 반응 뇌파에서 

보다 파란색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설문 영상을 시청 중 싫은 반응에 대한 뇌파 

(Polygon) 

 

그림 12. 설문 영상을 시청 중 싫은 반응에 대한 

브레인 맵 

 

4.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에 대한 설문을 설문지로 하는 것과 

동영상으로 보게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하였으며, 본 연구를 하면서 

참여자 대다수의 의견은 설문지와 동영상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설문지보다는 

동영상이 사실감이 느껴졌다고 참여자의 90%이상이 

대답하였다. 본 연구를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설문지보다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 사하는 것이 

설문지 보다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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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인 가구의 가정식 생활을 돕기 위한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은 제한적인 조리 환경과 
영양 불균형에 놓인 1인 가구 및 간편한 요리 경험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식생활에 보다 건강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며 
가정식에 대한 접근성과 성공 경험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이 

되지 않고 디자인이 확정된 프로토타입 형태이며, 
주요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태스크 실험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적용하여 기능적 

효과를 강화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레시피 추천 기능과 식재료와 관련된 부가 기능,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레시피를 등록하여 양적 

풍부함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하여 한층 더 
강화된 요리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이후 사용성 
평가를 통해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 담긴 서비스들의 기능과 활용도를 검토하고 
관련 요리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요리 어플리케이션, 1 인 가구, 식생활, 가정식, 앱 

디자인, 사용성 평가 

 

1. 서 론 

 연구의 배경 

1 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 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 인 가구는 2015 년 
27.2%로 주된 가구 형태가 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했다. 그중 2017년 일반 
가구원 대비 1 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남자는 30 세, 여자는 27 세와 83 세로,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이 1 인 가구 구성 비율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8) 주요 

OECD 국가에서 1 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정부 정책부터 식품을 포함한 소비 시장까지 1 인 
가구 증가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 중이지만, 1 인 

가구에서는 혼자식사 비율이 높은 와중 영양불균형,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 건강취약계층인 1 인 가구의 
식생활에 맞는 모색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정기혜, 

2017) 한국에서는 1인 가구의 일상을 담는 관찰 예능 
방송이 떠오르고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는 등 1 인 

가구에 맞는 소비 생활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외식이 아닌 1 인 가구의 내식(가정식)을 
시도하는 것을 돕는 방향의 지원도 필요하다. 외식에 

반해 가정식은 기름진 음식과 나트륨 섭취를 
피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1인 가구 가정식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많은 식재료를 사둘 수 없는 점이다. 1인 가구 
구성원은 좁은 주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인 
가구와 달리 부양해야 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식재료의 구매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외식이 잦고 
신체 영양 불균형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조리의 

과정에서 열량이 낮고 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1 인 가구의 환경을 고려한 

가정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증가하는 1인 가구 구성 비율과 제한적인 식생활에 

따라, 1 인 가구를 위한 식생활은 고나트륨 함량의 
외식보다 원하는 에너지의 섭취 수준이 높은 가정식 
비중이 높아지고 1인 가구의 제한적인 식재료 구비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레시피 
선택권을 우선 제공하기보다, 사용자가 보유하는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주로 1인 분량의 레시피를 

추천하는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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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1 인 가구의 가정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갖고 
있는 식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받아 맞춤화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정식을 
조리하는 데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직접 레시피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 기존 요리 어플리케이션 중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레시피를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는 ‘만개의 레시피’는 누적 다운로드 700만 이상, 

사용자들에 의해 10 만 여개의 레시피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보유 식재료를 중복선택하고 레시피를 

추천받는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기존 
어플리케이션 중 ‘해먹남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한편 지나치게 세분화된 식재료 선택권보다 간편하게 

식재료를 선택하고도 쉽고 기본적인 레시피를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식에 대한 시도가 많지 
않은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식재료와 레시피에 관련된 
섬세하고 실질적인 기능들을 함께 포함한 
인터페이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아이콘 활용과 조리 시 
필요한 식재료의 상세 구분, 잔여 식재료 보관법, 
추가 재료 구비에 따라 가능해지는 레시피 추천 

기능을 통해 가정식 생활에 접근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식재료 기반 추천 요리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차후 3 차 설문을 구성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평가와 별개로, 사용자들의 
가정식생활과 관련된 기존의 인식 및 니즈를 

분석했다. 총 6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분석으로는 응답자의 분포였다. 연령 측면에서 20대 
청년층이 86%, 성별 측면에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은 

약 2:1, 일주일에 가정식의 빈도는 거의 해먹지 않는 
25%를 제외한 비율 안에서 주 1~2 회가 25%, 주 
7회는 4.7%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비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가정식 레시피 추천 어플리케이션과 
맛집 추천 어플리케이션 양자택일 선택지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복수의 인원이 식사를 할 때보다 

혼자 식사를 할 때만 가정식 레시피 추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46.9%였다. 셋째, 가장 유용한 레시피 분류에 대한 

대답로는 50%가 자신이 보유한 식재료에 맞는 
레시피를 추천받기 원했다. 즉, 이를 정리하면 

청년층과 여성의 응답이 많았고, 복수의 인원보다 
혼자식사를 할 때 어플리케이션 제공 레시피를 
이용할 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 요리 성격별, 

조리 방식별 등의 기존의 요리 분류보다 사용자 
자신이 보유한 식재료에 맞는 레시피를 추천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확인되었다. 해당 3차 설문을 통한 

디자인 개선 지점은 본론에서 다룰 예정이다. 

 

2. 초기 디자인 제안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 초기 디자인에서는 
2 가지 주요 기능과 1 가지 부가 기능을 통해 1 인 

가구의 가정식 생활을 돕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가진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사용자는 ‘추천 자취요리’의 주기능인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식재료 목록에서 
자신이 가진 식재료와 일치하도록 복수 선택하면 

보유한 식재료만으로 요리 가능한 레시피 목록을 
그림 1과 같이 보여준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이콘 버전의 레시피나 다른 

사용자들이 공개한 사진 버전의 레시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을 참고하여 상세 레시피 화면으로 
넘어가면, 요리 경험이 적은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레시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와 ‘있으면 
좋은’ 권장 재료를 구분하여 최소한의 필수 재료로 

레시피를 열람할 수 있다. 

 

 사용자의 레시피 작성 및 공유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자이너를 통해 기본 제공되는 

42 가지(2020 년 11 월 기준) 레시피 외에도,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자신의 레시피를 글과 사진을 통해 
직접 작성하고 저장하여 스스로의 레시피를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기본 제공 레시피와 달리 사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보다 간편하게 레시피 등록을 도와준다. 

이는 다른 사용자들이 식재료 기반 요리 추천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 레시피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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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기 디자인에서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과정 

 

그림 2 사용자의 레시피 작성 과정 

 

 잔여 식재료 보관 방법 제안 

상세 레시피 화면에 따라 요리를 진행하고 난 후, 
남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적은 사용자들을 위하여 잔여 식재료 보관 방법을 
제안하는 별도의 화면을 그림 3과 같이 제안한다. 각 
식재료마다 자체적인 범례(Legend)로 구성된 

인포그래픽을 6 가지 식재료군으로 분류된 색으로 
이루어진 도넛형 차트가 사용기한을 알려주고, 차트 
안에 밀폐용기, 지퍼백 등을 포함한 8가지 보관법이 

아이콘으로 제시된다. 

 

그림 3 초기 디자인에서 상세 레시피 및 잔여 식재료 
보관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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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평가 

주요 기능을 디자인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개발 기능을 수동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디자인을 검토하며 사용성을 분석할 

3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태스크 
실험 단계를 모두 참여한 유저들에 한해, 구글 설문을 
통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하였다. 

 

 태스크 실험 및 사용성 평가 설계 

‘추천 자취요리’ 주요 대상에 해당하는 3 명을 
선정하여  태스크 실험 후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 가지의 태스크와 태스크 이행 후 사용자가 

느낀 점을 토대로 유저 인터페이스 검토 질문지 및 
사용성 평가 항목을 설계했다. 사용자의 개인 
레시피를 등록하는 작성 기능을 제외한 주 기능인 

레시피 추천 받기와 레시피 열람을 통한 요리 과정을 
바탕으로 2 단계로 태스크를 설계하여 진행했다. 

태스크에 대한 약자는 T로 표기하였다. 

 

표 1. 주 기능 태스크 실험 내용 

T1(Task�1)� 레시피�선택� 추천�

T2(Task�2)� 요리�참여� 열람�

 

T1 은 레시피 선택 단계로,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개발 기능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프로토타입 링크를 통해 유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경험해보고, 둘째로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 추천시스템은 자동 대신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본인의 
식재료만으로 요리 가능한 레시피를 1 개 혹은 2 개 

선택하였다. 

T2 는 요리 참여 단계로 사용자는 상세 레시피 
화면을 보며 요리에 직접 참여해보았다. 사용자의 
동의 하에 영상 및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으며, 촬영 

가능 시 손 위주의 요리 장면과 사용자의 반응을 
녹화하였다. T2는 선택 단계였으며, T1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 경험만이 아니라 T2 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요리 참여 과정까지 이행한 
사용자에 한해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C라는 약자로 표기하였다. 

 

표 2.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용성�

(Usable)�

C1� 전반적인�학습�용이성이�높은가?�

C2� 어플�사용�단계가�최소한으로�

제시되는가?�

C3� 선택�가능한�항목과�선택�불가능한�

항목이�시각적으로�명확한가?�

C4� 각�범위에서�내가�한�선택을�

확인하는�것이�편리한가?�

매력도�

(Desirable)�

C5� 어플�사용에�관한�전반적인�

만족도가�높은가?�

C6� 아이콘은�직관적으로�이해할�수�

있는�메타포로�적용되어�있는가?�

C7� 텍스트의�크기�및�컬러의�사용이�

조화로운가?�

C8� 이�어플이�개발된다면�재사용�

여부가�있는가?�

C9� 기존�어플과�대비하여,�‘추천�

자취요리’의�차별성이�높은가?�

효용성�

(Validity)�

C10� 어플이�요리�생활에�도움이�될�

것이라고�예상되는가?�

C11� 각�화면에서�사용되는�구성요소들의�

이용이�대체로�적절한가?�

C12� 리스트에�있는�재료의�양이�많은가?�

C13� 추천받는�레시피의�양이�자신이�

가진�식재료에�비해�많다고�

느껴지는가?�

C14� 기본�제공되는�레시피의�총량이�

많은가?�

C15� 상세�레시피에�제시된�정보가�실제�

요리와�비교하여�일치도가�높은가?�

 

태스크를 모두 이행한 사용자는 태스크 실험 응답 

후, 표 2 의 내용이 담긴 구글 설문을 통해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다. 각각 내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화면구성 UI(User Interface)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과 전반적인 사용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형식적으로 점수화된 항목과 양자택일 
항목, 정성적인 평가를 기재할 수 있는 장문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태스크 실험 분석 

태스크 실험에 참여한 사용자는 사용성 평가와 
함께 태스크 실험 만족도 응답지를 양자택일 항목과 
의견 작성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몇가지 응답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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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었다. 태스크 실험 응답지의 질문에 대한 

약자는 T-로 표기하였다. 

 

표 3. 태스크 실험 응답 결과 

�

기존�UI�

긍정적�

응답�

(총원:3)�

부정적�

응답�

(총원:3)�

T-1� 유저의�레시피�작성�및�

이용�의향�
2� 1�

T-2� 기본�제공�레시피와�다른�

사용자들이�등록한�레시피�

구분�필요성�

3� 0�

T-3� 식재료�정렬�필요성� 2� 1�

T-4� 식재료�선택�시간의�

용이함�
3� 0�

T-5� 이전에�선택한�식재료�

리스트�불러오기의�필요성�
3� 0�

T-6� 레시피�검색�기능�필요성� 3� 0�

T-7� 통일된�아이콘/사진�

이미지�사용의�필요성�
3� 0�

T-8� 필수�식재료와�권장�

식재료의�구분�필요성�
3� 0�

T-9� 레시피�즐겨찾기의�필요성� 3� 0�

T-10� 스크롤�기능의�편리함� 2� 1�

T-11� 잔여�식재료�보관법�

화면의�접근성�
3� 0�

T-12� 잔여�식재료�보관법�

화면의�필요성�
3� 0�

T-13� 잔여�식재료�보관법의�

가독성�
2� 1�

 

태스크 실험 응답지인 표 3 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레시피를 작성하는 기능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레시피와는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긴 스크롤에 많은 양으로 
제공되는 목록을 정렬할 필요성이 보여졌고 본 
연구에서 주요 기능으로 제안하여 디자인된 화면들에 

대하여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몇 가지 응답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초기 
프로토타입에 적용하고 세부 기능으로 소화한 중요한 

항목들이 있었다. T-2 와 T-7 의 응답을 반영하여 
레시피를 추천받는 화면에서 상단 탭으로 기본 
레시피와 사용자 레시피로 구분하고 이는 아이콘 

버전과 사진 버전으로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도록 
하였다. T-3의 식재료 선택 화면 시 정렬의 필요성에 
따라 잔여 식재료 보관법 화면 그래프에 나타났던 

6 가지 식품군 컬러 구분을 가져와 정렬하였다. T-
6에 따라, 레시피 전체보기 화면에서는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T-9 에 따라, 상세 레시피 화면에서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였고, T-10 의 스크롤이 
불편하다는 응답의 자세한 의견을 듣고, 재료 칸 뿐만 

아니라 레시피 설명 칸에도 재료의 양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개선하였다. T-13 의 잔여 식재료 
화면에서 가독성이 낮은 경우를 고려하여, 도움말 

팝업을 통해 범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사용성 평가 분석 

태스크 실험을 완료한 후, 표 2에 나온 총 15개의 
체크리스트에 총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화된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매력도, 효용성에 대해 1 점부터 5 점까지 
점수로 환산된 응답과 각 성질 별 질문의 개수를 
곱하여 총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총점 100 점 

만점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4 사용성 평가 분석 

 

표 2와 그림 4를 통해 각 성질 별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사용성 측면을 살펴보면 학습 용이성이 3 점 
이상에서 분산되어 나타났고, 유저가 선택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과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만점 이하의 응답이 있었다. 매력도에서 눈에 
띄게 수치가 낮은 질문은 기존 어플과의 차별성을 
질문하는 C9 에 3 점에 해당하는 중간값의 응답이 

많았다.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요 기능인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기능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차별성을 

획득하기보다 이와 관련된 부가 기능을 연구하여 
개선하였다. 주로 양적 풍부함을 질문하는 효용성은 
60 점이라는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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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에 해당하는 요리 생활에 도움 가능성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프로토타입을 접한 

사용자들은 필자가 10분 이상으로 예상한 재료 선택 
시간을 1분, 2분 등으로 예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식재료 양, 추천받는 레시피의 양, 기본 

레시피의 총량 등 표 2 의 효용성 응답이 2 점부터 
3 점 위주로 분포하는 것을 보아 사용자는 접하는 
요소들의 양이 적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효용성에서 일치도에 대하여 질문하는 C15 는 

4점 이상의 응답을 수집했다. 

사용성 평가에 포함된 장문형 응답까지 아우르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레시피 외에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들이 직접 등록하는 레시피를 기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동의하였다. 또한 기본 

제공되는 레시피가 주로 한식인 점을 1명 인식하였고, 
한식 외에 다양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2명 동의하였다. 즉, 기본 제공 레시피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레시피를 

독려할 인터페이스도 고안하거나 부각할 필요가 있다. 

 

4. 최종 디자인 제안 

태스크 실험, 사용성 평가 이후 초기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3 차 설문을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해당 설문에서 63 명의 
응답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유효성과 연구 의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나, 세부 디자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1 인 가구의 
가정식생활을 돕는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의 현 최종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 는 최종 디자인의 전반적인 state transition 

chart이다. 

 

그림 5. ‘추천 자취요리’ 어플리케이션 최종 디자인의 state transi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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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추가에 따라 가능해지는 레시피 추천 

사용성 평가와 3 차 설문조사를 통해 추천받는 

레시피가 더 풍부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1인 가구의 
많지 않은 식재료 환경을 고려하면 그에 따라 적은 
레시피가 제안될 수 있으나, 한 가지 식재료가 더 

있다고 가정하고 제안되는 레시피까지 고려하면 보다 
많은 레시피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추천 
자취요리’의 중요한 부가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1 의 화면에서 보유한 식재료만으로 가능한 
레시피 추천 화면 아래에 그림 6 과 같이 식재료 
추가에 따라 가능해지는 레시피 추천 기능이 

이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더불어, 재료 선택을 하는 

창에서 6가지 식재료군으로 분류하였다. 

 

 상세 레시피 화면 개선 

   3차 설문에서 레시피를 찾을 때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응답으로 53.1%가 영상, 32.8%가 기록형 

웹사이트 검색, 7.8%가 레시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현대에 익숙한 매체인 

영상을 통한 레시피 열람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상세 

페이지에 ‘팁 영상’ 칸을 추가하였다. 

   가정식 레시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혼자 식사할 때 가장 많아 1 인 가구를 고려한 
타당성을 입증한 반면, 복수의 인원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먹고 싶은 음식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17.2%만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해당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자유 
문항에서 인원 수에 따른 달라지는 재료 비율, 재료의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던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림 7 에서 고정된 인원 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인원 수 설정에 따라 변화된 

식재료의 양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열람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를 중복선택으로 응답을 수집한 
결과, 71.9%가 좋아요 수, 65.6%가 댓글, 54.7%가 

사진 리뷰였으며, 35.9%가 즐겨찾기 기능이었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즐겨찾기 기능 추가, 그 위에 
즐겨찾기된 수 표기, 화면 하단에 댓글 기능도 

추가하였다.  

 

그림 6. 최종 디자인에서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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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최종 디자인에서 상세 레시피 화면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식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기존에 나온 요리 어플리케이션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편의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 실험을 통한 유저 인터페이스 발전,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요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점, 그리고 3 차 설문 조사까지 
아우른 개선된 최종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발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형태로 사용자를 

모집하여 추천받은 레시피를 직접 요리해보는 
태스크가 간단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를 상대로 요리 과정을 포함한 심도 깊은 

평가를 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행해진 방법론으로 진행된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요리법 추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도했던 대상인 1 인 가구나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도 요리를 미숙하게 하는 사용자, 레시피를 보고 

요리해야하는 사용자, 보유하고 있는 식재료로 조리 
가능한 레시피를 찾는 다인 가구 사용자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요리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기반에 적은 식재료로 가능한 레시피를 추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1 인 가구 및 간편한 요리 경험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건강하고 편리한 
식생활을 독려하고 가정식 생활에 대한 접근성과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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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강의 수강자의 학습 행동 및 패턴에 따른 성취도 연구
A Study of Achievement Level in Online Lectures based on 

Student Participation and Learning Behavior 

이수민, Sumin Lee*, 김지희, Jihie Kim**

요약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학교가 수업을 비대면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대면 사이버 강의에 대한 수강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Test 함수를 사용하기 충분한 인원이 갖춰진 수업에 대하여 지각이 잦은 수강자들에 비해 적은 수강자들 집단의 
성취도가 더 높았으며, 수업 중 채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체적으로 학점의 추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강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추후 개선 방안과 수업 성취도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 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다. 

핵심어: E-Learning, Non-Face-to-Face Class, Statistical Tests, Grad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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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많은 학교는 대부분의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이버 강의는 기존의 면대
면 수업에 비하여 상호 교류 효과나 수업의 감시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러닝 교육은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
하므로 공간과 시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멀티미디
어를 통합해 흥미 있는 학습을 가능케 만든다는 장점이 있
지만, 대면 수업의 장점을 갖지 못하며 집중도 및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1]. 또 학습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
어지지 않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없
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2]. 따라서 교
수자는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며, 
수강생들이 온라인 코스 도중 취하는 행동 양상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탐지해 학습 스타일을 구성하고 성취도를 활용
해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구현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3,4].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수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20년 1
학기 사이버 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강자의 행동 양상과 
그에 따른 학점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
로 비대면 수업 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시킬 수 있는 향후 연구 아이디어를 추가 제안한다.

2. 본론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2020년 1학기 사이버 강

의의 수강자 기록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셋은 수강자들의 
전공과 입장/ 퇴장 시간을 포함하는 출결 정보, 채팅 데이터 
및 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자들의 개인 정보는 폐기 
후 키를 이용한 비식별화를 수행하여 익명 처리한다.

2.1 사이버 강의 데이터셋 분석

그림 1. 데이터셋 구조
본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입장 시간, 결석 여부, 전공 여

부, 채팅 참여도에 따른 학점 분포를 분석하였다. 수강자 30

명 이상의 수업은 Chi-Squared Test의 P-Value를, 30명 
미만의 수업은 표본 크기가 작기에 Wilcoxon’s Signed Rank 
Test의 P-Value를 사용하여 가설에 따라 나눈 수강생 집단
의 성적 분포를 비교하였다[5]. 

P-Value는 >0.05면 귀무 가설이, <0.05의 경우에는 대
립 가설이 채택되며, 본 논문에서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
림 하여 표기하였다[6].

데이터셋으로 활용된 수업은 총 9개로 A, B, C, D, E, F, 
M, N, P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A, B, C, F는 총 인원 30
명 미만의 수업, D, E는 총 인원 30명 이상의 수업이다. 가
설 검증 시 무의미하다 판단된 수업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무의미하다 판단한 기준은 가설에 따라 대조되는 
수강생 집단 중 한 집단에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2.1.1 입장 시간에 따른 학점 분포 
                               

그림 2. 입장 시간에 따른 학점 분포
첫 번째 가설은 ‘입장 시간이 빠른 수강생 집단이 늦는 

집단에 비해 학점 분포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이다. 따라서 
수강생들 각각의 한 학기의 평균 입장 시간을 구하여 이 값
이 수업 시작 시간 전 혹은 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수
업마다 집단을 2개로 나누었다.

그림 2의 Box Plot은 입장 시간 평균이 수업 시작 시간 
전(Before)과 수업 시작 시간 후(After)로 나뉜 두 집단의 
학점 분포를 나타낸다. 평균 입장 시간이 빠른 집단이 성적 
분포에 있어 우세를 보이는듯하나 수업 C와 같은 예외도 있
다.

표 1. 입장 시간에 따른 P-Value

Class A B C D E
P-Value 0.581 1.0   0.18 0.029 0.006
표 1은 마찬가지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수업의 

P-Value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며, 30명 미만의 수업 A, B, 
C의 P-Value와는 반대로 30명 이상의 수업 D, E의 
P-Value는 모두 0.05 미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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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결과를 나타낸다[6]. 즉 30명 이상의 수업 D, E에 대
하여 입장 시간이 빠른 집단이 늦는 집단에 비해 학점이 더 
높다는 가설이 채택된다.

2.1.2 결석 여부에 따른 학점 분포

그림 3. 결석 여부에 따른 학점 분포
두 번째 가설은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수강생 집단

이 결석을 1회 이상한 집단에 비해 학점 분포가 높을 것이
다’이다. 그러므로 수강생들 각각의 결석 횟수를 구하여 결
석 여부에 따라 각 수업마다 집단을 2개로 나누었다.

그림 3의 Box Plot은 결석 여부에 따라 결석을 하지 않
은 학생(None)과 결석을 1회 이상한 학생(Absence)으로 나
뉜 두 집단의 학점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육안 상으로는 어느 집단의 분포가 우세하다 판단하기 어렵
다.

표 2. 결석 여부에 따른 P-Value

Class A B C D E F
P-Value 0.414 0.564 0.317 0.041 0.006 0.00

표 2는 그림 3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수업
의 P-Value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며, A, B, C, D와는 반대
로 수업 D, E, F는 모두 0.05 미만의 P-Value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6]. 하지만 플롯과 대
조해본 결과 결석이 없는 집단보다 결석이 있는 집단의 학
점 분포가 더 우세하다 판단되므로 두 번째 가설을 기각한
다.

2.1.3 전공 / 비전공 여부에 따른 학점 분포

그림 4. 전공 여부에 따른 학점 분포
대면 수업과 달리 비대면 수업은 집중도 및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비전공자들의 비대면 수업 적
응도 및 성취도가 기존 배경 지식을 가진 전공자에 비해 낮
다는 가설을 세운다[1]. 따라서 수강생들의 전공이 해당 수
업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수업마다 집단을 2개로 나누었다.

그림 4의 Box Plot은 수업과 전공 내용이 일치하는 수강
생(Major)과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비전공자(Non-Major)
으로 나뉜 두 집단의 학점 분포를 나타낸다. 수업 B를 제외
하고는 전공자의 성적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인다.

2.1.4 채팅 참여도에 따른 학점 분포

그림 5. 채팅 데이터 필터링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강생들의 수업 참여가 채팅으로 대

체된다. 이때 채팅 로그 중 인사말, 긍정 표현, 사이버 강의 
접속 오류 및 시험 관련 데이터는 제거하고 최대한 강의 내
용에 관한 로그만을 남긴다.

그림 6. 질문 횟수에 따른 성적 추이
채팅 데이터로 활용된 수업은 M, N, P 총 3개이며 그림 

6의 가로축은 수강생 당 한 학기의 총 질문 횟수, 세로축은 
횟수에 따른 학점을 의미한다. 추이를 나타내는 직선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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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3개로 구성이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질문 횟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학점이 높아지는 추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
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점이 더 높다는 가설이 채
택된다. 

3. 본론 2
본론 1의 가설을 토대로 본론 2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단

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강의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주도적 학습을 자극하기 위하여 본
론 1의 출결 정보 및 전공 여부, 채팅 참여도를 과제 점수와 
같은 요인과 함께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학점을 예측하는 모
델을 구현해 학생들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사이버 강의로 접어들며 수많은 학교가 절대 평가 
방식을 채택한 탓에 일명 ‘학점 인플레’ 현상이 화두로 올랐
기 때문에, 동일 과목의 코로나 전후 성적 비율 차이를 계산
하여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더 보완해
야하는지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비대면 수업은 대화형의 형식을 띠고 있을지라도, 현장에
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대면 수업의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반 채팅이 아닌 학습 관련 질문에 대한 채
팅을 감지하면 사이버 강의 프로그램의 채팅창뿐만 아닌 수
업 화면 섹션 상에 알림으로 뜨게 하여 실시간 즉답이 가능
한 대면 강의의 장점을 더한다.

혹은 수강자들의 Q&A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도구를 구현
하여 교수자의 편의와 수강자의 학습을 도와 강의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킨다.

기존 대면 강의의 감시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에 대하여 수업 중 채팅 등 참여가 확인되지 
않을 시 주기적으로 쪽지시험을 Push하여 집중도를 환기시
킨다.

또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사운드와 볼거리를 
융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끌거나, 수업 참여도에 따른 보상
을 제작해내어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 또한 제시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강의 상의 출결 정보 및 전공 여

부, 채팅 참여도에 따른 학점 분포와 비대면 강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 크기가 
확보가 된 수업에 한하여, 지각이 적은 수강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강자에 비해 더 높은 성적 분포도를 보였다. 또한 전
공자들이 비전공자들에 비해 학점 분포에서 더 강세를 보였
으며, 채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은 추세를 
보인다.

또한 사이버 강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할만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훗날 연구 모델의 추가 개선 사항
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한준탁, 사이버 강의를 통한 IT 교육이 학습 효과에 미치

는 영향 분석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강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술발표대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3

[2] 강우종,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304-306, 2014

[3] M. Samir Abou El-Seoud, E-Learning and Student’s 
Motivation : A Research Study on the Effect of 
E-Learning o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Learning, 2014

[4] Silvia Schiaffino, eTeacher: Providing personalized 
assistance to e-learning students, Computers & 
Education, 2007

[5] Carine Bellera, Normal Approximations to the 
Distributions of the Wilcoxon Statistics: Accurate to 
What N ? Graphical Insights,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2010

[6] 남승표, 임상연구방법론에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귀류
법에 대한 고찰과 한방이비인후과에서 베이지안 통계학
의 활용,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2권 제4호, 
2019

Proceedings of HCIK 2021

- 795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사회혁신에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모티베이션  
Designers' Role and Motivation in Social Innovation

이소영 

So Young Lee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soyoung.lee@yonsei.ac.kr 

백준상 

Joon Sang Baek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joonsbaek@yonsei.ac.kr 

 

요약문 

디자인 전문가는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안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다학제적이고 협업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무지, 의사결정권의 부재, 

정보와 지침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디자인 
전문가의 사회혁신 활동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실제 사회혁신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 또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전문가들의 역할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른 사회혁신 
동기에 대한 이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디자이너의 역할, 동기부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사회혁신 분야에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방법론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으며, 사회혁신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 

디자이너가 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혁신 분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은 다학제적이며 협업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박희진 외, 2016).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디자이너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아젠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존재하나 이와 관련된 

지침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전략적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Lofthouse & Stevenson, 

2013)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디자이너의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사회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동기부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지니(2015)가 

제시한 디자이너의 네가지 역할인 촉진자, 활동가, 
전략가, 문화기획자 중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촉진자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활동가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방식, 즉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이해하고, 

각자의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전문가 또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가 사회혁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촉진을 위한 요건과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사회혁신의 의미 

사회혁신은 영역이 광범위하고 명확한 경계나 정의 
없이 사례 중심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박민진 & 김태영, 
2018). 만지니(2014)는 사회혁신이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기존 자산(사회 자본에서 
역사적 유산,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부터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적 재결합을 통한 변화의 과정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된 목표를 새로운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만지니(2015)는 
전통적 경제모델이나 하향식 접근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전 세계적 사회문제에 있어 사회 혁신이 
사회기술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강한 동력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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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사회혁신은 기존의 
자산 또는 접근방식으로 풀 수 없는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오늘날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디자인은 새로운 솔루션 개발, 기존 
솔루션의 개선을 위한 혁신의 기술, 도구 및 방법을 

제공(Chick, 2012)하는 등 구체적인 사회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만지니(2015)는 ‘새로운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디자인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같이, 특정한 
기술과 방법의 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였다. 
케언즈(2017)는 디자인이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태도로 간주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이미 오늘날 디자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법론이나 도구가 아닌 태도이자 시각임을 
말하고 있다. 만지니(2015)는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을 사회 변화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디자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간단히 정의하였다.  

1.4 디자이너의 역할 

사회혁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의 
역할은 공동 창작팀(co-design teams)에서 활동하는 
촉진자의 역할이다. 디자이너는 공동 창작팀 내에서 

시각적 사고, 창의적 프로세스 수행, 누락 또는 부재한 
정보 보완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기존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영역 내에서의 전문지식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Sanders & Stappers, 2008).  

사회혁신의 움직임이 없거나 약할때, 디자이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다. 

디자이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디자인하고, 
확산하는 주역으로 활동한다. 또 다른 역할로는 
전략가와 문화기획자가 있다. 이들은 디자이너 고유의 

방식으로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디자인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제안한다(Manzini, 2015). 

만지니(2015)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디자인 
고유의 관점, 문화,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디자이너가 
조력자, 활동가, 전략가, 그리고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디자이너 고유의 문화와 능력의 

표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네 가지 역할인 조력자, 활동가, 
전략가, 문화기획자 각각의 측면에서 사회혁신 분야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활동중인 

사회혁신 활동가, 디자인 전문가의 사회혁신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할을 정의하여 영향력의 범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그들이 사회혁신에 있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과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 질문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1 연구 대상 및 인터뷰 

연구자는 두 명의 디자인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활동하는 20 대 여성 

1 명, 30 대 여성 1 명이었으며 인터뷰는 zoom 을 통한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경험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폭넓게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화되었으며, 총 녹화 

시간은 84 분이었다. 녹화된 내용은 문서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디자이너의 사회혁신 경험에서의 역할과 어려움, 

동기부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63 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들을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14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를 통해 각 인터뷰 

참여자를 만지니가 제안한 디자이너의 역할 중 촉진자, 
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각각 Pain Point 와 

Motivatio 의 항목으로 유목화한 결과는 표 2 과 같다.  

표 1. 인터뷰 분석 결과 

조력자 Pain point 태도, 이해관계자 소통, 의견 
수렴의 어려움, 신뢰 형성의 

어려움, 사전 준비 부족,  
의사결정권, 자원 부족, 권한 
부족, 전문인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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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의 괴리, 실질적 도움 

부재 

Motovation 시도, 도전, 사회적 지지 

활동가 Pain point 역할 구분, 프로젝트 개입 

수준, 이해관계자 갈등 조율, 
교육 부재, 참여 유도, 
솔루션 적용, 목적성 상실, 

프로젝트 실패,  

Motovation 목적과 다른 의미, 새로운 
조력자 발견,  공론화, 

사회적 참여 

• 조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 인터뷰 참여자는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의 목적, 수혜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수혜자 의견 수렴의 어려움 등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솔루션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인사이트를 솔루션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출된 솔루션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현실과의 괴리를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던 동시에,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수혜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는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상기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다고 밝혔다.  

• 활동가 

활동가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터뷰 

참여자는 여러가지 프로젝트의 조력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스스로 활동가가 되어 사회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수준을 정의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프로젝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조력자들의 교육 부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의 목적성 상실, 프로젝트 실패 등이 
사회혁신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활동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사회혁신 이니셔티브는 
감춰져 있던 사회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공론화하는 역할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처음에 계획하였던 목적과는 

다른 효과였으나, 솔루션의 실패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한 좋은 사례였다고 언급하였다.  

3. 주요 결과 및 논의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전문가의 사회혁신 활동에 있어 

각각의 역할이 가진 영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과 

동기부여 방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역할에 따른 어려움과 동기부여 

역할 조력자 활동가 

권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진행,   

솔루션 도출 

프로젝트 기획, 진행, 
솔루션 도출 및 적용, 

임팩트 평가 

어려움 소통, 현실의 

문제 반영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동기부여 사회적 지지와 
연대 제공의 

의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등 가능성의 

발견 

조력자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이혜관계자, 
수혜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지만 자원 

부족으로 인한 낙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동기부여 요인으로 삼았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제도권 밖 소외된 사람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디자이너 스스로도 이를 통해 보람을 

얻고 활동의 원동력을 얻고자 한다.  

활동가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솔루션을 

적용하고 솔루션이 가져온 임팩트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솔루션이 계획한 것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활동가는 프로젝트의 전체를 

조망하고 촉진하는 역할인 만큼 프로젝트 안과 밖에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찾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기회 발견, 뜻밖의 기능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게 된 솔루션 등 활동가에게 프로젝트는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넓은 시야와 가능성을 보게 하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표본의 

대상과 수가 한정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인터뷰할 예정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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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이론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현재의 
논의로부터 발전된 형태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 전문가와 
디자인을 통해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파악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동기부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디자인 전문가가 가진 권한의 
범위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연관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력자는 프로젝트 안에서 사회적 
지지의 의의를, 활동가는 프로젝트 안과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에 의의를 두어 동기부여를 

하고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활동가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지침과 

태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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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시각화들이다. 두 시각화를 

비교하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1, 2, 3, 5]에 

따르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의 서로 

다른 특성들로 인하여 두 시각화들은 각각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위는 시각화 하려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 속한 일부 개체들이 상호 간에 전혀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로 

표현해보고,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두 개체들 

사이의 경로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각각의 

시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제어 

네트워크 시각화,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인접행렬  

1. 서 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네트워크의 속성을 가진다. 소셜 미디어, 통화, 

금융 거래 등 타인과 행하는 행위들의 기록은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로 남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을 통한 시각화이다[2].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은 네트워크의 

시각화에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기초적인 

시각화들로써,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유리한 시각화와 불리한 

시각화가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집을 

탐색하는 데는 인접행렬이, 경로를 탐색하는 데는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이 유리하다고 한다[1, 3]. 

시각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러한 사실은 증명이 되었다[5]. 두 

시각화 방법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둘을 

융합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4].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이 각각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을 통한 작업 수행 능력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크기와 밀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데이터에 숨어있는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2]. 따라서 둘 중 어느 시각화를 

선택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지는, 분석하려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데이터들 

중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으면서 네트워크의 일부 

개체(노드)들은 서로 간의 연결(링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을 사용하여 시각화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작업을 

할 때의 효율을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두 

시각화 방법들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해보도록 하였다. 

2. 본문 

2.1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조 

우리가 다루려는 네트워크 데이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그룹을 

각각 Primary 노드들과 Secondary 노드들이라고 

명명하였다. Primary 노드들은 네트워크에 속하는 

다른 모든 노드들과 링크를 가질 수 있는 

노드들이다. Secondary 노드들은 오직 Primary 

노드와의 링크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Secondary 

노드와는 링크를 가질 수가 없다.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예시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수사를 위해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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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면, 수사 대상이 된 용의자들의 통화, 

금융거래 등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들은 용의자들을 중심으로, 

각 용의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용의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Primary 노드, 용의자들과 연결로만 

존재하는 인물들이 네트워크의 Secondary 노드가 

된다.  

링크의 방향성에 따라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directed 와 undirected 로 구분할 수 있다. 

Directed 네트워크 데이터는 directed 네트워크 

데이터에 비해서 연결의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시각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결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각화의 대상으로 undirected 네트워크로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그림 1]은 네트워크의 

개체들을 특정 형상으로 시각화하고, 개체들의 

관계를 선으로 나타낸 표현법이다.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은 직관적인 표현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인접행렬에 비해서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성능상에 우위를 갖고[5], 특히 두 개체 사이의 

경로탐색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유리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밀도가 높아질 경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점과 선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서로 겹치는 cluttering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림 1. 대상 네트워크 데이터의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시각화. 

인접행렬[그림 2]은 네트워크의 개체들을 각각 

x 축과 y 축에 나열하고, 개체들의 관계를 표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접행렬은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군집을 찾는 

작업을 할 때 유리하고[1],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크고 밀도가 

높더라도 작업 수행이 용이하다. 이는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cluttering 이 

발생하는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인접행렬은 cluttering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커지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표의 칸들이 작아져서 

시인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작업 수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림 2. 대상 네트워크 데이터의 인접행렬 시각화. 

빨간색 사각형은 Secondary 노드들 사이의 링크가 

존재하는 영역, 두 개의 초록색 사각형은 Primary-

Secondary 링크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2.3 구현 

React[6]와 D3.js[7]를 이용하여 간단한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을 구현하였다.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의 경우 D3.js 의 Force directed 

layout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추가적으로 

Primary 노드들과 Secondary 노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color encoding 을 활용하였고, Primary 

노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Secondary 노드들에 

비해서 더 큰 점을 할당하였다. 인접행렬의 

경우에는 Primary 노드들을 앞부분에 두어서 

군집을 이루도록 하고, color encoding 을 통하여 

Primary – Primary 링크와 Primary – Secondary   

링크를 구분하였다.  

사용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총 노드의 개수는 

138 개이고, 그 중 Primary 노드는 37 개, 

Secondary 노드는 101 개 존재한다. 총 링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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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659 개이고, Primary – Primary 노드들 

사이의 링크는 111 개, Primary – Secondary 

노드들 사이의 링크는 548 개 존재하였다. 

3. 결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로 시각화 한 결과 [그림 1]과 [그림 2]의 

모습으로 시각화가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각화를 이용하여 임의의 두 Primary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하는지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4.1 결론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시각화[그림 1]의 

경우, Primary 노드들을 중심으로 Primary 노드들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Secondary 노드들이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주변부에 위치한 

Primary 노드들에 대해서는 두 Primary 노드들이 

여러 노드들을 거쳐서 연결이 되더라도 쉽게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나 밀도가 높은 중심부에 

위치한 Primary 노드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Primary 노드들을 둘러싼 Secondary 노드들이 

Primary 노드들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두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cluttering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림 3. 인접행렬의 상단 일부분. 빨간색 화살표는 두 

Primary 노드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탐색 방법을, 초록색 화살표는 두 Primary 노드 

사이에 Secondary 노드를 경유하는 연결관계가 이이 

인접행렬을 이용한 시각화의 경우, [그림 2]의 

붉은색 사각형 부분과 같이 Secondary 노드들 

사이의 링크를 나타내는 부분은 전부 빈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의 

초록색 사각형 부분과 같이 Primary-Secondary 

링크를 나타내는 부분의 경우 현재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가 undirected 네트워크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초록색 사각형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인접행렬의 일부분만을 가져오는 것 만으로 

[그림 2]의 인접행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접행렬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Primary 노드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할 경우, 두 

Primary 노드들끼리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경우 

[그림 3]의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한 번의 

움직임을 통해서 탐색이 가능하다. 다른 노드를 한 

번 거쳐서 연결이 되어있는 경우 [그림 3]의 

초록색 화살표와 같이 두 번의 움직임을 통해서 

탐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Primary 노드들이 

여러 개의 다른 노드들을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움직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도중에 처음 시작점의 위치를 놓치는 경우 

가 많았고, 또한 링크를 나타내는 칸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은 중심부에서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때는 

cluttering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하여 탐색 범위가 줄어든 인접행렬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보다 두 Primary 노드 

사이의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유리했다. 비록 두 노드들이 다른 여러 노드들을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탐색의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luttering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능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주변부에 대해서는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 이전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인접행렬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후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 어떤 시각화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보 할 수 있었다. 

4.2 논의 

결과를 관측한 후에, 추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가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과들이, 실제로 

타인들도 얻을 수 있는 공통된 결과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접행렬을 통한 시각화가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연결된 두 노드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는 한 가지 데이터만 활용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구조를 가진 다양한 

크기와 밀도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보고, 밀도와 크기가 변함에 따라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 두 시각화의 

우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크기와 밀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방향성 유무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방향성이 존재하는 directed 네트워크 데이터를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행렬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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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해 보고, undirected 데이터를 시각화 

했을 시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시각화 방법들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인접행렬로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인접행렬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시각화 할 때는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절약한 

공간에 다른 시각화를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데이터의 시각화 방법을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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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인공지능을 통한 서비스 고급화의 시도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가속화되었다. 그 중 

딥러닝[1]은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로, 반복 
작업과 협업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협업 기반의 딥러닝 실험 관리 

도구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주제어 

기계학습, 딥러닝, 시각화, 실험관리, 협업, 기계학습 

자동 최적화  

1. 서 론 

최근 AI 스피커, AI 상담원, 사용자 추천 알고리즘 등 
기계학습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응용되며 기계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 세트에서 특징을 찾아내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이다. 성능이 높은 학습 모델 도출을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 출력되는 각 수치들을 시각화 하여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DenseNet[2], 

ResNet[3]과 같은 백본 알고리즘부터 
하이퍼파라미터까지 최적화된 값을 찾는 과정을 

수많은 실험과 수정의 반복 작업이다. 

1.1 파편적인 작업방식 

딥러닝 연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러 연구자가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연구 진행 상황과 
학습 모델의 성능, 수치 등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눈다.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딥러닝  실험 결과를 
시각화 하는 것은 연구 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된다. 
시각화를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만든다. 이때 각자의 방법으로 

정리된 실험 기록과 보고서는 통일성 없는 자료들로 

비교하고 인지하는데 긴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 실험 결과 

시각화, 공유 및 피드백을 위한 메신저와 같은 각 
작업에 대한 도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도구들은 협업의 작업 효율을 

분산시킨다. 

1.2 짜증나는 반복 작업 

 기계학습 연구자는 고성능 학습모델 도출을 위해 
반복적인 실험을 거친다. 이러한 반복 작업이 기계학습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습 수치 모니터링을 통해 

하이퍼파라미터의 값을 일일이 바꾸거나 백본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하이퍼파라미터의 개수와 백본 알고리즘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실험을 반복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실험을 일일이 진행시켜야하고 수정된 
각각의 값을 수기로 작성해 원활한 연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1.3 데이터 유출위험 

딥러닝 연구는 때때로 데이터 유출에 유의해야한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고, 자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성 

높은 연구를 클라우드 컴퓨팅[4]을 통해 업로드 및 
학습을 진행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부터의 
데이터 접근 위험과 해킹으로 인한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2. 기계학습 도구 선행사례 

기존의 기계학습 연구를 위한 도구의 선행 사례로는 

기능 구성에 따라 실험 결과 시각화에 초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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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도구와 결과 공유 기능 등이 포함된 통합형 

도구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로는 텐서플로우의 공식 
시각화 도구인 텐서보드[5]가 있다. 텐서보드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기계학습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텐서보드는 학습 
결과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아 학습 상태를 
확인하기에 번거롭고, 기계학습 프로젝트 및 실험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통합형 도구로는 WandB(Weight and Bias)[6]와 
Comet[7], Neptune.ai[8]를 들 수 있다. 세가지 모두 

기계학습 실험 결과 시각화 기능과 실험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이다.  

WandB는 수많은 모듈에서 원활이 적용이 가능한 

점, Sweep을 통한 자동 학습 최적화에 차별 점을 두고 

활성화 되고 있다. Comet은 기업에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WandB와 Comet은 매우 흡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

공하며 가장 큰 경쟁 업체로 볼 수 있다. neptune.ai는 

WandB와 Comet과 별개로 구글에서 만든 기계학습 

대회 플랫폼인 Kaggle이나 소규모 대회를 위한 대시보

드를 제공하여 차별 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 사례의 특징들을 

통합 및 보완하여 차별화를 주었다.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학습 실험 관리 

시스템 

본 연구의 목적은 딥러닝 연구자들의 편리한 연구 

환경을 위해 도구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물인 딥러닝 실험 관리 시스템 ‘digo’는 기존

의 딥러닝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협업 중심의 실

험 관리 및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자동화 기능, 데이터 

보안을 위한 사용자 선택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System Architecture 

본 연구의 결과물은 복잡한 환경설정이 아닌 기계

학습 프로젝트에 간단한 코드를 추가함으로서 자동으

로 학습 데이터를 연동시켜주기 때문에 쉽게 환경 설

정을 마칠 수 있다. 

 

그림 2 digo 서비스 흐름도 

그림 2 와 같이 사용자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 고유 API 키가 생성된다. 사용자는 로그

인 후 작업 공간 안에서 기계학습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딥러닝 코드에 고유 API 키와 생성한 

프로젝트의 이름을 추가한 후 학습을 시작한다. 이 때 

서버로부터 전송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시

각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를 선택

해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기계학습 연구에 있어 수작

업이 필요했던 튜닝 하이퍼파라미터의 기록, 학습 결

과의 시각화, 실험 모델 비교 분석 부분을 자동화한다. 

기계학습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편리

한 기계학습 연구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을 구현하였다. 기능은 다음과 같다.  

3.1 협업 중심의 통합형 도구 

기존의 기계학습 연구는 파편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해 연구자들과 공동 작업자의 작업 효율이 떨어졌다. 

이를 보안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시각화 또는 메신저 기

능 등 파편적인 도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와 이

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을 진행할 때 분산된 소통과 작

업을 야기했다.  

우리는 위 문제점을 해결하여 연구자들과 공동 작

업자 간의 작업과 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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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합형 도구를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본 도구에

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 프

로젝트는 개별 또는 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

든 기계학습 문제를 의미하고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실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림 3  digo 프로젝트 화면 

그림 3 과 같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카드 형태로 표

현된다. 프로젝트 카드는 프로젝트 내부로 들어가지 않

고도 프로젝트의 구성 멤버, 기록된 리포트, 생성된 그

래프, 생성일, 프로젝트의 설명과 프로젝트 공개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 모드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도구와 달리 다크 모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4  digo Experiment 페이지 visualization 모드 

그림4 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관

리하는 Experiment 페이지이다. 해당 페이지는 그래

프를 통해 실험을 비교할 수 있는 visualization 모드와 

표로 정리된 하이퍼파라미터를 분석할 수 있는 table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의 분석 방향에 때라 기

계학습 실험의 결과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두 가지 데이터 출력 모드는 실험 결과 시각화를 통

해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정보를 직관적이고 효

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때문에 기계학

습 연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협업을 진

행하는 책임자 또한 프로젝트의 현황과 실험 진행 결

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팀원들 간

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회의나 결과 보고를 위

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구 과정을 공

유할 수 있다. 

3.2 하이퍼파라미터 자동 최적화 

연구자들은 학습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이

퍼파라미터 튜닝을 하며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의 실

험을 거친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digo는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 최적화 기능을 통해 해결한다.  

이 기능은 몇 가지 설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동으

로 학습을 진행시킬 프로젝트의 이름과 생성시킬 모델

의 수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최적화 시킬 하이퍼파라

미터를 설정해준다. 이때 하이퍼파라미터 수치의 최소, 

최대 값을 입력하여 설정한 수치 내에서 자동으로 실

험 모델이 생성되도록 한다. 그동안 연구자가 직접 진

행해야 했던 단순 반복 실험을 하이퍼파라미터 자동 최

적화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여

러 번의 반복 실험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차지했

던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은 자동화를 통해 빠르고 편리

한 연구를 도왔다.  

3.3 클라우드 / 설치형 선택 서비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작업 환경과 프로젝트의 보안 

필요 유무에 따라 클라우드와 설치형 두 가지의 선택

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자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형

태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개인 또는 기업의 단독 서버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설치형 서비스이다. 

프로젝트와 데이터가 보안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설치형 서비스를 선택 함으로서 데이터 유출로부터 안

전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설치형 서비스는 서비

스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용자 단독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유출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데이터와 기술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  

반대로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기계학습 연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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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본 연구는 구현된 도구를 통한 기계학습 연구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객관식 질문과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기계학습 연구자 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실험자인 기계학습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구현된  
도구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연구를 진행한 후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기계학습 연구는 평소 
피실험자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기계학습 
예제를 바탕으로 진행 되었다. 사용 환경은 pyCharm, 

Jupiter notebook 두 가지로 python 언어를 

이용하였다. 

 

그림 5 기계학습 연구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 

그림 5 는 해당 도구의 기능 중 기계학습 연구 

효율성의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는 협업 
기능이  50%,  편리한 사용법이 33.3%,  프로젝트 및 
실험 관리가 16.7%를 차지했다. 서술 문답을 통해 피 

실험자들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기계학습 실험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과 실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웹 기반의 도구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하이퍼파라미터와 학습결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계학습 연구에 해당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피실험자 전원이 ‘예’에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실험 결과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점과 추후에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가 기계학습의 

생산적인 연구를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효율적인 딥러닝 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능별로 분산된 기존의 

도구와 비효율적인 기계학습 데이터 기록 및 반복 
작업으로 연구자들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계학습 결과 시각화, 
프로젝트 및 실험 관리 협업 기능, 연구 보안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를 포함한 딥러닝 연구 도구를 

제작하였다. 실험을 통해 본 도구의 기능들이 기계학습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실험자의 표본이 적어 심화된 실험과 

도구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다수의 기계학습 연구자를 통한 실험을 거친 후 
피드백을 통해 도구를 보완할 예정이다. 해당 도구를 

서비스화 하여 기계학습 연구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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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기를�쓰고자하는�인구는�많지만��‘귀찮다’,�‘무엇�

을�쓸지�모르겠다’,�‘쓰는데�시간이�많이�든다�’등과�

같은�방해요소로�일기를�지속적으로�쓰는�데에�

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또한�현재�

시중의�다양한�일기�서비스가�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해�주지�못하고�있다고�판단�했다.�이에�해당�

서비스는�sns�크롤링을�통해�사용자�의�단편적인�

정보를�취합하고�자동으로�일기를�작성해주어�쓰는�

과정을�단축�시켜준다.�또한�사�용자에게�기록된�

정보에�대해�느꼈던�감�정들을�질문함으로�일기를�

쓰도록�넛지하며�자신의�심�리상태를�객관적으로�

바라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

�

주제어�

SNS,�일기,�자동화,�데이터�분석�

�

1.배경�및�목적�

설문결과에�따르면�일기를�쓰는�인구가�상당히�

많다는�것을�알�수�있다.�또한�이들은�읽기의�장�

점에�대해�유의하고�있지만�일기를�쓰는�행위가�

상당히�노동집약적인�탓에�꾸준히�쓰지는�못한�다.�

또한�시중의�일기�서비스는�이러한�문제들을�부분만�

아니면�아예�해결하지�못하고�있어�이러�한�

pain-point를�시원히�해결해줄�서비스를�필요로�

한다.�

1-1.�사용자�설문�

성인�남녀�338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

표본집단의�무려�78%가�일기를�쓰는�것으로�

알려져있고�그중�48%는�온라인�플랫�

폼을�통해�기록한다고�응답했다.�(웅진&잡코�

리아,2014)�이처럼�일기를�쓰고자�하는�인구는�

매우�높으며�자신의�목표�설정과�문제해결을�위해�

일기를�쓴다는�등�뚜렷한�목적까지�있으나�매일�

일기를�기록하는�인원은�그에�비해�상당히�

적은것으로�보인다.�그�이유로는�귀찮음이�가장�

우세했고�다음으로는정해진�바가�없어서�쓰기�

힘들다는�점이�언급되었다.(이은화,2005)��

�

1-2�사용자�인터뷰�

A양(22)�

특징:�창작활동을�좋아한다.�직장생활로�바쁘다.�

sns를�좋아한다.�

일기를�쓰는�목적:�기록하기�위�해,�그날에�대한�

주관거인�생각들을�적는다.�

일기를�쓰지�않게된�이유:�원래는�매일�썼지만�

현재는�바쁜�생활로�인해�적을�시간이�없다.��

일기�시간:�약�1시간�가량�작성하고�자기전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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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군(22)�

특징:�창작활동을�좋아한다.�집에�있는�것을�

좋아하고�sns를�별로�좋아하지�않는다.�

일기를�쓰는�목적:�감정과�생각을�정리하기�위해�

일기를�쓰지�않는�이유:�하루하루�주어진�과제에�

집중하다�보면�일기에�대한�생각이�안난다.�

일기�시간:�자극받는�일이�있으면�썼고�20분�

미만으로�쓴다고�했다.�

�

C양(22)�

특징:�내향적이고�귀찮음이�많다.�하지만�

주어진일에는�열심히한다.�

일기�쓰는�목적:�자기계발�목적�

일기�쓰지�않는�이유:�틈틈이�쓰고있다.�매일쓰려고�

굳이�노력은�하지�않는�편이다.�

일기�시간:�저녁에�짧게�쓴다.�

�

2-3�시중의�일기�애플리케이션의�문제점�

 

 
�

3.�서비스�소개�

python의�크롤링�기능을�이용해�외부sns어플의�

대화기록을�분석하여�몇가지�패턴으로�사용자의�

일기장을�작성해준다.�해당�패턴에는�대략�이러한�

모델이�있다.�단어로�감정을�추측해�질문하는�

모델/연락�시간으로�상대방에�대해�질문하는�

모델/최초�카톡�시간과�최후카톡�시간의�차이로�

수면에�대해�질문하는�모델/날씨�api로�그날�날씨에�

대한�질문�모델/장소�api로�그�장소에서�뭐했는지�

질문하는�모델�등이�있다.�

�

3-1.화면�구성�

�

그림1�<state�transition�chart>�

 daygram evernote mooda 

선정 
이유 

조사당시 앱스토어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일기어플 순위권이였다. 

표현 
가능 
매체 

문자 문자,이미지, 
드로잉, 
녹음, 외부 
링크, 영상 

이모티콘, 
문자 

스테이

트 수 
3 10+ 5+ 

일기의 
자유도 

낮다(표현
가능 매체 
부족) 

너무 
높다(과도한 
자유도는 
인지적 
피로를 동반) 

낮다(표현 
가능 
매체의 
부족-이모
티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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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기능구현을�위해�최대한�적은�터치를�통해�

원하는�태스크에�접근할�수�있도록�디자인�

했다.�홈화면에서는�일기를�카드형식으로�볼�수�

있고�메뉴/일기보기/분석보기�의�3가지�선택권�이�

주어진다.�분석보기에서는�카드�밑에�간단한�정보를�

게시해놓아�분석보기�심화�페이지로�도달하도록�

유도한다.�

�

3-2.�사용성�평가�

버전1:�프로토타입�애플리케이션을�사용자에게�

자유롭게�사용하라는�태스크를�부과했다.�사용성�

평가한�결과�분석하기�창에�도달률이�저조하다는�

것을�깨달았다.�3번의�사용성�테스트�모두�일기쓰기�

페이지의�도달률은�높았지만�추가적인�터치를�거처�

도달할�수�있는�분석하기�페이지에�대한�관심은�

없었다.�분석하기�서비스는�상위�항목;’인간관계�

분석하기’등의�버튼에�의해�그�자세한�내용이�

가려져�있었기�때문에�사용자가�그것이�어떤�

서비스인지�알지�못하고�따라서�궁금증을�유발하지�

못한다고�추측했다.�따라서�카드형식으로�분석하기�

페이지의�컨텐츠를�한눈에�확인하여�흥미를�

유발하는�방향으로�디자인을�수정했다.�

�

버전�2:�임의로�선정한�3명의�사용자에게�‘일기를�

써보라’,’분석하기�페이지에�도달하라’,’저장된�

일기를�확인해라’라는�태스크를�부과했고�모두�

태스크를�지장없이�해냈다�.�하지만�홈화면/�

일기쓰기/일기수정�스테이트의�우측하단�2번째�

아이콘이�무엇을�의미하는지�헷갈린�다는�의견이�

나왔다.�생김새로�보아�새문서�작성�아이콘같지만�

자동�일기어플에서�굳이�새문서를�작성할�필요가�

없으니�그�쓰임새가�모호다는�평을�들었다.�

�

설문조사�:�일기를�쓰는�이유에�대해�임의의�

사용자에게�질문했다.�예상�응답은�‘과거의�사실�

기록’이였지만�실제로는�현재의�감정기록이�

전체응답의�50%로�많았고�그다음을�25%로�

과거의�사실�기록이�차지했다.�이로써�서비스�

전체의�방향을�과거�사실�요약의�정확도를�올리기�

보다는�과거�사실에�대한�지금의�감정을�되묻는�

식으로�전환했다.��

�

3-3�개선방안�

총�스테이트의�개수를�줄임으로써�버전1에서�

분석페이지로�도달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

했으며�분석페이지를�버튼대신�오픈형�카드�

형식으로�바꿨다.�또한�현재의�감정을�기록하기�

위해�일기를�쓴다는�응답에�바탕해�서비스의�핵심�

가치를�‘과거의�기록보존’보다는�‘과거의�사건에�

대한�현재의�감정을�기록하는�것’으로�재정의해�

사용자가�스스로�일기를�채워나가는�부분에�

서비스의�중점을�두었다.�

�

4.결론�

전통적,�현대적�일기�매체가�가진�부족함을�

포착하고�가장�쓰기�편한�일기�어플을�개발하고�

있다.�그�중�서비스의�핵심이�되는�‘어플이�일기를�

대신�써준다’는�기술을�파이썬의�카카오톡�대화�

데이터�크롤링을�통해�구현하려�한다.�또한�간편한�

사용성을�위해�state�transition의�최소화와�깔끔한�

디자인�스타일을�차용했다.�그러나�내보내기�api의�

법적�금지�등�현실적�기술�제약의�벽을�만났다.�이를�

해결하기�위해�서비스의�방향성에�대해�고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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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을 진행하기 앞서 기존 연구에서 진행한 자폐 

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를 가진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 

(Instagram), 레딧(Reddit) 등의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목적과 양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실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ASD 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실제 ASD 를 가진 1,285 명의 인스타그램 

정보를 수집하고, 91,825 개의 게시 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ASD 사람들의 프로필, 포스트의 기본적 

정보(예: 프로필, 캡션의 길이, 해시태그(hashtag))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텍스트 마이닝 

 

1. 서 론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가진 사람들은 중증 

정도에 따라서 주 양육자나 전문 치료사의 도움 없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과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1].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는 반면, 치료사나 주 양육자의 

관심과 치료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SD 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소아과 

의사의 전담 치료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중단된다. 

따라서, 많은 ASD 성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자립, 

인간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3].  

 이러한 상황 속에서, ASD 청소년 및 성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써 소셜 

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4]. 국내에서도 

ASD 를 가진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목적과 

양상을 조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5-8].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셜 미디어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으로 언어적, 행동적 

특징들을 파악하고 모델링하는 연구까지 활발하게 

진행 반면 [9, 10], ASD 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이터 기반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ASD 청소년 및 성인들의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포스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유의미한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제 ASD 청소년 및 성인들의 

데이터만 수집하기 위해 해시태그 기반의 크롤러 

(crawler)를 개발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한 

해시태그는 <표 1> 과 같다. 데이터 수집은 아래의 

해시태그로 게시 글을 작성한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ID 를 크롤링한 후,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와 사용자가 작성한 최근 게시 글 100 개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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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시태그 종류 

 

2.1 ASD 청소년 및 성인 사용자 정보 수집 

 <표 1>의 해시태그와 “actuallyautistictiktoks” 

키워드를 바탕으로 최초 3,563 명의 사용자를 

수집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SNS 이용이 

가능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SD 정도나 연령대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소개 글을 바탕으로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Autism’, ‘ASD’, ‘Autistic’과 같은 ASD 를 뜻하는 

단어들과 <표 2> 의 단어들의 조합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프로필 글 또는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 

존재하면 해당 사용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예: 

autism son). 해당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필은 

스스로 작성한 SNS 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프로필은 제외시켰다. “actuallyautistictiktoks”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들은 실제 ASD 청소년 및 

성인들의 게시글이기 때문에, 별도의 필터링 작업 

없이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1,285 명과 그들이 작성한 게시 글 91,825 개를 

분석하였다. 

 

표 2. 필터링 단어 

필터링 단어 

son(s), daughter(s), boy(s), girl(s), child, mom 

 

2.2 크롤링 정보 

 크롤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3>). 

먼저,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ID 를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크롤링 하였다. 그 후, 

사용자의 ID 를 통해 사용자 당 최근 게시물 100 개씩 

크롤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3. 크롤링 정보 

 

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ASD 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ASD 가 있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프로필과 게시 글에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을 

분석하였다. 프로필과 게시 글의 평균 글자 수는 각각 

521 자, 111 자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Python NLTK 모듈의 stopwords 

를 적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그 후, 불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을 배열에 저장하여 전체 단어 

중에서 ASD 를 가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상위 10 개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SD 를 가진 사용자들의 단어 사용 

빈도수를 사용자의 프로필,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 

글에 따른 빈도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아래 <표 4-7> 는 사용자들이 프로필에 작성한 소개 

글에 가장 많이 사용한 해시태그와 해시태그를 제외한 

단어 상위 5 개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 단어들은 

ASD 를 의미하는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의 

빈도를 정리하여,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프로필의 작성된 소개 글 984 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4. 프로필에 사용된 ASD 해시태그 Top 5 

프로필 소개 글 해시태그 빈도수 

#actuallyautistic 64 

#autism 28 

#autismawareness 19 

#autistic 14 

#adhd 6 

 

 

해시태그 

#autismawareness 

#autismlife 

#autisticadult(s) 

#autisticburnout 

#autismacceptance 

#autismspectrum 

#actuallyautistic 

#asperger(s) 

크롤링 내용 크롤링 정보 

프로필 정보 이름, 인스타그램 ID, 프로필 소개, 

프로필 사진 URL, 전체 게시물 개수, 

팔로워 수, 팔로잉 수 

게시물 정보 인스타그램 ID, 게시 글 댓글, 게시 글 

사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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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필에 사용된 ASD 단어 Top 5 

프로필 소개 글 단어 빈도수 

autism 182 

autistic 118 

spectrum 17 

adhd 16 

asperger 12 

 

표 6. 프로필에 사용된 non-ASD 단어 Top 5 

프로필 소개 글 단어 빈도수 

life 47 

awareness 44 

advocate 40 

love 37 

special 36 

 

3.1 프로필 소개 글에 사용된 해시태그와 단어 분석 

 위에 <표 4>에 정리한 것과 같이, 프로필에 작성한 

해시태그 중 ASD 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여러 번 쓰인 

반면, ASD 를 의미하지 않는 해시태그는 모두 5 번 

이하로 사용될 정도로 빈도수가 낮게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프로필에 쓰인 해시태그 중 

ASD 를 의미하는 해시태그가 ASD 를 의미하지 않는 

hashtag 에 비하여 약 9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hashtag 를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ashtags 는 검색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표 5, 6>에 정리한 것과 같이, 프로필에 

작성한 단어는 ASD 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 외의 

단어보다 약 1.7 배 높았다. 이는 hashtags 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게시 글에 사용된 ASD 해시태그 Top 5 

게시 글 해시태그 빈도수 

#autism 16,551 

#autismawareness 12,876 

#autismacceptance 9,440 

#actuallyautistic 7,056 

#asd 6,507 

 

표 8. 게시 글에 사용된 non-ASD 해시태그 Top 5 

게시 글 해시태그 빈도수 

#love 2,253 

#anxiety 1,546 

#inclusion 1,414 

#tea 1,268 

#art 1,162 

 

표 9. 게시 글에 사용된 ASD 단어 Top 5 

게시 글 단어 빈도수 

autism 8,165 

autistic 4,905 

spectrum 714 

disorder 355 

asd 344 

 

표 10. 게시 글에 사용된 non-ASD 단어 Top 5 

게시 글 단어 빈도수 

like 10,387 

people 6,899 

love 6,669 

new 4,997 

really 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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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시 글에 사용된 해시태그와 단어 분석 

 위에 <표 7, 8>에 정리한 것과 같이, 게시 글에 

작성한 해시태그 중 ASD 를 의미하는 해시태그가 

ASD 를 의미하지 않는 해시태그에 비하여 약 6.8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프로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대로 위에 <표 9, 10>에 정리한 것과 같이, 게시 

글에 작성한 단어는 ASD 를 의미하지 않는 단어가 

ASD 를 의미하는 단어보다 약 2.3 배 높았으며, 해당 

집단은 ASD 를 뜻하는 단어를 작성하는 비율이 

유일하게 적게 나왔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ASD 를 가진 

사용자의 프로필과 게시물 정보를 통해, ASD 를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조사하였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글들에 사용된 

단어들과 해시태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ASD 를 가진 사용자는 프로필과 게시 

글에 자신의 증상을 나타내는 해시태그 또는 단어들을 

작성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향을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시태그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는 향후 연구에서, non-ASD 집단의 사용자와 

ASD 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인스타그램 

정보를(e.g., 프로필, 게시 글의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 대규모로 수집하여 그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고 ASD 를 가진 사람들만의 유의미한 

특징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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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요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레시피 서비스를 선정하여 스마트 

스피커가 사용자의 조리 활동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6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것을 관찰하고 조리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서 VUI 기기의 이점인 핸즈프리(hands-free) 

사용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음성 정보 

위주의 레시피 제공이 충분한지, 조리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억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에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 본 서비스는 사용자의 손을 

자유롭게 하여 조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에 따라 음성 레시피 제공으로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레시피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기억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숙련자보다 비숙련자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GUI 기반의 

전통적인 레시피 서비스가 VUI 기반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 VUI(Voice User 

Interface), 사용자 경험, 소리내어 생각하기 

 

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음성을 사용하여 

조작이 가능한 VUI(Voice User Interface)기기와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사용자는 VUI 기기를 

음성을 이용하여 제어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VUI 기기인 스마트 

스피커는 음악, 날씨, 뉴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스마트 스피커의 누적 

판매량은 2019년 3월 기준 412만 대로 전년 대비 

2 배가량 증가하였다[1]. VUI 의 급속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기들의 사용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다양한 제공 서비스 중 최근 TV 요리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사람들의 요리 및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에 레시피 서비스를 

선정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를 실제 요리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리내어 생각하기 방식과 인터뷰 방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1.1 VUI 

VUI는 음성 인식 기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인식하고 음성 합성이나 사전에 녹음된 

오디오를 활용하여 음성을 출력하는 방식이다[3]. 

VUI는 여러 사용의 이점을 지니는데 손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기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말하는 속도가 타이핑하는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직관적이고, 공감(empath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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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사용이 쉽지 않고, 컴퓨터에게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타이핑을 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음성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VUI는 레시피 서비스와 

같은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레시피 정보는 책 

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매체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는 경우 요리 도중에 

레시피를 참고하고자 할 때 요리를 중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VUI 기기를 사용해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경우 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VUI 기기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는 음성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레시피의 경우 조리과정을 보여주는 상당한 

시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IPTV 와 연계하여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IPTV 서비스에 국한되기 

때문에 스크린과 연동되기 보다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성 정보만 

사용한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알아보았다.  

 

1.2 레시피 서비스와 조리 활동 안내  

레시피는 조리의 과정을 안내하는 일종의 

지침서이다. 잘 알거나 자주 만들어 본 요리의 경우 

굳이 레시피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요리를 

하거나 복잡한 요리를 하는 경우 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레시피가 제공되는 경우 조리를 하면서 레시피를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지시가 조리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조리의 

단계에 따라서 레시피가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시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 순서를 무시하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자들의 기억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조리 과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피커에서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 씨를 파내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익혀주세요’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호박을 씻고 씨를 파내면서 다음 

지시까지 기억해야 한다. 단호박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 

조리 도구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한 

지시를 기억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1.3 요리 숙련도 

요리 경력에 따라 비숙련자에 비해 전문성을 가진 

숙련자의 경우 비숙련자 보다 많은 경험으로 인해 

요리 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더욱 범주화 되어 있어 

비교적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스피커로 레시피를 제공받아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요리 숙련도에 따라 사용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의 레시피 서비스가 

사용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했다.  

● 사용자들은 레시피 확인과 조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가(hands-free)? 

●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레시피 서비스 

사용 시에 시각적 정보 없이 음성 

정보만으로 충분한가? 

●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레시피 서비스 

사용 시 기억 부담이 나타나는가? 

● 요리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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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참가자 

참가자는 사전 스캐닝을 통해 요리에 관심이 있고, 

스마트 스피커의 레시피 서비스 경험이 없고, 요리 

과제인 ‘단호박 버터 구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며, 현장 연구 및 녹화와 녹음을 동의하는 

참여자로 구했다. 모집된 참여자는 숙련가(skilled 

group: S) 3 명, 비숙련가(unskilled group : NS) 

3 명인 6 명으로 구성되었다. 스캐닝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주 당 2회 이상, 지속적으로 4년 

이상 요리를 했을 경우 S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을 NS 로 분류했다. 모집된 S 집단은 

40대부터 50대의 여성으로 이루어졌고, NS집단은 

모두 20대로 1명 여성, 2명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SKT 의 스마트 스피커인 ‘누구 

mini’를 사용했다. ‘누구’의 레시피 서비스는 

레시피를 제공하는 회사인 (주) 이밥차에서 

제공받은 레시피를 스마트 스피커의 VUI 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사용자는 레시피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의 호출명인 ‘아리아’와 함께 알고 싶은 

레시피 명을 넣어 호출해야 한다. “아리아, 대파무침 

어떻게 만들어?” 등의 요청을 하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부터 요리의 단계를 안내한다. 사용자는 “요리 

시작", “다음”, “다시", “전 단계" 등의 명령을 사용해 

레시피 서비스 내에 탐색을 할 수 있다. 또한, 누구의 

경우 요리 지시 후에 사용자가 요리 하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틀어주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서 누구 사용자 매뉴얼에 적힌 레시피 중 

‘단호박 버터구이’를 선정하였다, 필요한 재료는 

단호박 반 개, 버터 한 큰 술, 슬라이스 아몬드 1/4컵, 

설탕, 계피가루이다. 조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 씨를 파내고, 전자레인지에 

2 분간 익혀주세요. (2) 익힌 단호박은 도톰하게 

C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3) 전자레인지에 버터를 

30초 돌려 녹인 후 단호박에 고루 버무려주세요 (4) 

프라이팬에 호박을 올려 중간 불로 노릇하게 구워 

꺼내고 설탕, 계피가루, 아몬드를 취향껏 뿌려 

마무리해주세요. 

 

3.3 훈련 과제  

사전에 스마트 스피커의 레시피 서비스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용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레시피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어서 

사용자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소리내어 생각하기 

방식을 훈련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는 입으로 

소리를 내며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주목하고, 

계획하는 것을 소리내어 기술하는 방식이다[5]. 

이를 통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경험이 도출될 수 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의 방식을 훈련하기 위한 과제로 ‘하트 

종이 접기’과제를 시켰으며, 축약적인 글로 

이루어진 설명과 그림을 주고, 하트 접기를 

완성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사용자들은 약 5분 간 

종이 접기를 하면서 소리내어 생각하기를 동시에 

해보는 연습을 했다. 

 

3.4 사용성 평가 

사용자들이 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자택에서 하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 평가로 진행했다. 사용성 평가를 시작하고 약 

10분 간의 훈련을 마치고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요리 

과제로 ‘단호박 버터 구이’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약 25 분 동안(S: 약 21 분, NS: 약 29 분) 스마트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며 ‘소리내어 생각하기’ 방식을 

하면서 ‘단호박 버터 구이’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사용성 평가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연구자로부터 

3가지 지시 사항을 받았다. : (1) 참가자 본인 집에 

있는 도구 및 요리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자에게 질문이나 대화는 되도록이면 하지 

Proceedings of HCIK 2021

- 817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않는다. (3) 요리 도중 완성된 요리 사진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사용성 평가 도중 연구자는 사용자의 소리내어 

생각하기가 저조한 경우 생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용성 평가 종료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으로 스마트 스피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 서비스의 주관적 난이도에 대한 

객관식 답변을 받고, 평소 레시피 확인 여부, 레시피 

정보 획득 경로, 기존 획득 경로와 비교한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의 장단점, 재사용 의지를 

물어보았다. 사용성 평가가 시작하고 인터뷰가 

종료될 때까지 녹취를 진행했다. 

 

3.5 분석 

녹취한 것에서의 스마트 스피커의 말과 사용자의 

말을 모두 엑셀에 전사했다. 전사한 발화는 

사용자와 스마트 스피커가 주고받은 한 턴을 한 

쌍으로 기록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누구야, 

누구. 아 맞다, 아리아, 단호박 레시피 좀 

알려줘.”라고 발화를 하여,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명령했을 때 누구의 응답 또는 

무응답까지를 한 쌍으로 기록했다. 이후, 코딩한 

쌍들을 살펴보고 사용자가 누구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요청하는지 보고, 해당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비교적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석 기준을 정했다.  

●  Hands-free 

사용자가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해 레시피를 확인하는 “hands-free”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스마트 

스피커의 지시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는 경우, 

스마트 스피커에게 요청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경우를 hands-free 로 보았다. 코딩을 위해서 녹화 

영상 총 길이를 1 분씩 쪼개서 각 구간에 대해 

hands-free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코딩하였다. 

녹화본이 24:02 초와 같이 1 분 미만인 경우 

10 초까지는 앞 단위에 포함하고 10 초 이상은 

독립된 구간으로 나누었다. 

●  재요청 

사용자들이 스마트 스피커의 발화를 듣고 앞에 

제시된 지시를 반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경우 

재요청인 것으로 하였다. 한 턴 내에 1 회 이상의 

재요청이 발생했을 경우 1 회 재요청한 것으로 

하였다. 

●  되뇌기 

사용자들이 스마트 스피커의 발화를 듣고 발화의 

내용을 따라서 입 밖으로 소리 낸 경우 되뇌기를 한 

것으로 하였다. 되뇌기는 재요청과 같은 방식으로 

횟수를 누적시켰다. 사용자가 되뇌기를 한 종류는 

식재료의 양, 소요 시간, 조리 모양, 불의 세기, 조리 

방식이다. 

 

4. 결과 

4-1. 핸즈프리: 레시피 확인과 조리 활동의 병행  

참가자들은 대체로 핸즈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에서 

핸즈프리 빈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총 사용자의 

구간 발생 횟수는 비숙련자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숙련자 집단 보다 요리에 더 오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다. 총 사용 구간 대비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와 그에 따른 핸즈프리 

빈도는 숙련자 집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hands-free 발생 구간 횟수 및 빈도 

사용자 총 발생 

구간 

횟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1) 

hands-

free빈도(%2) 

S1 24 17(71%) 14(82%) 

S2 18 9(50%) 9(100%) 

S3 22 10(45%) 9(90%) 

NS1 30 13(43%) 9(69%) 

NS2 36 14(39%) 13(93%) 

NS3 26 8(31%) 6(75%) 

* %1은 총 구간에 대한 비율, %2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에 대한 비율 

Proceedings of HCIK 2021

- 81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4-2. 시각 정보의 부재 

총 6명의 참가자 중 2명의 참가자는(S3, NS2) 한 

번씩 시각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다. NS2 의 경우 

1 단계에서 단호박의 씨를 파내기 전에 요청했고, 

S3 은 2 단계에서 단호박을 도톰하게 C 모양으로 

써는 단계에서 요리의 완성된 사진을 보고 싶어 

했다. 인터뷰를 통해, NS2 의 경우에는 단호박의 

씨를 파내기 전에 씨를 어떻게 파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뒤 

단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씨를 파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S3의 경우 지시를 듣고, “씨 모양, 

씨모양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하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당장 사진을 요청하기 보다는 다음의 조리 

단계를 요청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버무리라는 

지시를 듣자, “(생략)…어? 이거 어떻게 해 C모양이 

아니. 껍질 벗기라는 소리도 없고...” 라고 발화를 

하였는 데 이러한 발화는 본인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던 지시와 조리 단계의 지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조리과정의 

축어록을 살펴보면 사진 요청을 하기 직전 S3 이 

보인 발화는 다음과 같다. “...C 모양이 어느 

모양인지 하기 전에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생략)”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S3는 

알파벳 C 모양이 아닌 도톰한 씨앗 모양으로 

단호박을 썰었다. 하지만 써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의문을 품다 사진을 요청하였다. 사진을 요청한 뒤 

알파벳 C 모양임을 깨닫고 C 모양으로 썰기 

시작했다. S3의 최종 완성된 요리는 이러한 혼란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의 단호박은 C 모양으로 썰려 

있지만, 일부는 도톰한 조각으로 썰려져 있다. 

나머지 사용자들은 S3 나 NS2 처럼 사진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모양에 대한 의문의 

표시하였다.  S1의 경우 “씨 모양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데”, NS1의 경우 “이게 맞겠지?” 등의 발화가 

관찰되었다. 사진 확인을 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단호박을 C 모양으로 썰었으나 S2는 씨 

모양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단호박을 

알파벳 C 모양이 아닌 둥근 모양으로 썰었다(그림 

1참조). 

 

 

그림 1. 단호박 버터 구이 완성 사진: (a) S3 의 완성 

사진으로 대체로 C 모양으로 보이지만, 초반에 썰었던 

것으로 오른쪽 하단에 작고 도톰한 모양으로 잘려진 

단호박이 있다.  (b) S2 의 완성 사진으로 모양에 대한 

의문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알파벳 C 모양이 아닌 작고 

도톰한 모양으로 썰어진 단호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4-3. 기억 부담  

사용자들은 직접적으로 기억 문제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전달된 레시피를 

기억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일련의 행동이 

관찰되었다. 첫째, 사용자들은 종종 앞에 제시된 

지시를 반복해 달라는 요청을 누구에게 하였다. 

둘째, 사용자들은 누구와 상호작용하면서 들은 

레시피의 일부를 되뇌기를 통해 들은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셋째,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제시된 정보를 누구에게 

다시 질문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한 명의 

사용자(S1)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재료를 듣고 

단호박을 씻으면서 “아리아, 호박 몇개?”이런 

질문을 하였다. 이 정보는 조리를 시작하기 전 

재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누구가 알려준 

정보였다[표 2]. 

 

표 2. 사용자의 재요청과 되뇌기 빈도 

사용자 총 

코딩 

쌍 

재요청 

빈도* 

되뇌기 빈도* 

S1 48 3(6%) 5(10%) 

S2 24 1(4%) 5(21%) 

S3 26 1(4%) 4(15%) 

NS1 23 4(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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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2 25 3(12%) 4(16%) 

NS3 13 6(46%) 1(8%) 

총 159 18(11%) 21(13%) 

* *는 총 코딩 쌍 내에서의 빈도 

 

4-4. 요리 숙련자(S)와 비숙련자(NS) 간 차이 

숙련자 집단은 최소 17분부터 최대 24분까지 평균 

약 21 분을 소요했으며, 비숙련자 집단은 최소 

25분부터 최대 35분까지 평균 약 29분을 소요했다. 

비숙련자 집단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더 소요됐는데, 

이는 요리 숙련도의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련자 집단의 모든 참가자들은 1단계 지시를 듣고, 

바로 단호박을 반 개로 자르고 씨를 파냈다. 

비숙련자 집단의 참가자 대부분은 생단호박의 

딱딱한 특성 때문에 바로 반을 자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이는 레시피 내에서 

단호박을 반 개로 자르라는 지시는 하지 않고, 씨를 

파내라는 지시만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1 은 “너무 딱딱한데, 어떻게 

자르라는거야? 칼이 잘 안드나?”라고 했고, NS2는 

“아 이걸 어떻게 자르지? 허허...아 굉장히 

단단하네요.”라고 했다. NS3는 전반적으로 말하는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었다. 숙련자의 

경우 단호박이라는 재료를 이전에 사용해 보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반면 대부분 

비숙련자의 경우 지시에서 요청하는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이를 

행동으로 능숙하게 옮기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요리 숙련도와 관련하여 재료 특성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스마트 스피커에게 조리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여 요리를 완성하고자 

했는데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요리 숙련자 중 S1 을 빼고는 추가로 

누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S1의 경우, “아리아, 

호박 몇 개?”, “아리아, 호박에 씨 빼고 껍질도 

베껴내니?”, “아리아, 단호박 몇 분 돌려?”, ”아리아, 

프라이팬 필요하니?”, “아리아! 클래식 말고 트로트 

틀을 수 있어?”. “아리아, 도톰하게가 무슨 센치가 

있을 거 아니야. 몇 센치?”, “아리아, 버터 몇 분 

돌려?”, “아리아, 이걸 노릇하게 구우려면 중간 불로 

해야 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S1 사용자가 

누구에게 요청한 질문 중 이미 누구가 앞서 지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S1 사용자는 계속해서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였지만, 스마트 

스피커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NS1 은 단호박을 자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아리아, 단호박 자르는 법 알려줘”라고 했고, 

NS2도 역시 “아리아? 이거 단호박 쉽게 자르는 법 

좀 알려줘.”라는 질문을 했다. NS2는 단호박의 씨를 

파내는 것에 의문을 갖고 “아리아, 이거 어떻게 

파?”의 질문을 했다. 

 

4-5. 인터뷰 

기존에 준비한 질문과 사용성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스마트 스피커로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의 난이도에 대해 사용자들은 대체적으로 

쉽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S1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들은 평소에 레시피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레시피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S2 와 

S3 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얻고, NS1 과 

NS2는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얻고, NS3는 인터넷 

검색과 레시피 앱을 통해 얻는다고 했다. 이어서, 

기존에 레시피 정보를 얻었던 방식과 스마트 

스피커로 얻는 방식을 비교해 어떤 장단점을 갖는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S2 는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은 계속 확인을 해야 하지만, 스마트 스피커는 

귀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스마트 스피커의 경우 음성 인식 

오류로 인해 계속 물어봐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했다. S3 도 “인터넷으로 계속 안 열어봐서 

좋아요.”라며 핸즈프리의 이점을 스마트 스피커의 

장점으로 말했으나 ‘C모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과 생단호박은 자르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자르라고 하는게 낫다고 

하며 설명이 부족함을 단점으로 말했다. NS1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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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사용을 비교했을 때에도 스마트 스피커는 

핸즈프리가 가능함으로 좋다고 했으나, 시각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계량 정보,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NS2는 요리를 할 동안 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핸즈프리에 대해 이점으로 

말했지만,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쉐프들의 

설명해주는 영상이 따라하기 쉽고, 신뢰가 간다고 

했다. NS3 는 앱의 경우 완성된 사진이나 재료의 

모양을 볼 수 있으나 스마트 스피커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며 시각 정보의 부재의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이도 역시 핸즈프리를 장점으로 말했다.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의 

재사용 의향을 밝힌 사용자는 S1, S2, S3, NS2 

사용자이다. S 사용자 3명의 재사용 의향 이유로는 

모르는 요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 

요리하는데 지루하지 않다는 의견, 특별한 손님맞이 

용으로 요리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NS2 사용자는 쉬운 요리는 가능할 것 같지만 어려운 

요리의 경우 정확한 계량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피커로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재사용 의향이 없는 사용자들도 NS2 의 

사용자와 같이 계량의 문제를 말했고 그 외에 음성 

정보는 몇 번이고 외워야 하는 점, 스마트 

스피커보다 핸드폰으로 찾아보는게 더 익숙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의 레시피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조리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 스피커로 레시피가 제공되는 경우 

레시피 확인과 조리가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다. 조리 구간의 84%에서 레시피 확인과 

조리활동이 병행해서 일어났다. 또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핸즈프리를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숙련자 집단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비숙련자 

집단보다 숙련자 집단의 스마트 스피커의 활용도가 

더 높았다. 예를 들어 핸즈프리 사용이 비숙련자 

집단보다 숙련자 집단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비숙련자의 경우 요리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레시피를 듣는 것 또는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조리를 진행하는 것을 못했을 수 있다. 요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자가 단호박 버터구이의 

조리를 완성하였지만, 레시피에서 의도한 모양과는 

다르게 요리를 완성한 두 참가자가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시각 정보를 확인한 뒤에 레시피가 

의도하는 모양대로 조리를 할 수 있었고, 다른 한 

참가자는 음성 정보만으로 요리를 하여 레시피가 

의도하지 않은 모양으로 요리를 완성시켰다. 이 

외의 4명의 참가자들은 레시피가 의도한 모양대로 

음성 정보만을 이용하여 완성시켰다. 시각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요리를 완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레시피가 의도한 대로 만들지 

못했기에 완성된 요리에 대해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리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기억 부담에 대한 

불편함을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레시피를 기억하는 

데 있어 기억의 부담이 종종 관찰되었다. 특히 

비숙련자들의 경우 레시피에 대한 재요청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요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제시된 레시피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전문가 

집단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참가자들에게서 공통적인 사용자 경험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숙련도에 따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핸즈프리 빈도, 조리 시간, 재요청 

빈도, 되뇌기 빈도, 시각 정보 요청 지점, 요청한 

부가적 정보의 종류, 재사용 의향 등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로 진행하여 실제 조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 스피커 레시피 

서비스의 사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현장 연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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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이 요리 

경험뿐 아니라 연령, 성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요리 경험의 효과가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이들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된 특정 스마트 스피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레시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스마트 스피커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알아봤다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더욱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스마트 스피커와 레시피 

서비스와 관련하여 디자인 개선에 고려될 점을 

시사한다. 첫째, 현재 국내의 스마트 스피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가적인 질문에 답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였듯이 사용자의 조리 경험에 

따라서 레시피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VUI 서비스 상황에서도 

정보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레시피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 레시피를 음성으로만 변환한 

것으로 조리 행동을 안내하기에는 다소 부적절 하다. 

이로 인한 기억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레시피 

단계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각적인 레시피 제공은 모든 요리 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음성 

정보 위주의 레시피 전달 방식에는 요리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리 

단계를 알려주기 전에 한 번 전체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리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시각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과 함께 VUI 

기기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본 연구의 

결과는 VUI 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핸즈프리가 가능한 사용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들에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스마트 스피커 급증..."음성 AI 가 인공지능 

핵심기술로 부상", <NTN>, 2020.04.16,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

xno=2011521 

2. “언택트 시대, 다시 뜨는 쿡 예능 “집밥요리 

전성시대””, <아주경제>, 2020.06.26,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15084

6638  

3. Schnelle-Walka, D. (2011). I tell you 

something. In Proceedings of the 16th European 

Conference on Pattern Languages of Programs 

(pp. 1-26). 

4. Pearl, C. (2016). Designing voice user 

interfaces: Principles of conversational 

experiences. " O'Reilly Media, Inc.". 

5. KAIL JR, R. V., & BISANZ, J. (1982). 

Cognitive strategies. In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human memory and cognition (pp. 

229-255). Academic Press. 

Proceedings of HCIK 2021

- 822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시선변화가 감성 강도 및 시선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aze direction on affective intense and gaze movement 

이강영 

Gangyoung Lee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 

Dept. of Emotion Engineering 

Sangmyung Univ. 

khr9517@gmail.com 

유서희 

Suhhee Yoo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 

Dept. of Emotion Engineering 

Sangmyung Univ. 

nuunuu05@gmail.com 

황민철 

Mincheol Whang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Dep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Engineering Sangmyung Univ. 

whang@smu.ac.kr 

요약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선 방향이 

감성 강도와 시선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피험자는 성인 9 명이었으며, 3 가지 표정(분노, 기쁨, 

슬픔)과 9 개의 시선 방향(좌상, 상, 우상, 좌, 정면, 우, 

좌하, 하, 우하)으로 이루어진 사진을  보여주고 

다시 시선을 상하(위, 정면, 아래), 좌우(좌, 정면, 우)로 

재정의하여 비교하였다. 주관평가(흥분도, 긍정도, 

감성 강도)와 시선 변수 (좌안, 우안, 입, 얼굴의 좌우의 

시선 고정횟수와 고정시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기쁨, 분노(흥분도가 높은 감성)에서는 상하 

분류에서만 정면과 대비해 감성 강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시선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슬픔(흥분도가 낮은 감성)에서는 정면과 대비해 상하, 

좌우 분류에 관계없이 감성 강도가 낮아졌다. 상하 

분류에서 긍정도와 감성에서 시선의 높이와의 유의한 

관계성을 발견하였다. 좌우 분류에서는 흥분도가 낮은 

감성의 시선이 좌측일 때 얼굴의 좌측 ROI 에서, 

시선이 우측일 때 얼굴의 우측 ROI 에서 시선 

고정횟수와 고정시간이 증가하고 반대 ROI 에서는 

감소한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자극 

사진을 상하 분류에서 흥분도가 높은 감성일 때 시선의 

방향이 긍정도와 감성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흥분도가 

낮은 감성일 때 감성 강도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했다. 흥분도가 낮은 감성의 시선 방향이 얼굴의 

좌우 ROI 에서 시선 고정횟수와 고정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감성, 시선, 아이 트래킹, 감성 강도 

1. 서 론 

시선은 의사소통, 사물의 특징을 탐색하고 선택 및 

종합하는 인지능력, 얼굴표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절능력의 3 가지 상호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1]. 그 

중에서도 감성 강도와 아이 트래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2]. 평가 이론가들에 따르면, 표정과 

시선의 행동 의도가 일치할 때 표정 인식이 

강해진다[3]. 예를 들면, 분노한 표정일 때 회피 

시선(Averted Gaze)보다 직접적 시선(Direct 

Gaze)에서 더 분노한 표정이라고 인식했고 두려운 

표정일 때 직접적 시선보다 회피 시선에서 더 두려운 

표정이라고 인식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euro 

language programming)의 눈동자 접근 단서(Eye-

Accessing Cue)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시선이 좌상이면 

상상한 시각적 이미지, 왼쪽이면 상상한 소리 및 음성,  

좌하는 체감각, 우상은 과거에 체험한 시각적 이미지, 

오른쪽은 과거에 체험한 소리와 음성, 우하는 내적 

대화를 생각한다고 주장한다[4]. 시선 방향마다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선의 움직임은 기억과 

기억을 다루는 신경회로와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인 사물과 감성 자극 사진을 비교했을 때 감성 

자극 사진에서 특정 ROI(Range Of Interest)에 시선이 

집중됨을 확인하였다[5,6]. 이같이 시선과 감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얼굴 표정의 다양화에 집중하고 응시와 회피 시선 또는 

왼쪽과 오른쪽 이분적인 구분으로만 진행되었다. 

정면과 특정 시선 방향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동일한 표정에서 시선의 변화가 감성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시선 방향 또한 

감성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감성 자극이 

시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흥분도, 긍정도, 

감성 강도와 시선 움직임의 관계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성과 시선 방향에 따라 흥분도, 긍정도, 

감성 강도와 시선 움직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업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사회 감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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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눈동자 접근 단서(Eye-Accessing Cue) 

 

이에 본 연구는 시선 방향의 차이가 감성 강도와 시선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주관평가와 시선 변수의 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실험 참가자 

자율신경계 질환이 없는 남성 3 명, 여성 6 명(평균 

연령: 27.1±3.6 세)의 건강한 성인 9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진행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2.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기본 감성 6 개 중에서 차원 감성 

이론(그림 2)의 각 사분면을 대표할 수 있는 

분노(1 사분면: High Arousal, Low Valence), 

기쁨(2 사분면: High Arousal, High Valence), 

슬픔(4 사분면: Low Arousal, Low Valence)의 

3 가지를 감성의 얼굴 사진으로 이용되었다. 

3 사분면(Low Arousal, High Valence) 감성은 

표현하기 어려워 제외되었다. 그림 3 과 같이 3 가지 

얼굴 감성 사진에서 시선 방향만을 조정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시선 방향은 그림 4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 뒤 시선 방향을 두 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시선 방향을 재정의 하였다. 

 

그림 2 Russell 의 차원 감성 이론 

 

 

그림 3 얼굴 감성 사진 

 

 

그림 4 상하 분류(위 정면 아래), 좌우 분류(좌 정면 우) 

 

2.2.1데이터 추출방법 

종속변수인 시선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GP3 HD 

Eye tracker (Gazepoint, Canada) 장비를 사용하였고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모니터에 웹캠을 부착하였다. 

웹캠은 HD Pro Webcam C920r (Logitech, 

Swizerland)를 사용하였다. 시선 데이터는 고정 

점(fixation)과 지속시간(duration)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장비를 이용해 시선 데이터를 

60Hz 로 취득하였다. Analysis UX Edition (Gazepoint, 

Canad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극 사진의 가로좌표 

(0-1), 세로좌표(0-1), 응시 시간(duration of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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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 시선 고정횟수(number of fixation) 그리고 

ROI(Range Of Interest) 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2.3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크게 주관평가와 시선 변수로 설정하였다. 

의도한 감성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감성 

강도의 차이를 알기 위해 주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주관평가로는 각성도(Low Arousal(1)-High 

Arousal(7)), 긍정도(Negative(1)-Positive(7)), 감성 

강도(Mild(1)-Strong(7)을 7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극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ROI 로 시선을 

옮기고 정보를 얻기 위해 시선 고정시간이 걸린다. 즉, 

시선을 자주 움직이면 판단할 자극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길어지면 처리할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감성 강도와 시선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선 변수로 ROI 내의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을 측정하였다. ROI 는 얼굴에 시선이 자주 

고정되는 좌안, 우안, 입, 얼굴의 좌, 우를 선택하였다. 

시선 고정횟수는 ROI 내의 100ms 이상 응시한 시선 

고정횟수로 정의하고 시선 고정시간 ROI 에서 100ms 

이상 응시한 시선의 유지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 변수 2 개 (고정횟수, 고정시간) x 

ROI 5 개 (좌안, 우안, 입, 얼굴의 좌, 우)로 총 10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2.4 실험 진행방법 

충분한 시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시작 첫 

화면은 레퍼런스인 회색 바탕 가운데 십자가 그림을 

5 초 동안 보여주고 표정과 시선 방향으로 이루어진 

27 장(3 개 감성×9 개 시선)의 사진을 예측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10 초 동안 제시하고 시선 변수를 

측정하였다[5](그림 5). 휴식 및 주관평가 설문은 자극 

제시 후 레퍼런스인 회색 화면이 나오면 30 초 동안 

설문을 작성하고 남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주관평가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 도식도는 그림 6 과 

같다. 

 

 

그림 5 레퍼런스와 제시된 감성사진 

 

 

그림 6 실험 진행 도식도 

 

2.5 통계분석 

상하 (위, 정면, 아래), 좌우 (좌, 정면, 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6 을 사용하였으며 샘플 수가 30 개 

미만이고 정규성 검정 결과, 주관평가 변수 및 시선 

변수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것으로 판별되어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mann whitney u test 를 진행하였으며 Bonferroni 

교정을 사용하였다. 명시된 p 값은 조정된 

유의확률(p<0.05)이다. 

 

3. 결 과 

3.1  상하 분류 실험 결과  

3.1.1 주관평가  

상하 분류 실험 결과는 그림7과 같다. 슬픔은 감성 

강도의 정면-위(p=.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쁨에서는 긍정도의 위-아래(p=.002), 감성 강도의 

정면-아래(p=.029)와 위-아래(p=.000)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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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났다. 분노는 긍정도의 위-아래(p=.001), 

감성 강도의 위-아래(p=0.007)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표1). 

 

  

  

 

그림 7 상하 분류 실험분석 결과 

 

표 1 상하 분류 주관평가 결과 

  Group Median MAD H p 

슬픔 감성 강도 정면 7.00 0.00 3.55 .001 

  위 5.00 1.00 

기쁨 긍정도 위 5.00 0.00 3.45 .002 

  아래 4.00 1.00 

 감성 강도 정면 5.00 1.00 2.60 .029 

  아래 4.00 1.00 

  위 6.00 1.00 4.01 .000 

  아래 4.00 1.00 

분노 긍정도 위 6.00 1.00 3.71 .001 

  아래 5.00 1.00 

 감성 강도 위 6.00 1.00 3.02 .007 

  아래 5.00 1.00 

3.1.2 시선 변수  

슬픔에서 얼굴 우측 고정시간의 위-아래(p=.030)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2). 

 

표 2 상하 분류 시선 변수 결과 

  Group Median MAD H p 

슬픔 얼굴 우측 정면 2.63 0.38 18.15 .030 

  위 1.73 0.59 

 

3.2 좌우 분류 실험 결과 

 3.2.1 주관평가 

좌우 분류 실험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슬픔은 감성 

강도의 정면-좌(p=.006)와 정면-우(p=.015)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3). 

 

  

  

그림 8 좌우 분류 실험분석 결과 

 

표 3 좌우 분류 주관평가 결과 

  Group Median MAD H p 

슬픔 감성 강도 정면 7.00 0.00 21.32 .006 

  좌 5.00 1.00 

  정면 7.00 0.00 19.39 .015 

  우 5.00 1.00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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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선 변수 

슬픔에서 얼굴 좌측 고정시간의 정면-우(p=.001)와 

좌-우(p=.000), 얼굴 우측 고정시간의 정면-

좌(p=.001)와 좌-우(p=.000), 얼굴 좌측 시선 

고정횟수의 좌-우(p=0.23)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4). 

 

표 4 좌우 분류 시선 변수 결과 

  Group Median MAD H p 

슬픔  좌측-

시선 

고정시간 

정면 1.51 0.31 24.85 .001 

 좌 2.63 0.44 

 좌 2.63 0.44 23.52 .000 

 우 1.31 0.36 

 우측- 

시선   

고정시간 

정면 2.63 0.38 24.70 .001 

 좌 1.39 0.51  

 좌 1.39 0.51 19.07 .000 

 우 2.48 0.63 

 좌측- 

시선 

고정횟수 

좌 4.00 1.00 13.07 .023 

 우 2.00 1.00 

 

4. 결 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같은 감성에서 시선의 변화에 따라 감성 

강도가 달라지는지 시선 변수와 주관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감성별 시선 방향을 수집 후 

상하, 좌우로 시선을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둘째, 

주관평가는 의도한 감성을 확인하고 강도의 차이를 

알기 위해 각성도, 긍정도, 감성 강도를 측정하였고 

시선 방향에 따른 시선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ROI 

내의 시선 고정횟수와 고정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상하 분류에서 흥분도가 높은 감성(기쁨, 분노)은 

시선의 높이가 낮을 때 감성 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흥분도가 낮은 감성(슬픔)은 시선의 높이가 높을 때 

감성 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좌우 분류에서는 

흥분도가 높은 감성(기쁨, 분노)은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흥분도가 낮은 감성(슬픔)일 때 감성 강도는 

정면과 대비하여 좌우 상관없이 낮아졌고 자극 사진의 

시선 좌우 방향과 얼굴 ROI 좌우 방향이 일치할 때 

시선 고정시간은 증가하고 시선 좌우 방향과 얼굴 ROI 

좌우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시선 고정시간은 

줄어들었다. 즉, 흥분도가 낮은 감성(슬픔)은 정면과 

대비해 상하, 좌우 분류에 상관없이 감성 강도가 

낮아졌다. 흥분도가 높은 감성(기쁨, 분노)은 상하 

분류에서 자극 감성의 긍정도와 시선의 높이와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발견하였다. 좌우 분류에서는 

흥분도가 낮은 감성의 시선이 우측일 때 얼굴의 좌측 

ROI 에서, 시선이 우측일 때 얼굴의 우측 ROI 에서 

시선 고정횟수와 고정시간이 증가하고 서로 반대 

ROI 에서는 감소한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선 방향뿐만 아니라 감성의 변화에 

따라서 감성 강도와 시선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표본의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표본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본 

감성과 시선방향의 조합으로 자극을 제시였다. 감성과 

시선방향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복합 감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표본을 늘려 복합 감성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결과들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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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생의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인 

신입생이 RC 생활을 통해 건강증진 생활습관까지 
함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자아정체감 
확립 및 심리·사회적 성장이 촉진되는 초기 성인기에 

정착된 건강행동은 개인의 향후 건강행위 및 사회보건 
문제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RC 제도에서 지속적인 건강행동에 대한 중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를 
통하여 RC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 서비스를 
분석하여 통합 플랫폼 모형을 제시한 다음 MVP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한 서비스 

개발은 RC 를 구성하는 주체(신입생, Residential 
Assistant, RC 교육원)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한편,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신입생의 균형 잡힌 건강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대학생, 초기 성인기, Residential College, 통합 서비스 
디자인,  건강행동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최근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한 기숙형 대학인 Residential 
College 제도(이하 RC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RC 제도는 기숙사 기반 

공동생활을 통해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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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협동적 교육을 지향한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각 지역대학과 지역캠퍼스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교육 특성화의 방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RC 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상생과도 맞물려 지역 내 유동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RC 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가 단순히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연결하여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는 데 있다(공효순, 2016).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물리적인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RC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속됨을 
방증한다.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 신입생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심리·사회적 성장을 촉진하는 발달 
과업(Arnett, 2000)을 이룰 수 있도록 RC 교육은 조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경험하는 변화는 이후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학 신입생이 경험하는 RC 제도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초기 성인기 건강행동의 중요성 

선행연구는 성인기로 전이하는 이십 대 초반 시기가 
건강 생활습관 형성에 중요한 때임을 강조한다(안도진, 

김영호, 강수진, 2020). 대학 시절에 형성한 운동습관은 
졸업 후 규칙적인 신체활동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이며(Jackson & Howton, 2008), 이 시기 건강 

습관은 성인기 전반의 건강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된다(오난숙, 박재용, 한창현, 2011). 
이러한 대학생의 건강수준은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유병인구 부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과 연결될 수 
있다(박영례, 위휘, 김수진, 2010).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신입생이 경험하는 생활의 변화는 불안, 

외로움과 같은 심리·정서적 고통과 신체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한유진 외, 2018), 불규칙한 식생활, 음주, 
흡연, 불균형한 영양섭취,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오난숙 외, 2011).  

이에 본 연구는 RC 생활을 하는 신입생을 지원하며 

이들의 건강행동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의 RC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단일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British Design Council 이 제안한 더블 다이아몬드 
과정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요구를 발견한 

다음 해결할 문제 정의를 정의하고, 서비스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이하 MVP)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확산과 수렴의 
과정을 반복하며 수행되었다.  

2.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요구  

2.1 RC 신입생 건강상태 현황 

2.1.1      통계 자료 분석 

2018 년 연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2 월, 12 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RC 를 
경험하는 신입생의 건강행동 감소 경향을 보여준다. 

표 1  2018 년 연세대학교 RC 신입생의 건강행동 변화  

건강관련 변인 사전 사후 t P 

주관적 건강 3.74 3.47 12.309 *** 

아침식사 3.18 1.89 44.07 *** 

수면의 질 3.10 2.71 19.63 *** 

신체활동 2.21 1.41 15.70 *** 

2.1.2     인터뷰 자료 분석  

1 차 개별 인터뷰는 2017~2018 년에 RC 생활을 한 학생 
3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또래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생활에서 집단관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불규칙하며 유동적인 일상 

생활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RC 
하우스(기숙사별)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식생활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이들 

프로그램이 일회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제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집단활동의 효과성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시도는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 
장기적 지속이 어려우므로 동일 목표를 위해 연대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차 Focus Group Interview 에서는 불규칙한 생활 
자체보다 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리 레시피와 식재료를 

제공하고 함께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은 경기와 시합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개인 피트니스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비대면 상황에서 줌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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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운동 제안에도 호응이 컸다. 불규칙한 
수면시간은 자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인식되어 핵심 

사용자의 요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RC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2 페르소나 설정 

이상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페르소나인 연세대학교 RC 신입생 
이수진은 새로운 생활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학교 및 기숙사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새로 바뀐 환경에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했고, 이에 규칙적인 
식사패턴, 충분한 수면시간, 꾸준한 운동 등 계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림 1 페르소나 설정: RC 신입생 이수진 

두 번째 페르소나인 김경호 또한 연세대학교 RC 
신입생으로 다양한 교우 관계를 쌓기 위해 RC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었고, 인원 제한도 있어 
자유로이 참여할 수가 없었다. 평소 운동을 즐겼지만, 

RC 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이 적어 늘 
아쉬웠다. 이에 RC 내에서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활동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그림 2 페르소나 설정: RC 신입생 김경호  

3. 서비스 디자인 

3.1 기존 서비스 사례 분석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연세대 RC 신입생이 참가하는 
창의플랫폼 공모전에서는 목표행동 수행에 관한 시각적 

정보 제공과 동일 목표를 가진 사용자 커뮤니티 참여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 목표 행동 알람, 
동일 목표 사용자의 수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존 사례 분석  

유형 서비스명 기능 

 

 

기존 
어플리케

이션 

Minihabits - 습관 만들기 훈련에 초점 

- 달성여부,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 

습관의 숲 - 개인목표 설정 및 달성 스스로 체크 
- 숲, 나무 형태의 달성 차트 제공 

챌린저스 - 불특정다수의 동일목표행동 달성  

- 목표달성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손실 

창의 

플랫폼 

공모전 
작품 

알고 먹자 - 건강한 식습관 지원에 초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고요샘 - 야간 소음의 방지에 초점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의 가능성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기존 RC 제공 프로그램은 일회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건강행동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예년에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방식의 교류가 권장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서비스는 이용자 간 정보교류 및 건강행동 증진 
중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이수한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갈무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함께 할 동료를 자발적으로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단위 
중재나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참여로 이뤄지는 반면, 본 
서비스는 동일학교 RC 라는 공동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집단 내 소속감을 증진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기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RC 프로그램의 고정적 플랫폼 사용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3.2 RC 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 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모형은 RC 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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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반 앱 서비스이다. 신입생이 필요성을 느끼는 
RC 생활 지원 요구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정보 제공 

및 이용자 간 교류, 필요 행동 증진을 위한 중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이다. 또한 본 서비스를 통해 운동과 식생활, 
마음챙김과 관련하여 동일목표를 가진 사용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목표 
달성의 동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불규칙한 일상생활 중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통제감 성취를 기대한다.  

 

그림 3 플랫폼 서비스 블루프린트 

4. MVP 테스트 

4.1 1 차 MVP 구성 및 테스트 결과 

표 3  1 차 MVP 테스트 참가자 
 

참여자 소속 기숙사 경험/ 생활연도 

2 학년 경영학과 유/ 2019 1,2 학기 

신입생 1 문화인류학과 유/ 2020 여름방학 4 주 

신입생 2 심리학과 무 

신입생 3 아동가족학과 무 

1 차 MVP 테스트는 RC 를 경험한 2 학년 학생 1 명과 
2020 년 신입생 3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 차 

MVP 의 가설은 크게 3 가지이다. 첫째, 건강한 생활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주도적으로 
자신과 주변을 돌보게 된다. 둘째,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건강행동이 증진된다. 
셋째, 건강한 생활을 목표로 한 관계형성을 통해 
RC 생활을 하는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 

그림 4 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맵을 제시하고 
관련 질문을 통해 1 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맵 

테스트 결과, 참여자 모두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기존에 출시된 자기관리 앱이 

학교 생활에 특화되었다는 데 관심을 보였다. 유용성 
측면에서도 학생들은 건강생활 증진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건강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RC 와 연계된 서비스로서 특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일환으로 본 서비스가 RC 
프로그램 이수 과정으로서 권고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RC 교육원 
제공 프로그램 및 하우스 제공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생활과 연동되면 더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RC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활동인증의 창구로서 플랫폼 
기능을 제안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은 학생들에게 주된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RC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RC 커뮤니티가 단지 공부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신입생의 주요 생활 공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RC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더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2 2 차 MVP 구성 및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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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제안 

1차 MVP 테스트에서 RC와의 연계성이 강조됨에 따라, 
RC 교육원 및 RA(Residential Assistant; 신입생들의 

RC 생활을 지원하고, 하우스 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대학생 선배) 관리 페이지를 포함한 2 차 
MVP 를 구성하였다. 2 차 MVP 가설은 학생과 RA, 

RC 교육원의 세 유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우선 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건강행동을 증진시킨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관계형성을 통해, RC 생활을 하는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인증 절차 및 RA, RM(Residential 

Master; 신입생들이 배정된 각 하우스 및 RA 를 
총괄하는 지도교수), RC 교육원과의 소통이 용이해질 
것이다. RA 의 경우 프로그램의 계획 및 공유, 학생들의 

참여 인증 절차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학생과 
RC 교육원 간의 연결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C 교육원의 경우 프로그램 정보 전달 및 

RA 활동과 학생 활동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RC 
생활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증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2 차 MVP 테스트 참가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2 차 MVP 테스트 참가자 
 

사용자 위치 소속 기숙사 경험/ 생활연도 

RC 교육원 RC 행정실 해당 사항 없음 

RA(선배) 문화인류학과 유/ 2018 1,2 학기 

신입생 1 심리학과 유/ 2020 여름방학 4 주 

신입생 2 아동가족학과 무 

신입생 3 아동가족학과 무 

2 차 MVP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첫인상과 관련하여, RC 교육원은 

프로그램 정보 확인, 간편한 신청과 인증 과정이 해당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주었다. 그러나 한 
해 4,000 여 명에 이르는 RC 신입생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서버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즉 RC 교육원 
측에서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자료 수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역시 건강 관리와 관련된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RC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학교가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했다. RA 도 본 서비스의 유용성에 적극 동의하며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의 정성적 평가에 기반하여 2 차 MVP 테스트 
참여자들에게 Peter Morville 의 벌집모형 평가 항목에 

의거해 총 8 개의 항목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정량평가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RC 교육원과 RC 
신입생, RA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7 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접근성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정보 및 기능 검색 부문에서는 RC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이는 ‘RC 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국적과 장애 여부와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접근성 항목의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본 MVP 
디자인이 제공하지 못하였고, 정보 검색 기능에 대한 

RC 교육원과 RA, 신입생 각각의 사용자별 요구가 다른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벌집모형 평가 

5. 결론 

본 연구는 RC 생활을 하는 신입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여 이들의 초기 성인기 건강한 발달을 증진하는 
통합 서비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사용자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RC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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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분석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RC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대학생활의 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을 비롯하여 RC 생활을 
학업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RC 교육원, RC 프로그램 진행자인 
RA, 신입생들에게 본 통합 서비스의 사용 의향과 
용이성을 평가받은 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학생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필요가 증가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안정감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주요 사용자인 신입생들의 
서비스 사용 만족에 큰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미흡했던 초기 성인기 대학 

신입생의 건강행동 증진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이들이 향후 사회 주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용자를 RC, RA, 학생으로 세분화하여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RC 생활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요구를 밝혔다.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20 학번 신입생들에게 
RC 제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중요한 ‘생활공간’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학생의 생활과 학업을 

연계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RC 제도의 본래 목적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RC 생활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 더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효과적인 RC 신입생의 건강행동 중재, O2O 건강 
증진행동 커뮤니티 조성 및 이에 따른 소속감 증진의 
효과 등의 이점을 RC 제도를 운영하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서비스 디자인을 변용 및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개발과 이용 
단계에서의 사용자 테스트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실제 RC 현장에 맞추어 증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공효순. 우리나라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홀리스틱 

교육연구, 20, 4 (2016), 67-84. 

2. 박영례, 위휘, 김수진. 성인여성의 생활습관과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 2 (2010), 148-155. 

3. 안도진, 김영호, 강수진. SNS 를 활용한 
운동정보제공이 비활동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심리변인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31, 2 (2020), 
189-201. 

4. 오난숙, 박재용, 한창현.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요인. 

보건교육증진학회지, 28, 2 (2011), 27-40. 

5. 한유진, 김민지, 남윤진, 오소원, 하서인. 기숙사 
대학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적용 및 효과-대학생활 
적응 및 주관적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예술 

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2018), 173-182. 

6. Arnett, J. J.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2000), 469-480. 

7. Jackson, E. M., Howton, A. Increasing 

walking in college students using a pedometer 
intervention: Differences affording to Body Mass 
Index.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 (2008), 

159-164. 

 

 

Proceedings of HCIK 2021

- 834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아동 식품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알러지 프리’ 웹 디자인 사용성 평가 

The usability test of ‘Allergy-free’ web design for the prevention of food 
allergies  

박소은  
So-Eun Par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jol1128@snu.ac.kr   

 이민구 
Mingu LEE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ybop@snu.ac.kr 

요약문 

보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식품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는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알러지 프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 분석 

단계에서 잠재적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생성된 
네 개의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기 위해 2 차에 걸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초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웹 

페이지를 구현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제어 

Food Allergy, Child Care Facilities, Web Design, 

Usability Test  

1.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 개발 목적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이와 더불어 보육 

기관의 급식 시간에 일어나는 미취학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육 기관에 해당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으며, 2019 년 3 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학부모와 보육기관 종사자에게 식품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아동에게 
적절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아동의 학부모와 보육기관 종사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를  제안함으로써 

아동 식품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표 1.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 접수 현황 (CISS) 

년도 2015          2016 2017 

발생건수(회) 419 599 835 

2. 사용성 평가 전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 

2.1 페르소나 설정 

사용자 분석을 위해 실제 사용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개의 페르소나를 생성하고, 페르소나의 니즈를 바탕으로 

웹 페이지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림 1. 부모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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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생님 페르소나  

2.2 부모님용 웹 페이지 화면과 기능 

 

그림 3. 부모님용 웹 페이지 Transition Chart 

표 2. 부모님용 웹 페이지 화면별 기능 

화면 기능 

1 알러지 프리 메인화면으로 부모님용, 선생님용 
선택 가능 

2 아동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등록 페이지 

3 급식표 확인 페이지로 대체 식품 제공 여부를 알 
수 있음. 

4-1 대체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메뉴와 
레시피를 추천, 레시피 사이트로 이동 가능 

4-2 대체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완제품을 
추천, 완제품 구매 사이트로 이동 가능 

2.3 선생님용 웹 페이지 화면과 기능 

 

그림 4. 선생님용 웹 페이지 Transition Chart 

표 3. 선생님용 웹 페이지 화면별 기능 

화면 기능 

1 알러지 프리 메인화면으로 부모님용, 선생님용 
선택 가능 

2 선생님 정보 등록 페이지 

3 급식표 확인 및 등록 페이지 

4-1 해당 날짜 급식 시간에 주의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대체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식품을 제공하면 안되는지 알 수 
있음. 

4-2 우리 반 관리 페이지로 식품 알레르기 유무, 식품 
알레르기 유발원 별로 아동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음.  

5 아동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존에 아동의 
부모님이 제공한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3. 1 차 사용성 평가  

3.1 페이퍼 프로토타입 기법을 활용한 1 차 사용성 
평가  

1 차 사용성 평가는 페이퍼 프로토타입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에 어도비 XD 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종이에 프린트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뒤, 각 페이지 

별로 태스크를 부여했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는 총 6 명으로 모두 20 대 대학생이었으며, 
알러지 프리의 주 사용층인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나 

보육기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2.1 에서 설정한 
페르소나 모델을 제시한 뒤, 페르소나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태스크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어느 
인터페이스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기록했다. 사용성 
평가가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인터페이스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 조사하였다. 

표 4. 사용성 평가 태스크 

3.2 1 차 사용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 

부모님용 웹 페이지의 Task 를 수행한 사용자들은 
공통적으로 State Transition Chart 를 올바르게 
나열했다. 그러나 글씨 색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체식품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체식품 구매 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선생님용 웹 페이지 Task 를 수행한 

부모님용 

Task 

T1)  State Transition Chart 나열하기 

T2) 급식표를 보고 대체식품 제공 여부 
판단하기 

T3) 대체식품 구매 페이지로 이동하기 

선생님용 

Task 

T1) State Transition Chart 나열하기 

T2) 급식표 등록하기 

T3) 배식해야 할 대체식품 파악하기 

T4) 아동 세부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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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역시 State Transition Chart 를 올바르게 
나열했다. 그러나 ‘급식표 등록’ 버튼을 찾지 못하여 두 

번째 Task 를 수행하지 못했고, 부모님용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글씨 색상으로 인해 대체식품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아동의 세부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당하고 있는 아동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사용자가 사용성 평가 

이후에 응답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부모님용 개선사항 

① ‘급식표 확인’ 화면에서 오늘 날짜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 

② ‘급식표 확인’ 화면에서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메뉴의 

글자 색이 마젠타에서 다른 색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③ 알레르기 유발원을 포함한 메뉴가 나오는 날이 더 

눈에 띄어야 한다. 

④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들 중에 약 
복용 등으로 인해 특정한 식품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 등록’ 화면에 입력 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선생님용 개선사항 

①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다.  

② 아동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부모님이 입력한 정보 
이외에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주의할 점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③ ‘급식표 등록 페이지’의 메뉴와 급식표를 등록하는 

버튼의 이름이 ‘급식표 등록’으로 동일해서 헷갈린다. 

3.3 1 차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 

•  부모님용 웹 페이지 

개선사항 ①, ②, ③을 모두 반영하여 마젠타 계열의 
색상이었던 대체식품 제공 메뉴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달력에서 오늘의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초록색 원으로 오늘을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원이 
포함된 메뉴가 있는 날은 배경에 분홍색을 적용하여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④ 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 정보 등록 페이지에 '기타 주의사항' 입력 칸을 

추가하였다.  

 

그림 5. 1 차 사용성 평가 후 수정한 부모님용 웹 페이지 

• 선생님용 웹 페이지 

부모님용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달력에서 오늘의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메뉴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개선사항 ①을 
반영하여 ‘우리 반 관리’ 페이지를 추가하고,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식품 알레르기 반응 유무, 알레르기 
유발원 별로 아동을 분류하여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선사항 ③처럼 기능이 헷갈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메뉴의 이름을 ‘급식표 등록’에서 
‘급식표 확인’으로 변경하였다. 반면, ②에서 제안한 

기능은 필요성이 낮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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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 차 사용성 평가 후 수정한 선생님용 웹 페이지 

4. 2 차 사용성 평가  

4.1 2 차 사용성 평가 진행방향 및 결과 

2 차 사용성 평가는 알러지 프리가 실제로 미취학 아동의 
급식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와 한계점을 알기 
위해 알러지 프리의 주 사용층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자에게 식품 알레르기 
사고 경험,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알러지 프리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뒤 인터페이스의 장단점과 기대되는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 사용성 평가 참여자 정보 

 이름 특이 사항 

부모님용  PA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9 살 
아들의 아버지 

선생님용  TA 사립 어린이집 근무 2 년차 
선생님 

• 부모님용 개선사항 

① 급식표 확인 페이지에서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메뉴 

(파란색), 제공하지 않는 메뉴 (마젠타 색)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확실한 표시가 필요할 것 같다.  

②  프로필 이름으로는 [아동 이름] 어머니보다 [아동  

이름] 부모님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③ 원아의 부모님이 알러지 프리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선생님의 ERP 또는 교무수첩에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중 프로그램 간 전달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 선생님용 개선사항 

① 급식표에 아동이 먹으면 안되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면 좋겠다. 

② 우리 반 관리 분류 기준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아동'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삭제해도 될 

것 같다.  

③ 아동 상세 정보에서 '주의사항' 문항은 수정한다면 
'교사 추가 기록사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따로 추가해야 할 경우가 거의 없어 없어도 되는 

문항이다.  

④ 우리 반 관리 페이지에서 알레르기 유발원 별로 색을 

지정하여 아동 이름의 색을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은 

색이 너무 다양해서 분류하기 어렵다.  

4.2  2 차 사용성 평가 이후 수정한 웹 페이지 

2 차 사용성 평가 이후 참여자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받아들여 수정한 웹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부모님용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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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생님용 웹 페이지 

5. 결론  

본 연구는 보육기관에서의 아동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사용성 평가 이후 수정된 ‘알러지 
프리’ 웹 페이지를 통해 보육기관과 가정에서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알러지 프리 URL 

https://jol1128.wixsite.com/allergy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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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의 빠른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을 

중심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을 공고하고 

세부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부 단계 신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업장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 체온 측정 및 체온 

기록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다중 밀집 지역에서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중 아동이 성인보다 표면적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염 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다중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다중 밀집 

지역에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동의 일반적인 이동 동선을 분석할 것이며, 위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조사, 분석한 후 

사용성 평가를 실행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문제점을 

기반으로 향후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출입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의 방향을 

UX 디자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동,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코로나 19,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1.1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배경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기침, 

재채기, 감염자와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접촉의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감염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1]. 이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개선 

방안으로서 비대면이 부상하고 있고, 기존 대면 중심 

사회에서 비대면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콘택트(contact)에 

언(un)을 합쳐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의 신조어 

‘언택트(untact)’가 탄생했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의 뜻인 온택트(ontact)와 함께 쓰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비대면 사회 

환경에 맞추어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을 공고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내세운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3 단계로 

구성되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 단계와 2.5 

단계를 추가하여 총 5 단계로 세부화하였다. 또한 세부 

지침에 관한 수도권 및 지방의 발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별 상이한 확산세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는 꾸준히 1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확산으로 인해 1.5 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비대면과 함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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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확진자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 19 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가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일상적 사회 측면에서 

비대면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곳들이 존재한다. 그중 

다중 밀집 지역으로 접촉이 요구되는 외식산업 및 

교육산업 분야 등은 현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밀접한 공간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산업 분야의 환경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체온 측정 및 기록을 통한 출입 

시스템이 체온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사회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1.2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필요 

코로나 19 에 따른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은 성인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다중 밀집 지역으로 

접촉이 요구되는 교육산업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이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감염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코로나 

전파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에 감염된 

아동 확진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중증 성인 

환자들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의 양을 배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2 세 사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소년 49 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이 성인보다 

높은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였다. 아동 확진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하지만, 

감염 후 1~2 일 사이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인 확진자보다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 확진자의 면역체계가 성인과 달라 

코로나 19 에 감염되어도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2~3 주 동안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아동이 

사회에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아동이 코로나 19 에 

대한 잠재적 전파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 

산업 영역에서 사설 학원과 같은 아동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을 집중 관리해 빠르게 구분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사설 학원과 같은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육에 따른 아동의 일반적인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제안을 통해 아동이 모이는 다중 밀집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코로나 19 감염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 

2. 출입 시스템 관련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및 아동의 출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 이동 

경로를 모델링하여 분석하였다.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의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초등학생이 학과 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대부분의 아동이 공공기관인 학교 교육 

이상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학원-가정 순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아동의 일반적인 

동선으로 설정하고 그림 1 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1. 아동의 일반적인 이동 동선 

 

상세 동선을 분석하면 학원에 출입하기 위해 승차-

하차-등원 3 가지 과정을 거처야 하며, 하원 또한 

하원-승차-하차의 3 가지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에 따라 아동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감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 6 가지 동선에서 반복적인 

체온 측정을 통해 아동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제안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1 안면 인식 출입 관리 시스템 분석 

안면 인식 출입 관리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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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사용자의 얼굴을 빠르게 인식하며,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사업장, 

고위험시설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출입 관리와 더불어 인적 사항과 

관련한 수기 작성을 통해 확진자를 구분해 내고 있다. 

그러나 빠른 도입으로 인해 열화상 카메라의 적법 및 

인증 여부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및 기업의 

의료기기 인증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 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안면 인식 출입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도 열화상 카메라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열화상 

카메라는 얼굴을 인식하고 체온 측정을 통해 측정 

면적 중 가장 높은 곳의 온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벗는 과정이 필수로 요구된다. 그러나 

감염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과정 중에서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잰 후 확진자의 빠른 동선 파악을 위해 방문자 

모두가 하나의 명부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인적 

사항 수기 작성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QR 

코드를 인식하여 식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은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지만, QR 코드는 발급 

시간, 방문 장소, 일시, 24 시간 내 방문자 수만 

기록하기 때문에 특정 확진자 개인의 정보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2 시스템 제안 방향 

체온 기반 출입 관리 시스템에 관한 문제점 및 

취약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이 위험 상황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안면 

인식 출입 관리의 경우 마스크를 벗는 과정에서 위험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체온 측정 후 감염자를 판별하는 데 

있어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을 탈피한 방식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 언어 학습 수준에 따라 

수기 작성을 통한 인적 정보 기록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학원-가정의 이동 구간에서 

수시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된 대부분의 출입 시스템은 장소의 

제한이 있어 이동이 많은 아동의 경우 수시로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2.3 출입 시스템 요구 분석 

아동의 이동 동선 및 적용 가능한 기술 검토를 통해 

시스템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실제 아동 사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적외선 체온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방식을 

사용해 체온 측정 시 아동이 감염 위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기존 마스크를 벗고 안면 

인식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원 내부 시스템과 결합해 학원에 등록된 학생은 

모바일을 통한 개인 QR 코드와 PIN 번호 발급으로 

체온 측정 이후 감염여부에 따라 아동을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학원-가정의 이동 구간에서 

장소의 제약없이 수시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은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원 승차, 등원 하차, 등원, 수업 변경, 하원, 하원 승차, 

하원 하차 이렇게 7 단계로 나눠 구성하였다. 또한 이 

7 개의 단계를 필수 측정이 아닌 최대 측정 범위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통학 차량을 탑승하지 않으면서 

수업이 1 개 이하인 학생은 등원, 하원 2 단계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제안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의 

사용 기기를 모바일과 태블릿 2 가지로 분류해 

제안하였다.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표 1 과 같다. 

표 1. 출입 시스템 주요 서비스 제안 요약 

구분 내용 

개별적 

체온 

기록 

개인 QR 코드 및 PIN 번호 발급을 통한 

아동 개인의 체온 데이터 수집 

측정 

환경 

일반적인 아동의 이동 동선에 따른 등원 

승차, 등원 하차, 등원, 수업 변경,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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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하원 승차, 하원 하차 체온 측정 단계를 7 

단계로 구분하여 이동 구간 내에서 체온 

수시 측정 

위험 

노출 

최소화 

감염 위험 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해 적외선 

체온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방식 적용 

3.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사용성 평가 및 문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체온 측정과 관리를 

위해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제안 하였으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설 학원 등 현장에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적용 방향성을 제안 할 수 

있다. 

3.1 출입 시스템 요구 분석 

본 연구는 사용성 평가를 위해 아동의 기준을 만 7 

세에서 만 15 세로 설정하였고 학교, 학원 등에서 

잠재적 전파자가 될 수 있는 5 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설계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용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피험자 선정 

기준 및 정보는 아래 표 2, 3 세부적인 사용성 평가 

목적 및 방법은 표 4 와 같다. 

표 2. 피험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선정 

기준 

•만 7 세 이상, 만 15 세 이하 

•사교육 여부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 사용 여부 

표 3. 피험자 정보 

구분 나이 사교육 

여부 

시스템 

사용 여부 

피험자 A 만 15 세 × ○ 

피험자 B 만 15 세 ○ ○ 

피험자 C 만 15 세 ○ ○ 

피험자 D 만 15 세 ○ × 

피험자 E 만 15 세 ○ ○ 

표 4. 평가 목적 및 방법 

구분 내용 

평가 

목적 

사용성 평가를 통해 설계된 시스템의 

사용성 및 문제점 해결 여부 파악 

평가 

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 7 세부터 만 15 세 아동 

사용자 

평가 

방법 

게릴라식 사용자 테스트 진행 

•태스크 수행 전, 첫인상 평가 설문 수행 

•태스크 수행 후, 경험 평가 설문 수행 

평가 

내용 

Task 1. 태블릿 시스템을 사용한 체온 

기반 시스템 시행 

Task 2. 모바일 시스템 통한 측정 및 체온 

기록 확인 

평가는 LEAN UX 게릴라식 사용자 테스트로 

진행되었으며, ProtoPie 서비스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였다. 태스크 수행 전, 아동 

사용자에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둘러보게 한 후, 심미성 

측면에서 첫인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인상 평가 후 전체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하였고, 편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경험 평가를 

시행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사용된 설문의 구성은 아래 

표 5 과 같다. 

표 5. 설문 구성 

구분 내용 

심미성 서비스의 첫인상 

편리성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효율성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편리성 

및 

효율성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과 그 

서비스의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위의 설문은 닐슨의 휴리스틱 평가 지표를 참고해 

평가에 도움이 될 항목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심미성, 편리성, 효율성, 편리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시스템을 실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시스템 사용 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피드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2 출입 시스템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과 관련하여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휴대가 용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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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동경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태블릿 

기기를 중심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태블릿 

기기의 시스템은 차량 승하차 시 체온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적외선 체온계와 연동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과 차량의 승 하차가 많은 

일반적인 아동의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승하차 시 

수시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아동의 체온 단계에 따라 각 지점 

체온별 문구를 다르게 적용하여 심미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아동의 체온 단계에 

따라 체온 확인 문구를 분류한 표다. 

표 6. 체온 측정 결과에 따른 문구 

구분 문구 

정상 오늘도 열공 화이팅! 

저체온 건강 관리에 힘써주세요. 

고열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그림 2 와 3 은 구현된 프로토타입의 모습으로 그림 

4 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프로토타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사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태블릿 QR 코드, PIN 번호 화면 

 

그림 3. 체온 측정 결과 화면 

 

그림 4. 체온 측정 Flow 

 

3.3 출입 시스템 요구 분석 

평가 결과, 대부분의 평가 대상자들이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하였고,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 

편리성 측면에서, 개인 QR 코드 및 PIN 번호 발급은 

기존 체온 측정 시 수기로 인적 정보를 적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용자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측정 환경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체온 측정은 감염과 관련하여 

증상 발현 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즉,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초반 요구되었던 방향성 및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은 체온 측정에 있어 주요 기능만 

우선적으로 구현함에 따라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해 도출할 

수 있는 사용자의 문제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기존 

열화상 카메라 및 수기 작성 방식은 단순 체온 측정 

방식에 비해 프로세스가 다소 긴 문제점이 있다. 체온 

측정 출입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기존 수기 작성에 

비해 높은 편리성을 가지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가 여러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구현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은 QR 

코드 인식-사용자 선택-체온 측정의 3 단계 

구성으로 총 7 단계의 환경에서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지만, 실사용 시 7 번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제점이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아동의 일반적인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을 위해서는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제안한 개선 방향을 토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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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연구와 같이 체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집단 대면 환경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향후 체온 기반과 관련한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아동을 위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과 같이 어떠한 특정 집단을 위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도출된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시행한 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다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및 사용성 평가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체온을 측정하여 측정 

단계를 1 가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측정 최대 단계인 7 단계를 단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일반적인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집단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제안했던 방안 및 

시스템 방향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및 체온 기반 출입 시스템은 학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단계적 감염을 예방하고 학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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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날 아동에게 AI Agent 는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만큼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Agent 의 

사용자 경험 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I 
Agent 와 아동 간의 커뮤니케이션상에서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이 아동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Wizard of Oz 방식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AI Agent 를 아동에게 경험하게 
하였다. 수집한 인터뷰 데이터는 개방 코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이 아동에게 미치는 상호작용 요인과 도출한 
경험은, 향후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AI Agent, 시선(Gaze), 눈 맞춤(Eye-Contact),  

아동, 지속사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 

바이오마커(Biomarkers) 

 

1. 서 론 

1.1 연구배경 

2018 년, AI Agent 의 사용성 조사에서 아동들은 처음 
접한 AI Agent 에 대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기능을 다루는 것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아동들은 AI Agent 와의 상호작용이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1]. 이처럼 
AI Agent 의 신규 사용자층으로 아동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화면` 기능을 

강화한 AI Agent 를 선보이고 있으며 아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다[2].  

몇몇 AI Agent 는 아동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자의 눈을 응시하고 추적하는 눈 

맞춤(Eye Contac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인간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하며 

대화를 나눌 때 더욱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3]. AI Agent 또한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응시하는 효과를 주었을 때, 사용자는 AI 

Agent 의 시선(Gaze)을 인지[4]할 수  있고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상호 커뮤니케이션 간 상대방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눈을 피한다고 느낄 때가 있거나 혹은 
상대방의 눈을 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2016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은 인지 제어 과정을 활성화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 따라서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은 사용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부정적인 경험을 줄 수도 있다.  

AI Agent 가 사용자와의 눈 맞춤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시각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를 

더욱 잘 이해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상태나 감정, 
질병까지도 진단할 수 있다.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은 사용자의 흥미 유발과 몰입을 유도하고 화면을 

응시하는 확률을 높인다. 이는 사용자의 시각, 음성 
등의 바이오 데이터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1.2 연구 목표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AI Agent 가 아동의 시선을 응시하고 
추적하는 경험(이하 AI Agent 의 눈 맞춤)을 

Proceedings of HCIK 2021

- 846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제공하였을 때 아동의 지속 사용(Continuance 
Intention)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토타입 AI Agent 를 
제작하였다. 아동은 AI Agent 와 음성인터페이스 기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눈 맞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상에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눈 이미지와 고정된 눈 이미지를 각각 
경험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상 대화와 

끝말잇기를 하는 대화 상황이며 시간을 각각 10 분으로 

제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시선 맞춤과 상호작용  

눈 맞춤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6]. 이는 의사소통에 있어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7], 상대방의 시선 

방향을 인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8]. AI Agent 의 눈 맞춤 또한 
사용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4]. 

2.2 시선과 경계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의 시선은 관심의 표현으로 

인지된다[9]. 반대로 무표정한 타인의 시선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상대방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10]. 동물들은 상대를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11]. 이처럼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선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데[12], 
AI Agent 의 시선 또한 사용자에게 불편한 경험을 줄 

수도 있다.  

2.3 지속 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란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13]. 사용자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에게 
생길 이득을 기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재사용 의도가 
만들어지며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된다[14]. AI Agent 도 사용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자의 초기 수용 후,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요인과 방법이 중요하다. 

2.4 바이오마커   

눈빛만 봐도 치매를 확인할 수 있고 눈의 반응 속도로 
ADHD 여부를 진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15]. 

바이오 마커(Biomarker)란 디지털 센서의 발전으로 
신체의 바이오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여 

개인맞춤의학 정보 제공, 진단 및 예방 영역까지 
활용되고 있다. AI Agent 의 시선 맞춤 기술과 경험은 
사용자의 시각데이터로부터 많은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AI Agent 가 
사용자에게 케어 서비스, 질병의 진단 및 예방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경험과 지속적인 사용 의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아동과의 눈 맞춤을 가능케 하는 AI Agent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 기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음성인터페이스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SK 텔레콤에서 만든 NUGU 가 탑재된 Mobile 앱을 
활용하였다. 실험은 Wizard of Oz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아동에게는 질문 예시를 제시하였고 
아동은 화면을 응시하며 대화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 경험 후,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AI Agent 는 크게 태블릿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눈을 인식, 분석, 추적하는 눈 맞춤 

모듈(그림 1)과 사용자의 시선 방향에 맞춰 응시하는 
눈 이미지를 보여주는 View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시선 추적을 구현하기 위해 Visual Camp 사의 SeeSo 

Open SDK 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1. 프로토타입의 화면 

아동은 프로토타입 AI agent 의 화면을 바라보고 호출 
어를 부른 후 대화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안녕?!” 

이라 발화하면 AI Agent 는 NUGU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만나서 반가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와 같이 대답하였다. 프로토타입은 두 가지 

모드(그림 2)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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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눈 맞춤이 가능한 모드, 두 번째 모드는 눈 

이미지는 있지만 고정된 모드이다. 

 

그림 2. 좌 눈 맞춤 모드, 우 고정 모드  

3.2 참가자   

총 2 명의 아동이 참가하였다. 아동 참가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 과 같다.  

표 1. 아동 참가자 정보  

No 나이 성별 

1 초 3 남자 

2 초 5 남자 

3.3 실험방법 

아동은 음성인터페이스 기반 대화를 나눴고 대화 
주제는 일상 대화와 끝말잇기를 10 분 정도 진행하였다. 
이때 눈 맞춤 모드와 고정된 모드를 각각 경험하게 

하였고(그림 3) 각각의 모드 종료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3. 프로토타입 체험    

3.4 분석방법 

AI Agent 의 시선이 아동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문항으로는 만족감, 사회적 존재감,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아동의 인터뷰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표적 방법인 개방 코딩(Open Coding) 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16]. 

 

4. 연구결과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 경험이 아동의 향후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확인하고자 하였다. 

4.1 AI Agent 의 시선과 존재감 

실험에 참가한 아동 모두 AI Agent 를 처음 접했을 때 
p1 은 “살아있는 것 같아", p2 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와 같이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1, p2 모두 두 개의 모드를 
경험한 후 ‘나는 아리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질문에서 두 개의 모드에 대해 7 점인 ‘매우 그렇다’  를 

동일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리아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질문에는 p1, p2 모두 눈 맞춤을 한 AI Agent 에는 

1 점인 ‘매우 그렇지 않다’ 를 같게 응답했고, 눈 맞춤을 
하지 않은 AI Agent 에는 p1 은 4 점, p2 는 7 점을 
응답하였다. p1 은 “눈이 움직이지 않는 아리아가 눈이 

움직이는 아리아보다 나에게 말을 덜 걸 것 같다. 
가만히 있는 것이 피곤해 보인다” 와 같이 눈 맞춤을 
하는 AI Agent 에 존재감을 더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p2 는 “구글 스피커보다 똑똑할 것 같아, 눈이 있어서" 
와 같이 AI Agent 의 의인화된 모습에 만족감을 더 
느꼈다. 본 연구에서는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은 

아동의 초기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AI Agent 의 눈 맞춤과 경계 

AI Agent 의 시선과 눈 맞춤이 아동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1 은 "눈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감시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눈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친구가 더 좋아.” P2 는 “쳐다보는데, 
산만해”, “눈이 움직이지 않는 봇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진중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라 답했다. ‘나는 
아리아를 지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 질문에 p1, 
p2 모두 고정된 AI Agent 에 더 높은 점수를 응답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AI Agent 의 고정된 시선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지속해서 눈 맞춤을 시도하는 
시선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5]의 인지 조절 활성화(Cognitive control 
Processes)에 비추어 볼 때 AI Agent 의 시선 맞춤이 
아동과 AI Agent 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인지 

조절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시선 응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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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I Agent 지속 사용 의도 

AI Agent 의 시선은 존재감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지만, 

아동의 눈을 추적하는 시선 맞춤은 아동의 인지기능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활성화해 인지기능에 부하를 
줄 수 있다. 아동과 AI Agent 간의 대화가 지속할수록 

자원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선 맞춤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Agent 의 시선은 초기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눈 맞춤은 아동의 지속 사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AI Agent 의 시선이 아동의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탐색하였고, Wizard of 
Oz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재감의 부족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로봇과 같은 AI Agent 의 시선 응시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요인으로 눈 깜박임, 눈동자 

움직임 등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4]. 본 연구에서 
제작된 AI Agent 는 눈 맞춤을 하는 눈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깜박임과 눈동자 움직임은 없었다. 둘째, 

2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수가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하여 외적타당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AI Agent 의 시선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시선의 
효과를 두고 상충한 의견으로 나뉘는 가운데, AI 

Agent 의 시선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시선의 구성적 요인인 눈 맞춤 
요인을 바탕으로 검증을 시도한 데에 있다. 둘째, AI 

Agent 의 눈 맞춤은 사용자의 시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응시를 통해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시각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상태와 감정 분석이 가능하며 나아가 질병 
진단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Agent 의 시선과 관련 상호작용 요인과 

도출한 경험 요인은, 향후 AI Agent 의 시선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높은 실재감과 실제 워킹 가능한 AI 

Agent 를 제작하여 장기 실험을 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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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 참여를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인 

강화(Reinforcement) 전략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ADHD 환아를 

위한 강화 전략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속 참여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상 전략을 시점으로 

구분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등학생 

4 명을 대상으로 7 일간 Wizard of Oz 를 통해 

습관형성을 돕는 챗봇 ’뽀미’를 사용하게 하고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보상을 

제공하는 시점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외적 보상의 크기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다름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디지털 테라퓨틱스(Digital Therapeutics), User 

Experience, 챗봇, 아동, 보상, 

강화(Reinforcement)   

1. 서 론 

최근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다[1]. 그 중 미국 FDA 에서 2018 년에 제시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 라는 

의미로, 환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적극 

관리하고, 임상의는 그 데이터를 통해 진단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진단 및 치료의 

개인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2]. 

디지털 치료제에서 중요한 환자의 역할 중 하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권장 

기간 동안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참여(User engagement)의 개념은 미국 

FDA 의 Pre-cert 1.0 가이드라인에 

따른 RWPA(Real World Performance 

Analytics)의 하위 도메인에 명시되어있다[4]. 

‘사용자 참여의 가치’는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시키며,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지속 개선하여 제품의 

품질과 임상 책임 및 사전 활동을 시연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사용자 참여는 사용자 경험의 

범주로, 사용자에게 어떤 피드백, 도전, 매력이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5].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매력 있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사용자 참여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선행 연구[6]로 진행된 ADHD 아동을 

위한 실행기능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에이전트 ‘뽀미’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의 지속 

참여를 위한 강화 이론 바탕의 동기 부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3.1 강화이론 

사용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중 

하나는 ‘강화(Reinforcement)’이다. ‘강화’는 

“어떤 행동에 뒤이어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주로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된다[7]. 

강화의 개념은 행동주의 이론 중 ‘조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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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를 통한 ‘행동 변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3.2 ADHD 아동을 위한 강화 관련 선행 연구 

강화에 대한 연구는 ADHD 아동을 위한 보상, 

강화 전략 등의 형태로 그동안 많이 이뤄져왔으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Douglas & Parry 에 따르면, ADHD 아동의 

과도하게 높은 보상에 대한 역치로, 동일한 양의 

보상이 주어졌을 때 일반 아동들에 비해 보상의 

크기를 더 작게 여긴다고 한다[8]. 즉 ADHD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보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기가 크고 지연된 보상보다 작고 

즉각적인 보상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Sonuga-Barke 외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연 

혐오(delay aversion)에 일반 아동에 비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보상 제공 빈도가 아닌 보상의 양에 

따라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Dovis 외 의 연구에서 

보상을 4 가지 수준인 1) 피드백만 제공, 2) 1 유로 

제공, 3) 10 유로 제공, 4) 게임화 제공으로 나누어 

보상을 제공한 결과, 보상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게임+10 유로인 경우가 가장 강력했으며, 보상의 

수준이 가장 낮은 피드백만 제공하는 것은 가장 

결과가 좋지 않았다[10]. 또한, Barkely 따르면, 

연속 강화 계획에서 ADHD 아동의 수행률이 일반 

아동 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보상에 둔하고, 그 보상의 효과의 

휘발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11]. 이처럼 ADHD 

아동을 위한 강화 전략은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ADHD 아동의 치료를 위한 연구는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으며, 그 방법이 명확한 반면에, 그 

연구를 토대로 한 디지털 치료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게 될 ADHD 환아들을 위한 보상 체계 관련 

연구 결과가 적고, ADHD 아동의 동기 유발을 

위한 보상 전략에 대한 의견이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ADHD 아동을 위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챗봇 ‘뽀미’를 통해 아동 4 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4. 연구 방법 

4.1 실험 설계 

일상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챗봇 ‘뽀미’에서 

보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인의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초등학생 4 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Wizard of Oz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상의 

제공 시점(즉시 보상 제공/하루 3 번째 약속을 

지킨 후)에 따라 습관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바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챗봇 ‘뽀미’의 

온보딩. 

 

시험 시작 시, 그림 1 과 같이 온보딩 단계를 

제공하여 아동이 앞으로 7 일 간 수행할 

‘생활습관’을 3 가지 선택하고, 그 ‘생활습관’을 

지킬 시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온보딩 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 ‘뽀미’를 어린이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AI Agent 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대화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였다. 

본 시나리오에 사용 된 ‘생활습관’ 목록은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6]에서 사용한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 보상 시점 관련 변인의 조작. 

보상 시점 변인에 대한 자극은 그림 2 와 같이 1) 

한 가지 과업 완료 후 즉시 보상, 2) 마지막(3 번째) 

과업 완료 후 합산하여 보상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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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재화를 위해 SDT 의 3 가지 요인 적용. 

SDT 개념의 조작적 정의 시나리오 적용 

유능성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OO 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별이 N 개 

모였어!” 

관계성 

주변인에게 인정 

받고 사랑받는 

범주에 속함을 

느끼는 것 

“엄마, 아빠가 OO 이를 

자랑스러워 할거야” 

“선생님께서 OO 이를 

대견해 하실 거야!” 

자율성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는 것 

“스스로도 척척 

해내다니 OO 이 정말 

멋있다” 

“OO 이 혼자서도 정말 

잘한다~!” 

 

사람들은 대상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 그 

가치를 내재화 하며 외적 조절이 내적 조절로 

치환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외재적 보상의 

내재화를 위하여 자기 결정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를 적용한 칭찬을 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였다[12]. 자기 결정 이론의 

3 가지 필요 조건인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 개념을 

아래 표 2 와 같이 정리 후, 뽀미와의 대화 마무리 

시점에서 제공되는 칭찬에 적용하였다. 

실험에는 총 4 명(남 3 명, 여 1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11.5 세였다. 실험은 각 가정에서 7 일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실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동의하였으며, 동의한 

참가자들에게는 카카오톡 채널의 URL 을 

제공하여, 뽀미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하였다. 

온보딩 단계에서 원하는 생활 습관 3 가지와 그 

시간을 설정하면 익일부터 뽀미가 설정한 시간에 

맞추어 대화를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SRHI(Self-Report Index of Habit Strength)를 

측정하도록 하고, 7 일 후 다시 측정하여 생활 

습관의 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13]. 그리고 7 일 차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적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4.2 분석 방법 

7 일차에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의 

대표적 분석 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트랜스크립(Transcript), 개방 코딩(Open coding)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 분석이 진행되었다[14]. 

 

5. 연구 결과 

5.1 강화 시점의 차이 : 1)즉각적 강화, 2)마지막 

과업 완료 시 합산된 강화. 

 

표 2. 피험자 별 사용 현황 및 SRHI 측정 비교 

P1. 초등 3 학년. 남아 

 

P2. 초등 5 학년. 남아 

 

P3. 초등 3 학년. 여아 

 

P4. 초등 6 학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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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를 살펴보면 ‘뽀미’를 7 일간 사용한 아동의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강화 시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각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수행률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즉각적 강화를 제공한 그룹인 P1 과, P2, 2) 

마지막 과업 완료 시 합산된 강화를 제공한 P3 와 

P4 의 ‘일일 생활 습관 달성률’ 그래프와 ‘SRHI 

측정 결과’ 확인해보면, 모든 참가자가 주말인 

Day5, Day6 에는 달성률이 낮아졌으나, 뽀미 사용 

후 SRHI 측정 결과가 모든 참가자에게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 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3 개씩 모든 습관을 

달성하였다. P1 의 경우 SRHI 측정 결과, 1 일차 

64 점에서, 7 일차 70 점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P1 의 뽀미 사용 동기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1 에게는 외적 

보상이 동기 요인이 되며, 그 크기가 커지면 더 큰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별이 쓸데 없으니 보통으로 할거 같애” 라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상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표 3. P1 의 사용 동기 요인 

 

P2 는  주말 포함한 7 일 모두 생활 습관을 

달성하였다. 

SRHI 측정 결과, 1 일차 57 점에서, 7 일차 

69 점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P2 는 

인터뷰에서 “내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 

좋았어요”라고 말하여, 목표 달성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P2 의 사용 동기 요인 

Category Property Comment 

P2 의 

동기 요인 

어린 아이들에게 

보상(별)이 좋은 

도구일 것 같음. 

그런데 저 말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별 해주면 
좋겠죠. 

보상(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함. 

아 솔직히 저는 별 
있어도 별로 좋은건 
못 느끼겠어요. 

자신이 달성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 

명확해야 함. 

너가 달성해서 

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죠. 너가 

달성해서 준다는 걸 

해야죠. 

P2 의 

보상 시점 

하루 습관을 

모두 수행한 후 

보상을 받는게 

좋음. 

바로바로 받는 거 

보다 한번에 받는게 

좋아. 다 일을 끝내면 

힘든데, 그때 별을 

받으면 좋아. 

Category Property Comment 

P1 의 

동기 요인 

외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할 것. 

(뽀미가 실물 선물을 
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은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선물 

(그냥 별만 주고, 

선물이 없다면 

어떨까?) 그 별을 

쓸데가 없으니 

보통으로 할거 같애. 

P1 의 

보상 시점 

즉시 주는 것은 

몇개를 

받았는지 알기 

힘듦 

한번에 3 개를 주는게 

더 좋아요. 한 개 한 개 

하면, 몇 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찾기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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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는 특정 생활 습관(숙제하기)만 5 회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달성하였다. 인터뷰에서도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도출하여, 공부에 해당하는 ‘숙제하기’ 습관은 다른 

습관에 비해 달성 동기가 떨어졌을 수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 “(뽀미를 사용하기 전 보다 뽀미 사용 

이후 생활 습관을 더 잘 지키는지?) 나는 좀 더 

잘되는 것 같아.”라는 답변을 하여, 뽀미 사용 후 

생활습관을 더 잘 지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3 의 SRHI 측정 결과, 1 일차 49 점에서, 7 일차 

58 점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5. P3 의 사용 동기 요인 

Category Property Comment 

P3 의  

동기 요인 

별이 있어서 

뽀미와 약속을 

지키게 됨 

더 약속을 꼼꼼히 
지키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 안하고 
싶었는데, 별이 
있어서 하게 되면 
왠지 뿌듯해져. 

P3 의 

보상 시점 

즉시 보상을 

받는게 좋음. 

바로 바로 주는게 
더 좋아. 

보상을 이후에 

받으면 성취감이 

들지 않음. 

왠지 마지막에 주면 
안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P4 는 인터뷰에서 “카톡은 계속 오는데, 잘 모르고 

그러면 귀찮아.”, “평일에는 휴대폰을 거의 안보고, 

주말에는 보는데, 전화만 하고 카톡을 잘 확인 

안하는편이라서” 라고 말하여, 바른 생활 습관 

달성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하였다. 따라서 

P4 는 ‘챗봇’ 이라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참가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뽀미와 약속한 

습관을 100 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얼마나 지킨 

것 같은지 물어봤을 때, “뽀미랑 약속한거를 진짜 

지킨거는 100 점 만점 중, 74 점. 그런데 뽀미한테 

진짜 말한거는 거의 안했어, 10 점.” 이라고 답하여, 

실제로 수행하였으나, 뽀미와 대화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P4 의 사용 동기 요인 

Category Property Comment 

P4 의  

동기 요인 

뽀미가 신기해서 

시험에 참여함 

습관이 이미 
되어있어서, 뭔지 
궁금해서(뽀미 

시험에 참여) 했어. 

P4 의 

보상 시점 

즉시 보상을 

받는게 좋음. 

한번 씩 했을 때 
바로 주는게 더 
좋아. 뭔가 그런게 
더 빨라서. 

 

5.2 연령별 보상에 대한 태도 차이 

인터뷰 결과, 초등 저학년인 P1, P2 와 초등 

고학년인 P2, P4 가 보상에 대해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1 과 P2 는 외적인 보상을 

통해 동기 부여를 받았으며, P2 와 P4 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있는 일과가 있어, 외적 보상에 초등 

저학년보다 민감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에게 외적 보상의 크기를 초등 

고학년보다 크게 제공하여야, 그 보상의 효과가 

유효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속 참여 의도 증진을 위한 

보상 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강화 시점에 차이를 

두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화 시점이 즉각적인지, 아닌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는 참여자의 

모수가 적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외적 보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가 대상하는 연령대가 초등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에 따라 외적 보상의 크기를 다르게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강화 시점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연령대에 따라 외적 

보상의 크기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인터뷰 결과, 초등 고학년의 경우 이미 학원이나 

학교의 스케줄이 초등 저학년에 비해 많았으며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상을 선호하긴 하나, 성취감 자체에 의의를 두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다소 적은 스케줄에 따라 하루를 보내며, 

보상 자체에 의의를 두고 생활 습관을 지키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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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원에 할애하는 시간과 학교 과제물의 

양은 일반 아동과 ADHD 환아의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ADHD 환아를 대상으로 

하고, 피험자 모수를 증가시키며, 보상의 시점 뿐 

아니라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두어 비교한다면 

보다 명확한 보상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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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중 작업 상황에서는 여러 외적 개입에 의해 작업 

전환이 발생한다. 기존의 외적 개입 상황에서의 

작업 전환 연구는 사람의 인지부하에 의한 전환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적 개입 

메시지의 우선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작업 

수행자가 언제 작업 전환을 할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일반적인 메일 처리 작업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메일 처리 중 발생하는 

알림을 통해 피실험자에게 외적 개입을 

부과하였다. 외적 개입 메시지의 우선도는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 등 세 가지 요인을 통해 

조절하였으며, 회귀 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을 

통한 회귀식이 충분히 좋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R-square = 0.95, RMSE = 5.32).  

또한 우선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 전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다중 작업, 외적 개입, 작업 전환, 우선도 

1. 서 론 

1.1 연구배경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중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중 작업은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듣거나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도중 

전화를 받는 단순한 작업에서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 등 복잡한 작업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Levy et al., 2008; Czerwinski et al., 

2004). 현대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사람들이 다중 작업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orst et al., 2015; Li et al., 2012). 

다중 작업 환경에서 작업 전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적 개입이다. 기존 외적 개입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적 개입이 들어왔을 경우 원래 

하던 작업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전환(forced interruption)에 대한 연구와 작업 

수행자가 외적 개입을 수행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작업 전환에 대한 연구(deferrable 

interruption)가 수행되어왔다. 실제 상황에서는 

외적 개입에 인한 강압적인 작업 전환보다는 연기 

가능한 작업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Dismukes & 

Nowinski, 2007; Fogarty et al., 2005; 

McFarlane & Latorella, 2002). 여러 학자들은 

연기 가능한 외적 개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작업 

전환을 언제 할 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Czerwinsk, Cutrell, & 

Horvitz, 2000; Iqbal & Horvitz, 2007; Salvucci 

& Bogunovich, 2010). 

기존 연구에서 연기 가능한 외적 개입에서의 작업 

전환은 작업 수행자의 인지부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작업자가 인지부하가 낮은 

‘중단점’(breakpoint)에서 작업 전환이 일어남을 

증명하였다 (Bailey & Iqbal, 2008). 하지만 

과제의 상황에 따라 인지 부하가 높더라도 작업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Bogunovich & 

Salvucci (2011)에서는 외적 개입 메시지의 

긴급성에 따른 작업 전환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긴급한 메시지가 왔을 경우 인지부하가 

높은 시점(중단점이 아닌 시점)에서도 작업 전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성뿐 아니라 우선도라는 개념을 통해 연기 

가능한 외부개입에 의한 작업 전환을 설명할 

것이다. 

Colvin et al (2009) 은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작업의 

우선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도출해 낼 것이다. 

Colvin et al (2009)에서 도출해낸 6 가지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수행할 실험에 적합한 요인 세 

가지(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해 작업자의 

우선도를 표현할 것이며 통계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할 것이다. 

1.2 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기 가능한 외적 개입이 있는 경우 

개입의 우선도에 따라 작업자의 작업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두 가지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H1: 과제의 우선도를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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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개입 메시지의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의 

단계를 조절하여 외적 개입 메시지에 대한 

우선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며 회귀분석을 통해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해 우선도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다. 

H2: 작업의 우선도가 증가할수록 ‘중단점’이 아닌 
부분에서 작업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할 실험은 Bogunovic&Salvucci 

(2010)에서 사용한 고객 지원 서비스 과제를 

수정한 과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외적 

개입 메시지의 우선도를 조절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실험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작업 전환을 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실험 및 연구방법 

2.1 참가자 

실험은 고려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총 7 명이 

참여하였다. 피실험자들은 모두 남자였고 평균 

나이는 26.4 세 였다. 

2.2 실험 방법 

실험은 Bogunovich&Salvucci (2010)에서 사용한 

작업을 Allegro Common Lisp 10.1 을 통해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는 작업 일차 과제로 

수행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도중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외적 개입을 일으켰다. 

Primary task. 일차 과제에서는 고객 지원 서비스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피실험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을 묻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를 답해주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그림 1]과 같이 

메일을 선택하는 화면 (메일),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화면 (제품), 그리고 답장을 보내는 화면 

(답장)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피실험자는 

메일함에서 메일을 선택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후에는, 제품 가격 확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다. 각 제품은 제조사와 알파벳 

하나와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가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실험자는 제품 화면에서 제조사를 클릭하고 

상응하는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가격을 확실하게 암기한 후에는 “close” 버튼을 

누르고 메일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실험자는 답장 화면에서 제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답장을 보내고 다음 메일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그림 1 일차과제, (a) 메일화면, (b) 제품화면, (c) 

답장화면 

Interruption task. 실험 과제에서는 일차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었다. 

개입 과제는 피실험자가 수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트래킹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 2-(b)]과 같이 

숫자가 적힌 7 개의 버튼이 그려진 창이 새롭게 

열린다. 피실험자는 이 창에서 오름차순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7 개의 버튼을 모두 클릭한 후에 

외적 개입 과제는 종료되고 다시 일차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외적 개입 메시지는 메시지의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조절하여 생성하였다. 긴급성은 두 

단계(5 초, 14 초), 그리고 현저성은 메시지의 

크기를 통해 두 단계(1cm*1cm, 3cm*3cm)로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그림 2-(a)와 

같이 메시지에 ‘중요도 높음’ 과 같이 표시하여 세 

단계(높은 중요도, 중간 중요도, 낮은 중요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한 명의 피실험자는 총 12 

(3*2*2)가지 종류의 외적 개입 메시지를 받게 된다. 

메시지는 하나의 메일을 처리하는 동안 한 번 

나타나고 나타나는 시점은 일차 과제의 세부 단계 

중 한 단계에서 임의로 나타난다. 

 

그림 2(a)외적 개입 메시지, (b)트래킹 작업 

2.3 실험 과정 

세션은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에 따라 총 12 개의 

세션(3*2*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션은 

5 개의 메일과 5 개의 외적 개입 메시지를 

포함한다.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들은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실험에 대한 설명은 일차 과제를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외적 개입 메시지에 대한 

반응 시점은 피실험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0 개의 

메일에 대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연습을 실시한다. 연습이 끝난 후에, 각 

Proceedings of HCIK 2021

- 85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피실험자들은 12 개의 세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화면 녹화를 통해 피실험자의 실험 

과정을 녹화하였다. 각 실험이 끝난 후에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느낀 외적 개입 메시지에 

대한 우선도를 작성한다.  

3. 결과 및 토의 

비디오 분석을 통해 각 실험에서 언제 외적 개입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피실험자가 언제 외적 개입에 

반응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 수준 0.05 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3.1 우선도 

피실험자들이 기입한 12 종류의 외적 개입 

메시지에 대한 우선도와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그림 3).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세 가지 요인을 통해 표현한 회귀식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R-square = 0.95, RMSE 

= 5.32). 중요도와 긴급성은 우선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중요도 p-value = 0.006; 긴급성 

p-value = 0.0006) 현저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p-value = 0.47).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해 

우선도를 표현했고 그 결과 세가지 요인이 

우선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저성과 우선도 사이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후 질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저성이 작업의 우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현저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현저성이 

우선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요인인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한 우선도 회귀분석 

3.2 작업 전환 

우선도의 변화에 따른 작업 전환 시점을 

분석하였다. 작업 전환의 시점은 ‘중단점’과 

‘중단점이 아닌 단계’로 나누었으며, 우선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 작업 

전환이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함을 보였다(그림 4). 

하지만 2 번, 4 번, 11 번과 같이 세 종류의 외적 

개입 메시지에서의 작업 전환은 우선도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우선도가 증가할수록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 더 많이 작업 전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 종류의 외적 개입 메시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세 

종류의 메시지 모두 긴급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메시지가 모두 시각적으로 남은 

시간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메시지가 중단점과 

떨어진 단계에서 일어날 경우 피실험자들이 아예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설과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림 4 (a)우선도와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의 작업 

전환 비율 사이의 그래프, (b)추세와 맞지 않는 점들을 

제거한 후에 그린 우선도와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의 

작업 전환 비율 사이의 그래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기 가능한 외적 개입에 의한 

작업전환 시점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작업의 특성에 따른 작업 전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실험 진행에 앞서, 작업의 

중요도, 긴급성, 현저성을 통해 작업의 우선도를 

표현하는 방법과 작업의 우선도 변화에 따른 작업 

전환 시점의 변화에 대한 가설 수립하였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위에 언급한 

세가지 요인을 통해 우선도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외적 개입 메시지의 우선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단점이 아닌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 전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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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울증 환자들은 대체로 좌측 전전두엽의 

뇌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좌우뇌 전두엽에 알파(약 

8~12Hz 대역의 뇌파) 비대칭이라는 뇌파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정상 수준으로 

맞춰 주면 우울증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해 높은 몰입도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뉴로피드백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시작 지점에서 배를 

찾아가며 명상 등의 트레이닝을 통해 알파파를 

전체적으로 증진하는 훈련을 한다. 이후 배에 

탑승하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배의 

기울어짐을 극복하는 훈련에 임한다. 배의 

기울어짐이 의미하는 바는 알파파의 비대칭성인데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여 우울증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우울증, 뇌파, 뉴로피드백, 기능성 게임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빈번해지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통계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2015 년 

601,152 명에서 2019 년 796,364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서 

주로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약물 치료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어 

약물 치료 이외의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울증 환자는 대체로 좌측 전전두엽의 뇌기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두부에서의 뇌파 차이를 

비교해보면 정상인에 비하여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전두엽에서 알파 비대칭 현상이 

관찰된다[2].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알파 비대칭 현상을 

완화시켜주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들을 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전두엽 알파파 비대칭을 

완화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는 뉴로피드백 

게임을 개발하였다. 특히 사용자에게 게임 

콘텐츠에 몰입하여 뇌파를 조절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가상현실 콘텐츠로 게임을 개발하였다. 

 

2. 본문 

2.1 개발 환경 

게임 개발은 PC, 모바일 및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에 확장성과 호환성이 높은 유니티에서 

진행하였다. 가상현실 장비로는 HTC 사의 VIVE 

Pro 를 이용했고, 장비와 유니티 콘텐츠와의 

통신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SteamVR plugin 을 

사용하였다. 

뇌파의 측정을 위해 Looxid Labs 사의 Looxid 

Link for VIVE Pro 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6 개의 채널, 2 개의 ground 그리고 1 개의 

reference 로 이루어진 9 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으며 건식으로 동작한다. VR 기기에 부착하여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 6 개의 채널은 10-10 EEG 

system 의 AF3, AF 4, AF 7, AF 8, FP1, FP2 로 

되어있다. 본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좌우뇌의 

알파 비대칭성만을 측정하고자 AF3, AF4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눈썹에서 정수리까지 

선을 그었을 때 약 1/3 지점에 위치해 있다. 

 

2.2 뇌파 측정 및 게임 설계 

뇌파 신호의 측정 및 처리는 Looxid Link SDK 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으며[4],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뇌파를 8-12Hz 로 주파수 

대역 필터링을 수행한 후 알파파의 파워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좌우 두부에서 측정된 

파워값의 비율을 통해 알파 비대칭성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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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스스로 좌우 

알파파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울증의 증세가 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게임에서는 두 가지 

뉴로피드백 트레이닝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명상을 통해 알파파를 증진시키는 트레이닝이고 

두 번째는 좌우 알파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트레이닝이다.  

게임 내 환경은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현실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평화로운 

판타지 배경으로 구성하였다. 게임의 초기 설정은 

플레이어가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컨셉이며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한 알파파의 증가가 

필요하다. 여행 도중에는 좌우 알파 비대칭성을 

측정하여 배의 기울기를 통해 나타내고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알파파의 균형을 맞추어야 안전하게 

게임의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람이 좌우뇌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알파파의 균형은 전체적인 알파파의 

증진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다. 이를 위하여 

배를 타기 전과 같이 마음을 편안히 갖고 게임에 

임하여 전체적으로 알파파가 나오도록 해야한다. 

 

3. 개발 결과 

그림 1 은 플레이어가 배를 탑승하는 장소에 

도착한 모습이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시작점에서 

이곳까지 찾아오면 탑승 전 명상 등의 알파파 증진 

트레이닝을 통해 에너지를 채운 후 배에 탑승하는 

방식이다. 뉴로피드백 방식으로는 시각적인 

피드백이 활용되었다. 기본적으로 게이지가 

차오르는 속도가 있으며 전두엽의 알파파가 

증가함에 따라 플레이어는 게이지바가 더 빠르게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이지바는 1-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 일때가 최대치이다. 

게이지가 차오르는 속도는 다음 수식과 같이 

결정된다. 

X = {(Cur - Min) / (Max - Min) * S} 

(Cur: 현재 알파파워, Min: 알파파워 최소값, Max: 

알파파워 최대값, S: 바가 차오르는 기본 속도) 

 

이후 배를 타고 도착 지점까지 날아가게 된다. 

그림 2 는 배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1 인칭 

시점으로 구현이 되었으므로 배에 탔을 때 앞의 

풍경이 보이게 된다. 배가 날아갈 때 역시 

시각적인 뉴로피드백이 적용된다. 좌우뇌 전두엽 

알파 비대칭성이 임계값을 넘어가면 화면상에 

경고 아이콘이 켜지며 플레이어가 탑승하고 있는 

배가 알파파워가 더 약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배를 조종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1 게임 중 배를 탑승하는 장소에 도착한 모습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알파파가 채워지는 모습도 하단에 나타난다. 

 

그림 2 게임 중 배에 탑승하여 날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앞의 풍경이 보인다. 화면 우측 상단에 알파파 

비대칭성이 임계값을 넘어섰다는 경고 아이콘이 보이며 

이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가 하단에 나타난다. 

 

4. 결론 및 향후 방향 

본 논문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전두엽 알파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 기반 뉴로피드백 게임을 

소개하였다. 향후 뇌파의 노이즈 제거 및 알파파 

정량화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알파 

비대칭성을 계산하여 게임에 반영하고자 하며 

피험자를 모집하여 기능성 게임으로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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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집중력은 학업이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음악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 30 세 미만의 성인 16 명을 

대상으로 음악의 여러 속성 중 가사의 유무와 재생 

속도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건을 

달리한 음악을 재생하는 동안 주의집중력 검사지인 

K-FAIR 를 풀게 한 결과, 가사가 없는 1 배속의 

음악을 청취한 참가자들이 다른 조건의 음악을 

청취한 참가들보다 주의집중력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사가 없고 상대적으로 

재생 속도가 느린 음악을 청취하는 게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로 동일 변수가 주의집중력 검사 결과 외 다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작업속도 및 

정확도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장르의 음악 및 다른 업무 수행시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지,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제어 

주의집중력, 음악 배속, 가사유무, K-FAIR  

1. 서 론 

개인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음원에 쉽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업무를 

볼 때 음악을 틀어 놓고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였다. 실제로, 20 대들에게 ‘카공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행어를 넘어 그들의 업무습관을 

반영하는 보편어가 되었다. 또한, 최근 ‘노동요’는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과제를 

하거나 업무를 봐야 하는 20 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음악과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서 알아내었다.  

선행연구[1,2]에서 음악이 불안과 혈압 및 맥박을 

낮추고 긴장감을 떨어뜨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음악과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3,4]에 따르면 무음 환경보다 특정 음악이 

재생되고 있거나, 백색소음 등 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자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Nielsen[5]은 카페 내에 존재하는 적당량의 소음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창의적인 인지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였다. 더 나아가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6], 또는 음악 속도가 느린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7] 작업자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상기 선행연구는 장르에 

따른 집중력의 차이는 확인했으나, 개인 선호도 

외에 해당 장르의 어떤 특징이 집중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한 음악 내에서의 속도 차이가 집중력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업무를 볼 때 

방해가 된다고 알려진 가사의 유무[8] 역시 함께 

확인하였다.  

음악의 속도와 가사의 유무가 주의집중력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30 대 미만의 성인 

16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가사의 유무와 

재생속도를 달리한 4 개의 그룹 중 하나로 

배정하였다. 그 뒤, 해당 조건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 버전 주의집중력 검사지인 K-FAIR 를 풀게 

하였다. 실험 결과, 가사가 없고 느린 속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검사지를 풀었을 때의 주의집중력이 가장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사가 없고 

느린 속도의 음악을 청취할 때가 그렇지 않은 

음악을 청취했을 때보다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은 각 조건별 

표본의 크기(참가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 검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단 하나의 장르의 

음악으로 진행이 되어 다른 장르의 음악도 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더 많은 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다른 여러 장르의 음악에서도 

가사의 유무와 재생속도가 주는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계획이다. 또한, 업무의 

종류에 따라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달라지는지, 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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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Rauscher et al.[9]은 Mozart D K.448 을 

배경음악으로 듣는 경우, 공간 추론 능력과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해 

많은 심리학 연구진들의 논쟁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음악과 집중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다른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음악 장르에 따른 

집중력의 차이[3,6,10], 또는 음악 속도에 따른 

집중력의 차이[7]에 관점을 두었다. 장석우와 

이영철[10]의 경우, 음악의 장르를 4 가지 (클래식, 

바이노럴비트 1 , 가요, 무음 상태)로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6]의 경우, 배경음악의 장르가 청자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선호 음악 

정취에 따른 주의집중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장르별 집중력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선택적 주의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 바이노럴비트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3], 

백색소음(White Noise)이 재생되고 있을 

경우[11,12] 주의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김경민[11]의 경우, ADHD 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청각 자극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백색소음을 

들으면서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증가하며, 정답률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홍성훈과 배명진[12]의 

경우, 뇌파 반응 검사를 통해 백색소음을 들을 경우, 

심리적 안정도가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백색소음 (예: 자연의 소리) 등에 

노출된다면 집중력과 두뇌활동에 자극을 주어 

공부가 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문영[7]의 경우, 음악의 속도에 따라 

주의집중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빠른 속도의 음악으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사용했고, 느린 속도의 음악은 

‘바이브의 그남자그여자’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 

공부와 같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느린 속도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의 선행 연구들이 선호도 또는 곡의 빠르기가 

다른 장르에 따른 사람들의 집중력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장르가 아닌 

동일한 장르의 음악에서 가사의 유무 및 재생속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장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 

 

1  바이노럴비트 (Binaural beats)는 특정 소리로 

뇌의 뇌파를 조절하는 소리이다. 

가사의 유무와 속도의 차가 집중력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실험방법 

3.1 실험조건 

우리의 실험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가사의 유무 (가사유 vs. 가사무)와 재생 

속도 (1 배속 vs. 1.5 배속)이다. 따라서, 그림 1 과 

같이 같은 음악에 대해 조건을 달리하여 총 4 가지 

버전을 준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음악은 실험 참가자 간 특정 곡에 대한 

친숙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음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Melon 과 Genie 음원 사이트에서 

2018 년 인기 순위에서 1 위였던 ‘iKON 의 사랑을 

했다’를 사용하였다. 해당 음악을 1 배속으로 

재생했을 때의 속도는 118bpm, 1.5 배속으로 

재생했을 때에는 177bpm 정도이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살펴본 4 가지 실험 조건: (1) 

가사유&1.0 배속, (2) 가사유&1.5 배속, (3) 

가사무&1.0 배속, (4) 가사무&1.5 배속 

3.2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로는 만 19 ~ 29 세 (평균=24.4, 

표준편차=2.3)의 성인남녀 16 명을 모집했으며, 이 

중 여성과 남성은 각각 12 명, 4 명이었다.  

3.3 실험 방법 및 과정 

본 실험은 집단 간 비교 실험 (between-subject 

test)로 설계되었다. 즉, 한 참가자는 4 개의 버전 중 

하나의 음원을 들으며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얻고 진행되었으며, 실험 소요 시간은 총 

10 분 내외였다.  

참가자들은 배정된 그룹에 따라 해당 음악을 

들으면서 검사 1 지와 검사 2 지로 나뉘는 K-FAIR 

검사지를 각각 3 분 동안 풀도록 지시받았다. 실험 

진행자는 타이머로 제한 시간 3 분을 맞추었고, 

타이머가 울리자마자 검사를 중단하였다. 검사지는 

참가자가 미리 볼 수 없게끔 뒤집어진 상태로 

전달하였다. 실험 시작 안내 및 음악 재생과 동시에 

검사지를 다시 뒤집어 검사지를 풀도록 하였다. 

검사 1 지가 끝나면 검사 2 지 또한 뒤집어서 

전달하며, 앞서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건이 1.5 배속인 경우, 제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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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해당 음악의 재생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반복 

재생으로 설정하여 3 분 동안 재생하였다.  

3.4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음악을 틀어 놓고 참가자들이 얼마나 주의집중을 

하는지 검사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프랑크푸르트 주의력검사 (Frankfurter 

Aufmerkasamkeits-Inventar; FAIR)의 한국어 

버전인 K-FAIR 검사지[13]를 사용하여 주의집중력 

수치를 얻었다. 표 1 은 K-FAIR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각 결과 값들의 의미와 설명을 나타낸다. 

표 1. K-FAIR 검사 결과값 설명[13]. 각 요소의 값은 

높을수록 주의집중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분류 의미 설명 

M 이해도 

지수 

능력이 아닌 검사 지시 사항을 

얼마나 이해하고 검사에 

응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 (해당 

점수는 0.95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T 아이템 

개수 

제한 시간 동안 확인한 검사지 

아이템의 총 개수 

P 능력 

지수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방해 자극을 물리치는 

가운데 옳게 처리했는가와 관련된 

지수 

Q 통제 

지수 

자기 통제력과 분산 주의력에 

해당되는 주의 능력 

C 지속성 

지수 

주의집중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한 지수 

K-FAIR 주의집중력 검사지에서 안내된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각 요인 M, T, P, Q, C 를 

계산하였다. 이 중 M 은 이해도 지수로서 

0.95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였으며 모든 실험 

참가자가 이를 만족했다. 개인의 검사 속도에 따라 

개별 차가 심하며, 해당 주의집중력 검사지에서 

분석되는 요인이 아닌 T 값 역시 평가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실험 분석에 사용한 요인들은 P, Q, 

C 로 각기 다른 버전의 음악을 들은 집단별로 각 

요인별 평균을 내어 분석하였다. 이 때, 이 값들은 더 

높은 수치를 보일 수 록 더 좋은 집중력을 가졌다고 

해석된다.  

4. 실험결과 

4.1 배속에 따른 주의집중력 

 

그림 2. 배속에 따른 K-FAIR 검사지의 평균 P, C, Q 값. 

전반적으로 1.0 배속일 때가 1.5 배속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 1.0 배속과 1.5 배속 조건의 주의집중력 

P, C, Q 요인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장르의 

특성상 빠르기가 다른 두 음악을 비교했던 

선행연구의 결과[7]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노래를 들을 때 (1.0 배속)가 1.5 배속의 

노래를 들었을 때보다 모든 요인의 값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느린 노래를 들었을 때 

주의집중력에 방해를 덜 받는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4.2 가사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력 

 

그림 3. 가사유무에 따른 K-FAIR 검사지의 평균 P, C, 

Q 값. 전반적으로 가사가 없을 때가 가사가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 에서 가사의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력 P, C, Q 요인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래의 가사가 없는 경우, 3 가지 요인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다. 이는 선행연구[8]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래 가사가 없는 것이 

주의집중력에 덜 방해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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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속과 가사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력  

 

그림 4. 배속과 가사 유무에 따른 P, C, Q 의 평균값. 

그림 4 는 재생 속도와 가사 유무에 따른 결과를 

함께 살펴본 그래프이다. 음악의 재생 속도와 

가사유무를 따로 살펴보았을 때의 결과가 잘 

반영되어 1.0 배속이면서 노래 가사가 없는 경우의 

P, C, Q 값이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P 와 Q 값의 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1.5 배속으로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은 그룹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5.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가사의 유무와 재생 속도가 사람들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은 각 조건별 표본의 

크기가 적어 통계적 검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과 

빠른 속도의 아이돌 음악만을 사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정상속도의 

음악과 인위적으로 속도가 조절된 음악을 직접 

비교하였다는 점도 이 실험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사의 유무와 재생 속도가 사람들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6 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가사가 없거나 속도가 느린 음악을 청취할 때의 

집중력이 다른 조건의 음악을 들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의 수로 다른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와 

무음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음악과 집중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며, 정상속도와 인위적 속도 

조절에서 나타나는 주의집중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로 업무의 종류 (예: 

받아쓰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 vs. 그림그리기와 

같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창작활동)에 따라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달라지는 지, 또는 영향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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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은 음악의 청취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이다. 현재 

음악 DB 에는 음악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기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 

음악 DB 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의 DB 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음반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음악의 청취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주제어 

음원 서비스, 메타데이터, 음악 생산,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네트워크 분석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오늘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제공하여 사용경험을 높이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여러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악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일은 서비스 이용자의 청취경험과 

흥미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90 년대 말까지 한국 대중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음악잡지, 음악서적, 

음악방송과 같은 비체계적이고 수동적인 방법 

뿐이었다. 이후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부터야 음악 마니아, 음악 평론가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웹진이나 maniadb  등  음악 

마니아에서 음악 연구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음악 DB 가 여럿 생성되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체계의 

음악 DB 를 통합하여 정보를 얻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DB 를 

웹상에서 통합하여 아카이브함과 동시에 이를 

시각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음악 

청취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음악 DB 를 정리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해당 음반과 관련된 시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음악의 청취경험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기준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은 Melon, 한겨례, 

태림스코어와 47 인의 전문가가 주관하여 한 달에 

걸쳐 대중 음악을 대표하는 음반을 선정한 것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에 수록된 앨범의 정보는 네이버 

한국대중가요앨범 11000, maniadb, 위키피디아와 

같은 사이트와 관련 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가 

기록 및 정리하였다.  

2. 본문 

2.1 음악 매체와 생산과정 

1898 년, 원반 모양의 디스크에 음악을 기록하고 

복제하는데 성공한 에밀 베를리너(Emile Berliner, 

1851 – 1929)[2]에 의해 음악은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산업적 사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음악이 작곡가가 악보에 기록한 

기호를 연주자가 재해석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생성되는 일을 넘어 음반에 고정된 형태로 

기록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 

이전까지 작곡가 – 연주자의 이원체계를 가지고 

있던 음악 생산과정은 음반이 제작에 다양한 

산업적 생산업체가 관여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LP·테이프·CD·mp3 와 같은  

매체의 변화는 한국 대중 음악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음반 매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음악 생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음악 생산과정의 주체 

음악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반드시 창작, 

생산, 분배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더 세분화하면 

작곡, 작사, 출판, 연주, 생산, 녹음, 마스터링, 제조, 

복제, 도소매, 홍보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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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악산업의 전통적 생산과정(R.Alvarez, 2017)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음악 생산 과정에 참

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업체들을 1) 음악제작업, 

2)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3) 음반복제 및 배급

업, 4) 음반 도소매업, 5) 온라인 음악 유통업, 6) 

음악 공연업, 7)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7가지로 분

류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0년대 이전 업체에 

대하여 활동 범위가 겹쳐 명확히 분류하기가 힘들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음반의 자켓

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음악 생산주체를 살펴보았

다. 실물 음반의 자켓에는 아티스트, PD, 노래, 작

곡가, 작사가, 세션, 녹음 스튜디오, 믹싱 스튜디오, 

마스터링 스튜디오, 제작사, EP, 기획사, 매니저, 

홍보담당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한 온라인 

음반인 mp3는 유통사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음악 생산의 필수 과정

(창작, 생산, 분배)과 업체들의 주된 활동 방식을 

고려하여 1) 음악 창작, 2) 음반 제작, 3) 음반 기획, 

4) 음반 유통이라는 4가지 분류 기준을 세웠다. 음

악 창작은 음악을 창작하는 일에 관여하는 행위자

로 아티스트, PD, 작곡가, 작사가, 세션이 이에 속

한다. 음반 제작은 녹음 스튜디오, 믹싱 스튜디오, 

마스터링 스튜디오, 제작사, EP와 같이 음악을 매

체에 기록하고 매체를 제작·복제하는 일에 관여하

는 행위자이다. 음반 기획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음반 제작비용을 투자하는 행위자로 기획사, 매니

지먼트, 홍보담당이 이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음반 

유통은 제작사 또는 기획사에게 전달받은 음반을 

유통하는 일에 매진하는 행위자로 이런 행위자로

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있다. 

 

그림 2 음악생산의 네가지 주체 

 

그림 3 음악생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다음으로 1) 음악 창작, 2) 음반 제작, 3) 음반 기획, 

4) 음반 유통이라는 네가지 생산주체 기준에 따라 

사이트 검색, 자켓 이미지, 관련 기사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분류했다. 또한 5) 앨범

명, 6) 매체 형태, 7) 공연 또는 활동 장소, 8) 위치, 

9) 장르라는 생산주체와 관련된 다섯 가지 부차적

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앨

범 히스토리와 인터뷰, 신문기사 등으로 각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네트워크 단위를 

이어 전체적인 음악 생태계를 구성했다. 

 

 

 

 

 

 

 

 

 

 

 

 

 

2.3  음악 생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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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악 생산 네트워크,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네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한 음악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위와 같은 음악 생산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네트워크를 그리는데 

이용한 프로그램은 Gephi 이며 앨범 100 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그려내는데 총 1,443 개의 

노드와 2,884 개의 엣지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에서 드러난 정보를 통해 음악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성된 네트워크의 노드와 Degree range(한 

노드당 엣지 수)를 조절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매체별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림 5  음악 생산 네트워크, LP 

먼저 LP 생산시대에는 미 8 군 출신의 가수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으며 명동을 중심으로 

아티스트들이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음반제작과 관련하여 

동아기획, 서라벌레코오드사, 그리고 

서울스투디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라벌레코오드사와 동아기획은 당시 흔치 않았던 

PD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4] 많은 수의 

명반을 남겼다. 한편 서울스투디오는 대부분의 

명반 녹음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스투디오의 위치는 동부 이촌동으로, 

1970 년 이촌동은 여의도 개발로 대규모의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던 상황으로 넓은 공간을 

이점으로 많은 수의 앨범 제작에 참여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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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악 생산 네트워크, CD 

CD 를 주축으로 한 음악 생산네트워크에서는 

앨범당 참여하는 음반 제작 노드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CD 의 제작과정이 LP 제작과정보다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늘어난 참여인원과 

복잡해진 제작과정은 음악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제작사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PD 제작 방식이 크게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4]. 따라서 음반 기획 노드를 보면 

동아기획이 독점하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여러 

기획사들이 비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스투디오의 영향력 역시 줄어들었으며 난장 

스튜디오, 베이 스튜디오, 대영 스튜디오 등 

다양한 녹음스튜디오가 등장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 시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지명이 

어느때보다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CD 

마스터링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 

기술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흔히 

홍대 1 세대라 불리는 인디 밴드들이 PC 통신을 

통해  결성되었으며 주된 활동 무대는 홍대와 

신촌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음악 생산 네트워크, mp3 

mp3 시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으로 1 인 제작 

또한 가능해지게 되며[5] 네트워크 속에서 

아티스트의 개별 영향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션의 수와 영향력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홈 레코딩의 노드 크기가 

커졌는데 이는 아티스트에게 음악창작 능력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아티스트의 활동 

위치와 녹음 스튜디오의 위치가 가까워졌다. 녹음 

스튜디오가 도심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장르의 변화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발달로 

세션이 사라져 넓은 녹음 공간을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요인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홈 

레코딩의 등장과 함께 녹음 스튜디오의 영향력이 

줄어든 와중에 톤 스튜디오와 Sonic Korea 의 

노드 크기가 돋보인다. 이 두 스튜디오는 

마스터링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로써 높은 수준의 

음향 기술력을 가진 스튜디오의 영향력은 

건재하다는 사실을 음악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3. 결론 

현재 온라인 상에서 작성되고 있는 수많은 음악의 

DB들은 앨범의 정보를 단순 기록하는 일에 그치고 

있다. 음악 DB 작성과 같은 아카이브는 단순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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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기록을 넘어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풍부한 자

료와 연결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잠재력을 지

니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 방식 중 하

나로 서비스의 사용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

토리텔링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사용가능

성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네트워크에서 드러난 정

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작사, 녹음 스튜디오와 

연주자 등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웠던 음악 생산의 

주체와 시대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앞으로 음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더욱 진전된다면 지금 듣는 음악이 만들어지

기까지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청취

경험과 흥미도를 향상시키는 음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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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기상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기상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비스 중인 뉴스레터, 기상 

어플, TV 기상 방송 등을 참고하였으며, 사용자 조사, 

소그룹 베타 테스트, 시선 추적 테스트를 통해 

피드백을 수렴했다. 본 논문은 정량적인 기상 수치만 

제공할 뿐, 그 의미는 해석해주지 않는 기존 기상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주제어 

날씨, 기상,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큐레이션, 

정보디자인.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최근 5 년 사이 기상 이변 빈도가 급증하였다. 장마철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거나, 10월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에 자연히 사람들은 기상 정보를 더 

많이 찾게 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날씨’ 

키워드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2016 년 8 월 대비 

2020 년 8 월 검색량이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논문은 이처럼 대두되고 있는 소비자의 기상 

관련 니즈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상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니즈에 적절히 화답하기 어렵다. 

날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기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량적인 숫자(온도, 습도, 강수량 

등)만 가지고 날씨 상태를 짐작하는 데 애를 먹는다. 

또한 기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습도, 풍향 등)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 

정보 해석에 드는 피로도를 높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 정보를 선택적으로 

큐레이팅하고, 그것을 일상 용어로 치환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덧붙여, 근래 변화를 맞고 있는 현대인의 정보 소비 

방식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현대인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많은 이들이 정보 과잉 상태에서 

적잖은 피로감을 느낀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선별한 정보를 구독하는 큐레이팅 모델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2000 년대 이후 다시 

떠오르고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주목, 기상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상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19 년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는 총 4,814 억 원으로, 이중 본 논문과 직접 

연관된 ‘기상 관련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은 

1.7%(81 억 원)를 차지했다 [1]. 또, 전체 기상산업 

매출액은 ‘18년 대비 ‘19 년 18.1%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레터 시장 역시 성장세가 가파르다. 뉴스레터 

솔루션 업체 ‘메일 침프(mailchimp)’는 ‘16 년 기준 

매출액 4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9 년에는 1.75 배 

성장한 7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5]. 국내의 대표적인 뉴스레터 서비스 

‘뉴닉(Newneek)’은 19 년 12 월 구독자 10 만 명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10 개월 만에 146% 

증가한 24 만 6 천 명의 구독자를 모집하였다. 

 

2. 서비스 구성 및 수익 모델 

2.1.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는 가독성 높은 

텍스트와 직관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둔다. 또한, 움직이는 이미지(GIF)와 

이모티콘을 사용해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메인 색상을 그날의 날씨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자가 날씨를 은유적으로 직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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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서비스는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가볍게 훑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서비스는 1 분 안에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압축해 전달하는 것을 목표 삼으며, 이를 위해 

고정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유동적으로 배열한다. 

기상 정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도’의 경우, 본 

서비스는 노르웨이, 한국, 미국 세 국가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주일간 정확도를 측정,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출처의 기상 정보를 사용하여 타 

서비스와 차별화를 두었다.  

 

[그림 1] 오늘의 닷씨 데이터 가공 절차 도식 

본 서비스는 이메일을 통해 그날의 기상 정보와 유의할 

점, 간단한 기상 상식을 제공한다. 기상 정보에는 

‘기온’, ‘기상’, ‘미세먼지 지수’, ‘감기 지수’, ‘체감온도’ 

등이 포함된다. 기상 정보 중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세 줄로 요약하여 전달한다. 요약문은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를 비교하는 식으로 서술하여 사용자가 

추상적인 기상 수치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날씨 요약문 하단에는 온도별 옷차림을 

추천하는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해 사용자가 옷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레터 말미에는 ‘가을철 

일교차가 큰 이유’ 등 기상 상식을 짤막하게 덧붙여 

정보성을 더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상 서비스와 달리 

기상 정보를 쉽게 풀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기상 캐스터는 날씨에 따라 음높이나 제스쳐 등 

비언어적 표현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2, 4] 본 

서비스는 기상 캐스터의 비언어적 표현과 대응하는 

요소로 색상, 이모티콘, GIF 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기상에 따라 자동으로 로고와 콘텐츠의 주요 

색상(Primary Color)을 바꾸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위기에 맞게 이모티콘 및 GIF 를 사용하는 

등이 그 예다. 

 

[그림 2] 뉴스레터 일부 발췌. 날씨에 따라 로고를 바꿨다. 

(우측은 흐린 날, 좌측은 맑은 날) 

뉴스레터의 발송 시기는 교통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주요 타겟인 직장인의 출근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본 서비스는 차량 정체로 출근 시간이 지연될 기미가 

보일 경우 사용자가 출근 준비를 서두를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발송한다. 

 

2.2. 수익 모델 

본 서비스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뉴스레터에 탑재되는 광고다. 주로 특정 직능 분야에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타 뉴스레터와 달리 기상 

정보는 범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범주에 소속된 

사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편집,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상 정보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정보이기에 

DAU(Daily Active Users)를 높이기 용이하다. 이처럼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 채널의 

강점(꾸준한 응답률, 높은 범용성)을 토대로 상업화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디자인 개선 과정 

3.1. 사용자 조사(User Research) 

3. 질문 답변 인원(명) 백분율 

Q1. 

현재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나요? 

예 10 83.3% 

아니요 2 16.7% 

Q2.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기본 어플 6 50% 

네이버 날씨 3 25% 

기상청 홈페이지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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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구글홈 

AI 스피커 
1 8.3% 

자체 제작 챗봇 1 8.3% 

Q3. 

날씨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편인가요? 

그렇다 8 66.6% 

아니다 4 33.3% 

Q4.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나요

? 

하루에 2-3 번 4 33.3% 

하루에 1 번 4 33.3% 

일주일에 2-

3 번 
4 33.3% 

Q5. 

얼마나 자주 

기상 정보를 

확인하나요

? 

매일 7 58.3% 

2-3 일에 한 번 2 16.7% 

주기적으로 

날씨를 확인하지 

않는다 

3 25% 

Q6. 

체감 온도와 

현재 온도 

중 어떤 

수치가 더 

중요한가요

? 

현재 온도 3 25% 

체감 온도 9 75% 

[표 1] 사용자 조사 설문 결과 

본 논문은 기상 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생 12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 중 대다수(83.3%)는 현재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2/3 는 이메일을 매일 확인한다고 답했다. 

과반수 응답자가 기상 정보를 매일 확인할 정도로 높은 

니즈를 갖고 있지만, 모든 응답자는 이를 위해 별도 

서드파티 앱(3rd Party Application)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66%가 날씨에 따라 

감정이 바뀐다고 답했으며, 75%는 현재 온도보다 

체감 온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2. 사용성 테스트 

본 서비스는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베타 테스트’와 

‘시선 추적 분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단기적인 관점(서비스의 첫 

인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먼저, 본 서비스는 콘텐츠 최적화를 위해 14 일간 

20 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서울대학교 학부생 9 명을 선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상 뉴스레터가 다뤄주길 바라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날씨에 맞는 옷차림 추천’을 

원한다고 답했다. ‘날씨로 인해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날씨 관련 대화거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 등 기타 제안도 언급되었다. 또,  

응답자의 77.7%는 현재 뉴스레터의 내용보다 더 

단순하고 압축된 정보를 원했으며, 내용상 위계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길 바랐다. 

이같은 결과를 참고한 디자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부가적인 정보(상세한 과학적 지식 등) 

비중을 줄여 뉴스레터 구성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날씨 섹션을 강조하기 위해 폰트 크기를 키우고, 

텍스트 양식을 통일했으며, 제목에 배경색을 넣어 섹션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덧붙여, 오늘의 날씨 섹션 

하단에 온도별 옷차림 추천표를 삽입하여 정보성을 

더하였다. 

 

[그림 3] 뉴스레터 일부 발췌. 왼쪽은 베타 테스트 이전. 

오른쪽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결과. 

베타 테스트를 거쳐 개선한 디자인은 ‘Visaul Camp’를 

활용한 시선 추적 분석을 통해 재점검했다. 피실험자는 

30 대 초반 여성 사무직 직장인으로 설정했다. 그는 

현재 3 종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으며, ‘기상 정보를 

따로 찾아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실험은 출근 준비 

전 오늘의 기상을 확인하고, 온도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추천을 확인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시선 추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히트맵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시선이 중앙선을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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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정독하기보다 이미지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스캔 패스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시선이 강조 색으로 처리된 부분에서 적절히 

멈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강조 색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별도 강조 표시를 덧붙이지 않고도 

핵심 정보를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개선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함축적인 이미지 대신 직설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빠른 이해를 돕고, 짧은 텍스트는 ‘중앙 정렬’로 배열해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강조 색 

사용은 한 콘텐츠당 5 번 이하로 제한하여 강조된 

부분과 다른 부분의 대비를 뚜렷하게 유지한다. 

[그림 4] 시선 추적 분석 결과 일부 발췌. 시선 흐름을 

히트맵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림 5] 시선 추적 분석 결과 일부 발췌. 좌측은 시선 스캔 

패스를, 우측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소요된 시간 등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은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 증가한 소비자의 기상 

정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핵심 위주로 정보를 

가공하여 이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사용성 테스트-

베타 테스트, 시선 추적 분석-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을 

통해 문제점 및 구체적인 디자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베타 테스트를 통해 기존 디자인의 시인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목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디자인을 선명한 색상 

막대로 대체해 집중도를 강화했고, 폰트 크기를 

조정하거나 텍스트 양식을 통일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용자는 풍부한 지식 대신 기상 

정보에 집중한 짧은 길이의 콘텐츠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사용자의 시선 흐름 분석을 한 

결과, 콘텐츠를 소비할 때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기 

보다 이미지 위주로 빠르게 훑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함축적인 이미지보다 직설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콘텐츠 구성을 간소화하며, 짧은 

텍스트의 경우 중앙 정렬로 배치해 시선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기상 정보를 설명할 때 어제 날씨와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제안하거나, 로고와 콘텐츠의 주요 색상(Primary 

Color)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가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쾌적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자인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조사 대상(학부생)과 서비스의 타겟 사용자(직장인)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연구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여 실제 

타겟 사용자를 다수 확보,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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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20 년 코로나 19 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 

챙김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음 챙김 기법은 수년간 심리학, 

행동학, 명상 분야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음 챙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대화의 개념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마음 정원’의 요소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 대화는 실제 말로써 발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녹음하여 듣는 자신의 

목소리와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어색해 한다. 이에 

사용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음색 조절’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마음 

정원’에서  ‘음색 조절’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했다. 또한, 사용자가 ‘음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 선택한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지 설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내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자기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제어 

음색 조절 알고리즘, 쌍대 비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사용자 경험, UX(User Experience),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Digital Healthcare 

Service), 마음 챙김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20 년 1 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현재 모든 국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큰 변화를 겪으며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실적 건수는 2020 년 

9 월말을 기준으로 51 만 건이 넘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5 년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상담건수에서  

‘불안장애’의 상담건수는 2020 년 상반기 기준,  

1 만 8,931 건으로 유일하게 불안장애만이 

2019 년에 비해 44.8% 증가한 것을 보여[1]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과 우울, 

불안의 사회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사회적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연령층으로 이러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병원, 

심리 상담 등의 치료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개인이 가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마보’, ‘코끼리’와 같은 모바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마음 챙김, mindfulness 와 

명상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출시된 대부분의 

마음 챙김, 명상 기반의 서비스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콘텐츠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는 다른 서비스와 차별점으로 스스로 

소리 내 되뇌는 자기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Kross(2014)[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쌍방향적인 마음 챙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콘텐츠를 녹음하고 듣는 자기 

대화 방법에 대한 요소의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전 연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듣는 경험이 

어색해하거나 이질적인 음성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에서 음색 조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할 것인지 대해 

검증하는 문헌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헬스케어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자기 대화를 할 때,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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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 조절 기능의 적용 방법을 제안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의 UX(User Experience)와 서비스 

플로우(Flow)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음색 

조절된 각각의 음성이 어떤 메타포(Metaphor) 

워딩과 어울리는지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사전 연구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2030 대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2020 년 3 월 24 일부터 

27 일까지 4 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한 사전 연구를 

진행했다. 남자 44 명, 여자 84 명으로 총 128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 세였다. 이 

연구에서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한 목소리와 다르거나 어색하게 

들리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제가 생각한 제 목소리와 매우 다르게 

들립니다.’가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제 목소리 같지만,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라는 답변이 46.1%로 많았다. 반면, 

‘제가 생각하는 제 목소리와 똑같이 들립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1.6%로 대부분의 답변자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실제 자신이 듣는 

자신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어색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30 세대의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선호도와 자기 대화 기반의 마음 챙김 서비스 내의 

음색 조절 기능에 대한 요소를 검증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통한 정성적 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사전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을 어색해하며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30 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의 어색함과 이질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설을 세우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해 타깃 유저(target user)가 느끼는 

편안하고 이상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들었을 때, 음색 조절되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경험과 비교하여 어색함과 이질적 감정이 

감소하였는지 구체화하였다. 둘째, 음색 조절된 

여러 타입의 자신의 목소리 중 어떤 타입의 자신의 

목소리를 선호하는지, 서비스 제공의 알고리즘을 

Saaty(1990)[3], 김재국(2009)[4]의 연구에 쓰인 

AHP (Analytics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 

과정)를 바탕으로 음색 조절된 모든 음성에 대해 

쌍대비교 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사용자가 

각각의 음성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선호도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음색 조절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는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음 정원’ 

서비스의 전체적인 훈련을 ‘마음 산책’이라는 

메타포(Metaphor)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이는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콘텐츠로 자기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정원’을 가꿔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음 산책’과 ‘마음 정원’에서 

얘기하는 정원을 가꿔가는 자연의 

메타포(metaphor) 개념을 ‘음색 조절’ 기능에도 

적용하여 제공하는 음색 조절된 자신의 목소리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연물의 워딩과 적절하게 

매칭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2. 본문.   

2.1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마음 정원’ 

‘마음 정원’ 서비스는 2030 대 청년들의 우울, 

불안감 완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우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인 자기초점주의 (Self-focused 

attention)의 불균형을 Hayes (2009)[4]의 

ACT(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및 

자기 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타깃 사용자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이질적이지 않은 자기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음색 조절’을 서비스의 핵심 기술 요소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편안하고 

이상적인 목소리로 내면 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2.2 ‘마음 정원’ 서비스의 메타포(Metaphor) 

‘마음 정원’ 서비스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원’, ‘산책’과 같은 메타포를 적용하였다. 

‘마음 산책’이란 사용자가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 훈련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마음 

정원’은 훈련을 통해 가꿔나가는 사용자의 마음 

근력을 정원 가꾸기에 빗대어 표현한다.  

2.3 ‘음색 조절’ 기능 제공 알고리즘 

• 음의 높낮이(Pitch), 포먼트(Formant) 조작 

Grondin(2016)[5]의 연구에 따르면 음성학적 

요인 중 음의 높낮이(pitch)와 포먼트(formant), 두 

가지 요인이 타인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artmann(1996)[6]의 

연구에서는  포먼트(formant)가 타인의 목소리의 

주관적인 감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는  

Grondin(2016)[5], Hartmann(1996)[6]의 

연구를 토대로 음의 높낮이(pitch), 

포먼트(formant) 값을 주요 음색 조절의 요인으로 

삼아 ‘음색 조절’의 14가지 타입을 개발하였다.  

• 목소리 심리, 감성 어휘(형용사) 

손진훈(1998), 박미자(1998), 박용국(2002) 

[8,9,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목소리 음성에 관한 

형용사 어휘의 쌍을 조사하였고, 목소리를 

표현하는 심리, 감성 어휘(형용사)와 각 표현 

어휘의 쌍을 찾아 음색 조절한 A, B, C, D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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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의 음성과 매치하여 각각의 음성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 지었다. 어휘의 쌍은 그림1과 같이 

사분면에 배치하여 각각의 음색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쌍을 이루는 심리, 감성 어휘는 

마주 보는 면에 배치하여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1 목소리 심리, 감성 어휘(형용사) 배치 

또한, 마음 정원 서비스의 ‘마음 산책’이라는 

컨셉에 맞춰 자신의 편안하고 이상적인  

목소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음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자신의 아이템을 찾아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빗대었다. 각각 음색 조절된 목소리는 

정원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과 매칭하여 

네이밍을 지정했다. 각각의 음색 조절된 14개의 

타입의 목소리는 표1과 같다.  이는 연구원들이 

20대 여, 30대 남의 음색 조절된 샘플 목소리를 

듣고 해당 네이밍과 목소리의 특성이 어울리는지 

확인하여 임의로 매칭하였고,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했다. 

표 1. 음색 조절된 목소리의 네이밍(메타포) 매칭 샘플 

음성 타입 AA BB CC DD 

네이밍 공기 조약돌 바위 구름 

 

• AHP (Analytics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 과정)를 통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 

찾기 서비스의 알고리즘 및 화면 

음색 조절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Saaty (1990)[3]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대비교 방식을 통해 음색 조절된 

자신의 목소리 타입 중,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음색 조절’ 기능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음색 조절된 14가지 타입의 목소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AHP를 통한 쌍대비교를 

제공하는 4단계의 알고리즘을 그림2를 통해 

구조화한다. 알고리즘의 단계를 설명하자면 

1단계에서는 4가지의 극단의 음색 조절 목소리 

타입을 들려준다. 2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목소리 형용사 어휘를 3개 선택하여 1단계에서 

선택한 목소리 타입의 특성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음색 

조절된 목소리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택한 극단의 목소리와 

3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음색 조절된 

목소리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편안하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선택한다. 

 

그림 2 단계별 이상적인 목소리 찾기 과정 알고리즘 

실제 서비스에서는 화면에 제시된 문장을 읽고 

녹음한 뒤,  그림3의 화면을 통해 단계별로 음색 

조절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를  비교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음색 조절된 목소리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3 사용자가 보는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 찾기 

기능의 단계별 화면(앱 페이지 제공 순서: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하단으로) 

3. 기능 및 프로세스 조작 검증 연구 

• 사용자 목소리 음색 조절 

피험자에게 사전 연락을 통해 ‘마음 정원’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문장 1개를 전달하고 음성 

파일은 m4a 또는 wav로 전달받았다.  그리고 

Apple의 기본 제공 프로그램인 Garage band의 

Proceedings of HCIK 2021

- 88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Voice Transformer 기능을 통해 음의 

높낮이(pitch)와 포먼트(formant)를 조절하여 

14개 타입의 음색 조절된 피험자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 실험 대상 및 방법 

10 명(남 5, 여 5)이 참가했으며, 평균 나이는 

28.3 세였다. 실제 앱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고 각 화면에 해당하는 음성을 

들려주어 Wizard of Oz 의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비대면 일 경우 ‘Zoom(줌)’ 

프로그램을 앱 화면을 공유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는 과정을 마친 

후에는 구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선택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에 대한 의견과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는 과정, 음색 조절된 음성 타입에 

매칭된 메타포 어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구글 설문은 총 7 문항으로 질문 목록을 

생성하기 전, 사전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한 

목소리와 다르거나 어색하게 들리시나요?’에 대한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 문항에 대한 

질의응답만으로는 참가자의 음색 조절된 음성과 

음색 조절되지 않은 음성의 정확한 비교가 

힘들었다.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참가자의 음색 조절된 자신의 

목소리 중, 최종 선택한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와 

음색 조절되지 않은 목소리를 바로 들려주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음색 

조절된 목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어색하고 이질적인 경험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진행했다. 피험자들에게 음색 

조절된 자신의 목소리 14 개 타입을 각각 들을 수 

있게 하여 각각의 목소리 타입이 어떤 메타포 

어휘에 가까운지 매칭 시켜 답변하도록 하여 

연구원이 제안한 메타포 어휘의 매칭이 적합한지 

추가로 확인하고자 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편안하고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녹음한 목소리를 음색 조절된 이상적인 

목소리로 듣는 경험은 자기 대화의 어색함을 

감소시켜주는 과정으로 자기 대화를 반영한 음색 

조절 서비스의 플로우(flow)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음색 조절된 14 개의 타입에 대한 

메타포 어휘 매칭 결과는 총 14 개 타입 중 

연구원이 제시한 매칭과는 2 개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각각의 목소리 타입별로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일한 대답을 하여 각 음성 타입에 대한 

어휘 사용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음색 조절의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자신의 듣기 편안한 이상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추가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찾은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가 

이상적이고 편안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음색 조절을 통해 찾은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낮은 음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특성을 가진 

목소리가 자신의 이상적인 목소리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사용자들의 주관식 답변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색 조절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성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음색 조절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음색 조절되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어색하고 이질적인 

경험을 감소 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감동적인, 편안함,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음 또한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대화나 사용자의 음성 

녹음과 듣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본 연구를 참고 

적용하여 사용성 향상과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 

시키는 데 활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음색 

조절된 14 개  목소리 타입에 대한 메타포의 

네이밍 매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의 특성에 따라 목소리 타입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음색 조절된 목소리의 

타입별로 참가자 과반수가 답변한 워딩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 2]와 같이 음성 

타입에 대한 네이밍을 변경하여 ‘마음 정원’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표 2 음색 조절된 목소리 타입의 네이밍(메타포) 매칭 

음성 타입 AA BB CC DD 

네이밍 

(변경 전) 

공기 조약돌 바위 구름 

네이밍 

(변경 후) 

잔디 혜성 바위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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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의 실내외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로봇을 활용한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역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새롭게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르소나 설정, 사용자 여정 지도,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주요 기능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는 자율주행 

로봇 기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펠리’의 UX 설계 

과정과 결과를 본 논문에 제시하여 실용적인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자율주행 로봇, 드라이브스루, 비대면, 사용자경험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 이하 DT)’는 

주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에 탑승한 채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며 DT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소비자들이 판매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위주의 DT 서비스가 

가능하던 외식업계에서도 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한편, 신개념 무인 유통 시스템을 구현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주변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차세대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으며, 미니 

냉장고 수준인 25L 의 용량을 실을 수 있다. 

자율주행로봇의 기술력은 세밀하고 정확한 주행과 

배달이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 안전 배달을 선호하게 

된 소비자의 니즈(needs)와도 부합한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접촉을 최소화한 

DT 서비스는 앞으로도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매장 외의 

여러 매장에서 DT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UX 방법론을 통해 서비스 

‘펠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사용자 조사 후 유저 시나리오, 

사용자 여정 지도, 서비스 블루프린트, UI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방법 

 

2. 서비스 설계 

2.1 사용자 조사 

사용자 조사 단계에서는 DT 매장 이용 경험이 

있는 20~30 대 여성과 남성 9 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DT 이용 

행태와 DT 이용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DT 를 

통한 소비 경험 전반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에서 

추출한 286 개의 로우데이터를 2 차에 걸쳐 

범주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세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인사이트과 세부사항은 표 1 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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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인사이트 세부사항 

DT 매장 

이용시 

소요시간 

단축 

· 차량 교통상황을 연동해 모바일 앱으로 

미리 주문해도 픽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DT 매장 방문 전 대기상황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 차량의 정보가 판매처에 

전달되도록 한다. 
 

In-Car 

주문 및 

결제 

·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아도 차 내에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차량 앞 스크린 또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서 메뉴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원에게 결제하지 않고 차량 내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품 

전달의 

용이성 

· 물건을 받을 때, 차종, 차와 창구 간 

거리, 신체 조건에 따라 생기는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 점원 외에 차량과 판매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사용자 여정 지도(User Journey Map) 

서비스 이용 흐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접점, 

사용자 행동, 동기, 경험과 감정, 기회, 가치 제안 

총 6 가지 항목에 맞춰 사용자 여정 지도(User 

Journey Map)를 작성하였다. 이때, 펠리의 서비스 

이용 단계는 목적지 설정, 주문, 이동, 픽업, 완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림 2. 펠리의 사용자 여정 지도 

 

2.3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시스템 맵  

(Service Blueprint  and System Map)  

 펠리는 모바일 앱과 차량 내 센터페시아가 

연동되고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 차량 위치, 

자율주행 로봇 상태, 음식점의 조리 상황 등을 

모두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서비스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와 

시스템 맵(System Map)을 모두 작성하여 

사용자와 서비스가 연결된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했다. 먼저, 사용자 여정 지도에서 

정리된 서비스 이용 흐름을 토대로 서비스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펠리의 서비스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 

 

  다음의 시스템 맵(System Map)에서는 사용자,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음식점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향을 명시하였다. 

 

그림 4. 펠리의 시스템 맵(System Map) 

 

3. 서비스 제안 

3.1 서비스 개요 

펠리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픽업 로봇을 활용해 

기존 DT 의 영역은 확장하고 프로세스는 축소한 

DT 서비스다. 모바일, 자동차, 로봇, 실시간 매장 

상황과 교통 데이터를 모두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미리 이용 가능한 DT 매장을 찾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묶음 픽업 기능을 통해 여러 매장의 

음식을 한 번에 주문 및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펠리는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으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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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존의 DT 이용 경험을 

로봇이 사용자를 기다리는 경험으로 전환하였다. 

3.2 UX Concept 

펠리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UX 

Concept 을 도출하였다. DT 의 영역은 확장하고 

DT 의 프로세스는 축소하여 새로운 DT 경험을 

제공하는 펠리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표 2. 펠리의 사용자 경험과 핵심 가치 

1) 하나로 연결되어 맛있는 하루를 선물하다 

핵심 가치 유연성, 확실함 

설명 모바일 앱, 차량 내 디바이스, 자율주행 

로봇, 실시간 매장 상황과 교통 데이터까지 

모두 연결해 더욱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집으로 가는 길, 지금 바로 가능한 DT 

핵심 가치 정확성, 예측가능성 

설명 실시간 경로 및 매장 상황, 교통 데이터로 

이용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정확하게 필터링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3) 묶음 픽업으로 더욱 특별한 한 끼를 

핵심 가치 다양성 

설명 상가 내 로봇 동선을 고려하여 한 번에 

주문 가능한 여러 매장의 메뉴 조합을 

추천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힌다. 

4) 발 달린 음식, 마중 나온 로봇 

핵심 가치 편의성, 명확성 

설명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DT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가 음식을 기다렸던 경험을 음식을 

담은 로봇이 사용자를 기다리는 경험으로 

전환하였다. 

3.3 Key Solution 

펠리 서비스의 주요 자원인 픽업 로봇은 

실내외를 모두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건물 내 여러 매장을 오가고 건물 밖에 위치한 

픽업존까지 이동하는 것은 물론 엘리베이터 

탑승도 가능하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 픽업 로봇 

내 공간을 구분지어 사용하여 음식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펠리에 

사용되는 픽업 로봇의 외관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픽업 로봇의 외관과 기능 

펠리의 묶음 픽업을 가능하게 하고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 단위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장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단위로 로봇을 대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가 내에는 픽업 

로봇이 충전과 대기를 겸할 수 있는 대기존을 

마련하고, 상가 밖에는 지상에 픽업존을 설치해 

차량이 쉽게 들어설 수 있으면서도 지정된 

위치에서 픽업 로봇을 만나 제품을 픽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3.4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펠리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단계를 토대로 제작하였으며 UI 디자인툴 

피그마(Figma)를 활용하였다.  

1) 목적지 입력 및 예상 출발 시간 설정	

  모바일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예상 

차량 출발 시간을 지정한다.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DT 가능 

매장을 추천하기 위해 한 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2) DT 가능 매장 확인	

   DT 를 할 수 있는 음식점 목록과 상가 목록을 

둘러본다. 차량과 연결된 펠리는 차량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실시간 매장 상황을 고려해 현재 

가능한 DT 매장을 정확하게 추천한다.   

3) 음식 주문 및 간편 결제 

개별 음식점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가 

내에서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여러 음식점의 음식 

조합들을 추천해준다. 이로써 상가 내 2개 이상의 

매장에 있는 제품을 한 번에 픽업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음식을 선택한 후 앱에서 간편 결제를 

실행한다. 미리 주문과 결제를 마침으로써 

사용자는 픽업시 매장에서 기다리며 주문하고 

결제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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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식 주문 및 묶음 픽업 조합 추천 

 

4) 차량 

탑승 시 주문내역 재확인 및 조리 현황 알림	

  주문 시점과 차량에 타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앱으로 주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차량에 탑승하면 주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센터페시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펠리는 매장과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차량 출발 전까지 주문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동 중 사용자는 주문한 음식의 

조리 시작 알림과 조리 완료 알림을 받는다.  

 
그림 7. 주문 내역 재확인 

 

5) 픽업존에서 로봇 상태 확인 후 음식 픽업 

  차량이 픽업존에 도착하기 전 미리 

센터페시아에서 픽업 로봇의 상태와 대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픽업 로봇은 사전에 학습한 차량 

제원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높이에 맞춰 로봇의 

높이를 조절해 사용자가 쉽게 픽업할 수 한다.  

3.5 기술적 측면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과 달리 실내를 오가는 

픽업 로봇의 경우,  GPS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3 차원 실내 지도가 필요하다. 

별도의 mapping 로봇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으며, 

대형 상가 기준으로 3D mapping 을 완료하는데 

2 일이 소요된다. 그 외에도 픽업 로봇에 사람, 

장애물을 회피하는  obstacle avoidance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펠리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유연하고 

예층가능한 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배달 서비스보다도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매장 조리상황, 

로봇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시스템에서 

최적의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매장 내 POS 를 통해 주문 내역과 조리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자의 위치와 교통데이터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 기술, 즉 차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결론 

음식점에서의 DT 는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음식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여겨지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히 차량으로 줄을 서는 수준이라 

이용자의 대기 시간은 불가피하며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픽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 배달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실내외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기존 DT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논문에서는 신기술 기반의 DT 서비스 펠리를 

새롭게 제안하는 동시에 사용자 맥락을 고려해 

세부 기능을 구체화하였다. 펠리의 UX 설계 

과정과 결과가 향후 음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제품군을 DT 방식으로 구매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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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70 일간 제한하여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뇌 전두엽의 기능변화를 휴대용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자가설문지를 

바탕으로 인지기능 및 정서,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 폰 사용 행태가 성장기 뇌 발달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자기 보고 설문지 

상 대상자와 부모 모두 주의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 적응성 및 가족내 

의사소통 과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 되었다. 영상 

검사상 반응억제능력 평가 과제(go/no-go task)와 

작업기억 평가 과제 시행 시 전두엽 부위의 활성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집단에서 증가되었다. 반면,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전두엽 부위의 활성이 감소되었다. 전두엽 부위 활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두뇌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인지기능, 청소년, 전두엽,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fNIRS)  

 

1. 서 론 

한국 중고등 학생의 스마트 폰 보유율은 95 %를 넘어 

섰다. 스마트 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과거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중독군에서 뇌 기능이나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연구되었다[1,2].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2 학년 학생 지원자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인지, 정서, 가족 

관계 등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조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저연령층 사용자에게 과다하게 

노출되는 디지털 미디어들이 성장기 뇌의 발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3].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더 생소한 세대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조절 후 fNIRS 를 이용하여 전두엽 영역의 기능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 

노출 가이드라인의 제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4].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춘기에는 뇌에 재건축이 

이뤄진다고 할만큼 전두엽의 신경 연결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뇌에서 대표적인 

인지과제에서 전두엽 활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없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일산의 한 중학교에서 시행된 70 일 

스마트폰 사용 절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학교 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절제군인 실험군 8 명, 나이와 성별이 

매치된 정상대조군 중학생 8 명과 학부모가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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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참여한 대상자들은 소아정신과 의사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과적 

현증 평가를 하여 정신과적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신과적 증상이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내과적/신경과적 결함이 있는 경우, 

ADHD 척도(ADHD-Rating Scale) 상 ADHD 규준에 

해당하는 경우, IQ 가 70 이하인 경우는 실험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6-18)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과적 문제 유무를 추가 

확인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나누어 준 폴더폰을 사용하고, PC 

사용 등 ‘스크린 타임’도 가족 약속을 통해 

최소한도(주중 1 시간, 주말 2 시간 정도)로 제한하였다.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정서, 수면 등의 기능을 자가보고 

설문지와 보호자 보고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뇌 

영상은 스마트폰 절제를 시작하기 전, 한 달 후, 70 일 

후 총 3 차례 촬영하였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대조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실험 전 후 대상자의 전두엽 기능 변화를 

설문지와 휴대용 근적외선 뇌 영상 장치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5,6,7,8].  

2.3 평가항목 

• 청소년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NI-KID): 정신과 진단 

평가 

아동 청소년용 K-WISC-Ⅲ: 지능 평가 

아동우울척도: 우울 평가 

소아용 상태-특성 불안평가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 STAI-C)  

Cambridge Automated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CANTAB): 집행기능, 주의, 시각기억, 

작업기억 평가 

• 청소년 보호자 

MINI-KID: 정신과 진단 평가 

기본 인구학적 정보 

ADHD Rating Scale: ADHD 정도 평가 

K-CBCL : 사회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평가 

• 영상 검사 

실험 대상자들의 뇌 이미지 촬영은 근적외선으로 뇌 

혈액 속 산소포화도 변화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전두엽의 활성화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근적외선 뇌 

영상 장치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인 

㈜ 오비이랩의 NIRSIT 을 사용했다. 이 장치는 거대한 

MRI 등으로나 할 수 있었던 뇌 활동 영상 촬영을 조금 

두툼한 머리띠 크기의 휴대용 장비로 측성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학생들은 이 장치를 착용하고 몇 가지 

다양한 난이도의 인지 과제를 30 분 간 수행된다. 

자기조절 및 억제능력 과제 : 자기 조절과 억제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실험화면. 충동 억제와 자기 조절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전두엽 기능 측정 과제 중 하나. 피험자는 

바라보는 화면에 녹색 상자가 나타났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다른 색 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야 함. 과제를 하는 동안 피험자는 집중을 

유지하며 목표 자극에는 반응하고, 목표 자극이 아닌 

경우에는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자극에 따른 개인의 반응 조절 능력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자기 조절과 억제 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fNIRS 전두엽 활성도 측정기를 착용하고 자기조절 

억제 능력 및 작업 기억능력 과제를 시행하는 모습. 

작업 기억 능력 과제 : ‘작업 기억’은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고 머릿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매우 중요한 전두엽 기능 중의 하나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중 필요한 것에 주의력을 

집중시켜 기억하고, 장기기억에 저장된 관련 정보들을 

꺼내서 잘 통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작업기억은 

지능, 집중력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지 과제를 수행하면 뇌를 쓰는 정도에 따라 영상의 

색이 변하게 되는데, 전두엽 활성화 정도에 따라 푸른색,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 색 등으로 변한다. 실험은 

과제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스마트폰 절제 실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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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실험군과 통제군의 뇌활성도의 차이를 기록하여 

분석해 각 그룹의 인지 기능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2) 

 

그림 2 뇌 활동 영상 측정 화면. 

 

3. 결과 

실험 전 후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정서, 인지 

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 전 후 자가 보고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결과의 집단 평균을  

independent t-test 를 통해 비교 하였다. 또한 뇌 

전두엽 영역의 기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NIRS 

영상을 기초로 connectivity 결과를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2.0 (IBM Corp, New 

York)을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실험 시작 전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실험군, 대조군 참가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 중독 척도 상 한국 중학생 

평균 수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인지 기능, 주의력, 스마트폰 중독, 

일상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의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두 집단이 모집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었다. (표 1) 

표 1. 실험–대조군의 시험전 검사 결과 집단 동질성 검정. 

 실험군 통제군 p value 

인지기능 (지능) 104.750 99.375 .423 

주의력 

 청소년 보고 18.250 16.750 .753 

 보호자 보고 7.000 5.500 .464 

스마트폰 중독 36.63 38.38 .673 

스트레스 20.88 21.63 .770 

우울 11.750 15.375 .440 

불안 5.750 9.000 .362 

 

주의집중력 설문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주의집중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 후로 

실험군에서 유의미하게 주의집중력 점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p=.038). (그림 3)  

 

그림 3 주의집중력 자기 보고 설문 비교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 < .05 

ADHD-RS 척도는 2 개의 하위 척도 (부주의 척도 & 

과잉행동-충동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하위 

척도의 점수와 총점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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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HD-RS 척도 자기보고 설문결과. † p<.1, * 

p<.05, **p<.01 

자기 보고식 주의력 척도와 마찬가지로, ADHD-RS 

척도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함 문제를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DHD-RS 총점, 

부주의 하위 척도의 경우, 실험군에서 스마트폰 

사용제한 전-후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감소하였다.  

(ADHD-RS 총점 p=0.08, 부주의 하위 척도 p=0.006). 

(그림 4).  

보호자 보고 척도의 하나인 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경우, 평균 50, 표준편차 15 인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점수가 상승할 수록 해당 척도와 

관련된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데 시험 대상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하위 척도 중 주의집중력과 ADHD 척도에서도 

실험군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후로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의집중 척도 

p=.089, ADHD 척도 p=.038). (그림 5.) 

 

 

그림 5 CBCL 설문 결과. † p<.1, * p<.05, **p<.01 

보호자 보고 설문지 상, 가족 응집성의 경우 집단 및 

시점에 따른 차이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 

 

그림 6 가족응집성 보호자 보고 

반면에 가족 적응성의 경우, 실험군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후로 해당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p=.023). (그림 7.)  

 

그림 7 가족적응성 보호자 보고 † p<.1, * p<.05, **p<.01 

 

• 영상 검사 결과 

인지과제를 수행하면 뇌를 쓰는 정도에 따라 영상의 

색이 변하게 되는데, 두뇌를 많이 쓸수록 하얀색부터 

파란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변한다. 

과제의 종류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해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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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NIRS 를 이용한 영상 결과. 

3 차의 영상과 1 차의 영상 결과의 차이를 구해 실험 

이후 전두엽 활성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9)  

전두엽의 전반적인 기능이 test 그룹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Go/no-go 와 stroop 과제 수행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그룹에서 활성도 증가를 보였다.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인 CBTT, TwoBack, 

VFT 검사에서는 test 그룹의 활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9) 

 

그림 9 fNIRS 영상으로 측정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 후, 

전두엽 영역의 활성도 차이.  

 

4. 논의  

설문 검사 결과 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후 학생과 

부모 공통적으로 주의집중력 향상과 수면의 질 향상을 

보고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검사 결과 주의집중 수준이 

정상범위에 속해 있었기에 임상적으로 주목할 정도의 

주의력 결핍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실험군에서만 치료 전후로 

‘주의집중력’ 관련 척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가족관계가 원활해진 점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후로 ‘가족 적응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은 

가족 내 의사소통 과정이 보다 원활해졌음을 시사한다.  

영상 검사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점은 

전두엽의 전반적인 기능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집단에서 상승하였다. 특히 go-no/go 과제에서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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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험자의 반응억제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작업 기억 능력을 보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CBTT_F 는 집단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CBTT_B 의 경우, 사용 제한 집단이 큰 활성도 

변화 없이 random 하게 제시되는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의 효율이 좋아져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좀더 난이도를 높인 작업기억력 과제인 2-back 검사는 

스마트폰 사용 절제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뇌활성이 

감소한 상태에서도 과제를 똑같이 잘 수행하였다. 이는 

뇌의 정보처리 효율성이 스마트폰 절제군에서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뇌의 활성화가 줄어도 같은 과제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DHD 등으로 집중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같은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뇌 활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로써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집단에서 뇌의 정보처리 효율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종합하여 볼 때 스마트폰 사용 제한 후 주의집중력이 

높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  

Go-no/go 과제에서 전두엽 부위의 뇌활성이 증가한 

것은 반응억제 능력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집단의 뇌 활동이 감소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 후 

작업기억 능력이 효율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인지기능 향상과 두뇌 발달에 스마트폰 

사용제한이 효과적일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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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도시재생은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향상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가 핵심 과정이 되며, 거버넌스 활동에는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본 논문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동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에듀테크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 

활동에서 교육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인 세운 

일대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프로그램과 참여 주체들 간에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습의 유형을 

분류하고 학습공동체로서 활동 주체 간의 관계망 안에서 

커뮤니티 에듀테크의 구성 요소를 도출한다.   

주제어 

도시재생, 학습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네트워크 분석, 에듀테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은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현시대 대표적인 도시정책이다.[1] 도시 재생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루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 

행정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1 서울시 도시재생 과업인 ‘다시세운’ 사업의 대상 지역의 공식적은 명칭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이다.  

거버넌스 활동에는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도시재생 활동에서 교육을 표방하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워크숍 등 지역특화 교육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특수한 문화자산을 복원, 

보존하는 기능이 주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이나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 고유의 교육 자원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에듀테크 적용의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인 세운 

일대1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의 

사례 조사를 통해 참여주체와 학습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수자와 학습 수요자가 고정적인 

제도권 교육과는 달리,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면서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공동의 지식을 구축하는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에듀테크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필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1.2 학습공동체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는 웬거와 라비의 

저서 상황학습 (Situated Learning) 언급된 개념으로 

자발적인 개인이 어떠한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모임을 말한다. [2] 즉, 

학습은 실천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공동체의 내 축적되는 

경함과 지식을 구성원들이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평생학습,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등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고 학습환경이 분산, 

확대되면서 학습공동체의 상호 학습 형식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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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는 단순히 기존 교육 방식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학습의 방식과 주체를 개별화하고 개별 

전문성과 학습수요가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경험한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자가 되어 지식을 전달하는 오픈소스의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자기성찰과 인생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가진 교육플랫폼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동에서 교육은 현장에서 

구성원들을 만나고 모이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를 정보화 하고 지속가능한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시도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연구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동을 새로운 교육 서비스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범위 및 활용도구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계획 정책을 2015 년부터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다시세운’ 사업을 

진행중이다. 산업재생, 공동체재생, 보행재생의 세 가지 

재생 목표를 위해 세운협업지원센터가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6-2019 년도 행사 자료를 수집하여 225 개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 분석했다.[4] 

2.2 자료의 수집과 분류 

홈페이지 공지문으로 게시된 내용은 활동명, 실행일시, 

분류, 장소, 회차, 대상, 개요, 주최, 주관에 대한 기본 

정보로, 이를 학습의 형식에 따라 기술체험, 멘토링, 

브레인스토밍, 세미나, 실습, 이론, 토크, 포럼, 

결과공유회 로 분류했다.  

기본 정보를 중심으로 행사 활동과 활동의 주체, 학습의 

형식간 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각 학습형식의 특성을 조사했다. 

표 1 학습형식  정의 

활동명 설명 

기술체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아두이노 등 

장비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워크숍이나 

키트관련 제품을 만드는 일회성에 가까운 

활동 

멘토링 세운마이스터로 지정된 장인 또는 세운 

일대의 주변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기술자문을 통해 어떠한 제품이나 개발을 

진행하는 활동 

브레인스토밍 어떠한 제품이나 주제에 관련된 상인, 

기술자,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활동 

세미나 참가자 중 1 인의 주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발표, 토의 

활동 

실습 일정 기간 동안 장비 교육, 기술 교육, 제작 

실습 

이론 교수자가 이론을 위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일 방향 활동 

토크 어떤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는 자리로서 포럼의 자리보다는 좀더 

작은 규모의 활동 

포럼 어떤 한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서 듣고 사회자의 주도하에 

발제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거나 토론하는 활동 

결과공유회 교육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활동 

  

 

그림 2 학습형식에 따른 분포 

학습형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술체험 72 개의 활동, 

전체 32%으로 가장 많은 수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는 28.9%로 실습이 두번째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멘토링, 

세미나, 포럼, 결과공유회, 이론 토크, 브레인스토밍 

순이다.  

3. 네트워크 분석 

학습의 형식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 간의 

관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역할을 추적려고 

의도했으나, 확보된 정보에서 역할 및 수강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 공급자 – 튜터를 

중심으로 활동명과 학습 형식 간의 상관관계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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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운일대 교육 네트워크 분석-기술체험 

 

그림 3 세운일대 교육 네트워크 분석-멘토링 

일회성에 가까운 기술체험의 많은 수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한, 두명의 튜터가 참여하였다. 반면 

멘토링과 실습의 경우 한 프로그램안에 많은 수의 

튜터가 참여하거나 특정 튜터에 집중되는 점이 보인다.  

이점은 장비, 기술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튜터 또는 다수의 튜터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학습형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보인다. 

적은 활동이지만 브레인스토밍, 토크, 결과공유회는 

다수의 튜터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학습형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튜터의 관계보다는 참여자의 관계를 통한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학습형식에 따라 

튜터의 수가 결정되기도 하며 지식의 전문성에 따라 

특정 튜터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에듀테크 확장 가능성 

도시재생에서 교육은 지역 내의 자원을 적극활용하고 

또한 지식전달과 습득이 실행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운 도시재생 지역 사례조사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교육형식에 따른 교수자(튜터)의 참여 양상, 그리고 

지역의 자산과 복잡한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에듀테크의 발전으로 캠퍼스 없는 대학[5], 교재와 

교수 없는 코딩스쿨[6]이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학습공동체 

접근법은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를 공동체의 공통 지식으로 

수렴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권 교육의 정형화된 

교재와 교수법과는 달리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기반 자체가 교육장이 된다.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와 학습 내용과 

자원 정보를 생성하고 아카이브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중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동 안에서 학습공동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도시재생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동에서 학습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학습 공동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정보망 구축과 이를 실제 활동과 연동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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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상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별 

대응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감염경로별, 성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이 바이러스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성 

연령별로는 10 대 여성에서, 감염 경로별로는 그룹 

감염에서 병원 방문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병원 

방문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접촉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코로나 19, 빅데이터, 정보 시각화 

1. 서 론 

 2020 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대한민국에 사회, 경제, 환경 부분에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 연구원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 19 의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출액과 방문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이로 

인한 내수 피해액은 총 4 조 4,137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 또한, 코로나 19 로 인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포장재와 

일회용품 쓰레기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폐기물 

처리장 과부하에 따른 제 2 의 쓰레기 수거 대란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었다[2]. 정부는 

코로나 19 의 대응으로 지난 3 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였고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방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4].  

 본 연구는 개인 예방 수칙 중 코로나 19 임상 증상 

발생 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후에 증상이 지속될 

시 방역 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항목에 집중하였으며, 

증상이 발현된 이후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분석 후 개인별 대응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질병 관리청에 따른 감염병 단계별 

유동인구를 분석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을 살펴보았고, 코로나 19 의 월간 누적 검색 

건수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코로나 19 증상 

발현에서부터 병원 방문까지의 기간을 성 연령, 회복 

기간, 접촉자 수, 시간의 흐름이라는 변수와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효용과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 19 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유동인구와 감염병 경보 

단계, 검색 건수로 살펴보았고,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코로나 19 의 증상 발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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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까지의 기간을 시각화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2.1 데이터 구성 

표 1 유동인구 데이터, 확진자 데이터 

data description n (데이터 수) 

유동인구 

데이터 

성별, 연령, 행정동 코드, 유동인구 

수, 측정 날짜  

10,000,000 개 이상 

경보 단계 

데이터 

정책종류, 감염병 경보 단계, 경보 

시작날짜와 종료날짜 

62 개 

검색 키워드 

데이터 

검색날짜와 감기, 코로나 19, 독감, 

폐렴의 일별 검색 수 

1643 개 

확진자 

데이터 

확진자 아이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역, 감염 경로, 확진 날짜, 

증상 발현일 

5166 개 

 

 본 연구에는 KT 에서 제공한 유동인구 데이터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코로나 19 확진자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유동인구 데이터는 1 월에서 6 월까지의 

유동인구 정보를 포함하며, 성별, 연령, 측정 날짜, 

행정동 코드 등 8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행에는 1 명의 유동인구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으며, 

월별로 100 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확진자 데이터셋은 1 월부터 6 월까지의 감염병 경보 

단계, 동일한 기간에 조사된 네이버 검색 건수와 

확진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감염병 경보 단계 

데이터는 정책종류와 감염병 경보 단계, 경보 

시작날짜와 종료날짜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키워드 

데이터는 검색 날짜와 감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폐렴의 일별 검색 수로 구성되어 있다.확진자 

정보 데이터에는 확진자 아이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역, 감염 경로, 확진 날짜, 증상 발현일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결과 

3.1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검색 현황 

3.1.1 감염병 단계 별 유동인구 현황 

 

그림 1. 1 월에서 3 월까지의 감염병경보 레벨과 전국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경보 단계 별 전국의 

유동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의 

확산세가 심했던 1 월부터 3 월 까지를 위주로 

살펴보면,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감염병 

경보단계 (1~4 단계)가 발표된 이후 유동인구의 감소 

추세가 보이며, 특히 3 단계와 4 단계에서 유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3.1.2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색현황 

 

그림 2. 월별 감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폐렴 

검색건수 

 위 그래프는 2020 년 1 월부터 6 월까지 감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폐렴의 월별 누적 검색 

건수이다. 2020 년 1 월 코로나 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위 4 단어 중,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코로나 19 였으며, 2 월에 검색건수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3.2 증상발현부터 병원 방문 시기에 대한 분석 

 3.2 에서는 증상발현부터 병원 방문 시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증상발현부터 병원 방문 시기는 

확진자 데이터셋의 증상 발현일과 확진 날짜 사이의 

기간으로 하였다. 

Proceedings of HCIK 2021

- 898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3.2.1 성 연령대별 분석 

 

그림 3 성 연령별 증상 발현부터 병문 방문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 

 

 

그림 4 성 연령별 증상 발현부터 병문 방문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 

 그림 3 은 성 연령대와 증상 발현에서 병원 방문에 

걸린 시간의 평균을 나타내며, 그림 4 는 중앙값을 

나타낸다. 각 그래프의 x 축의 왼쪽은 여성, 오른쪽은 

남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대부터 80 대까지, 

증상발현부터 병원방문에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였다. 

위 그래프를 통해 대부분의 성, 연령대에서 증상 발현 

후 6 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였을 때, 10 대 여성의 

병원 방문 시기가 가장 늦음을 알 수 있다. 

3.2.2 회복 기간과의 분석 

 

그림 5.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까지 걸린 시간과 

회복기간의 평균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에 걸리는 시간과 회복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x 축은 증상발현에서 

병원 방문까지 걸린 기간을 나타내며, y 축은 

회복기간을 나타낸다. x 축에서 나타나는 음수 값은 

증상 발현 이전 확진 판정이 먼저 난 경우를 의미한다. 

증상 발현일부터 병원 방문까지의 시간과 회복기간 

사이의 상관계수는 0.133 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약한 상관관계는 그래프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까지 걸린 

시간과 회복기간에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3.2.3 접촉자 수와의 분석 

 

그림 6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까지 걸린 시간과 접촉자 수 

 다음은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까지 걸린 시간과 

접촉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 축은 증상발현에서 

병원방문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며, y 축은 접촉자 수를 

나타낸다. 위 그래프에서 표본이 많은 구간인 

0 일에서 6 일사이에 확진자와의 평균 접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2. 0 일부터 6 일까지의 접촉자 수(표본이 없는 구간 

제외) 

걸린 시간(일) 0 일 1 일 2 일 4 일 6 일 

접촉자 수(명) 2.07 2.63 3.90 5.46 6.51 

 

 

Proceedings of HCIK 2021

- 899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3.2.4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 

3.2.5 감염 경로별 분석 

 

그림 8 감염경로 종류 별 [증상발현~병원방문]에 걸린 시간 

평균 

 마지막으로, 감염경로의 종류별로 증상발현에서 

병원 방문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을 분석해 보았다 

감염경로를 집단감염, 개인감염, 해외감염, 경로 

불분명으로 나누었고, 이들 각각의 증상발현에서 

병원 방문까지의 걸린 시간의 평균을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면 그룹 감염(4.75 일), 개별 감염(4.54 일), 

경로 불분명(4.51 일), 해외 감염(4.16 일) 순이다. 

표 2. 감염경로별 병원 방문까지 걸린 시간 

감염 경로 집단감염 개별감염 해외감염 경로 불분명 

걸린 시간(일) 4.75 4.54 4.16 4.5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증상발현에서 병원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양한 변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개인의 대응이 코로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첫번째로, 접촉자 수와의 분석을 통해 

병원 방문이 늦어질수록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상 발현 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에서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과 같은 대규모 감염 

발생 직후 개인의 증상 발현 후 병원 방문까지 걸린 

시간이 감소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병원 방문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감염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확진자들의 

정보가 추가되어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확진자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전체 감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것이며, 이는 

코로나 19 의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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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가상현실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가상 상호 

작용의 사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햅틱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평면 터치스크린 상에서 

사용자가 손가락에 착용된 햅틱 장치를 통해서 

가상객체의 형상 정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햅틱 

시스템을 제안한다. 햅틱 장치는 델타 병렬 

메커니즘을 통해서 3 자유도의 접촉력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가상 객체와 손가락 

아바타의 접촉력을 입력 신호로 하여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의 유효성은 피험자가 

태블릿 상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안 지각하는 

가상 객체의 인지 여부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주제어 

Virtual Reality, Haptic Feedback, Haptic Interface 

1. 서 론 

1.1 연구 배경  

근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하 VR) 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하 AR) 기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VR/AR 렌더링 

장치들은 대체로 시각 정보 전달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현실감과 실재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각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촉감 정보를 제공하는 햅틱 피드백 

장치 (Haptic Feedback Interface)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손가락 끝에 직접적으로 촉감 피드백을 

제공하는 햅틱 장치 (Cutaneous Feedback Haptic 

Interface)를 통하여 모바일 기기의 터치 스크린에 

표현되는 가상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5D 햅틱 렌더링의 사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 자유도의 촉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핑거팁 (Fingertip) 촉감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사용자가 평면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가상 객체의 

2.5D 표면 정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1.2 선행 연구  

햅틱 장치는 크게 피부를 직접 자극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촉감 피드백 방식 (Cutaneous Feedback) 

과 로봇 메커니즘을 통해 관절과 근육에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감 피드백 방식 (Kinesthetic 

Feedb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을 HCI, 

가상 현실 등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면 사실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평면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구조로 인해 LRA 액추에이터나 탭틱 엔진 (Apple 

Inc., USA) 등 내장된 액추에이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촉감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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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별도의 햅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터치스크린 사용시 가상객체와의 접촉 

감각을 펜에 LRA 나 Haptuator 등의 진동 

액추에이터 (Vibrotactile Actuator)를 통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개발된 바 있다 [1]. 또한 가상 

상호작용의 사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수의 

진동 어레이 (Vibrotactile Array)를 통해서 

사용자의 손끝에 가상 객체의 2.5D 표면 정보를 

직접적으로 렌더링하는 시스템이 제안된 바 있다 

[2][3].   

표 1. 3 자유도 햅틱 장치의 사양 

Weight (g)  26 

Dimension 

(mm)  

29 * 29 * 30 

Tactile 

Information 

Normal Contact Force 

Shear Contact Force 

2. 구현  

2.1 햅틱 장치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손가락에 착용하여 

태블릿 상의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 시 3 자유도의 

촉감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햅틱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자유도의 촉감 피드백을 

전달하면서도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델타 병렬 메커니즘 

(Delta Parallel Mechanism)이 있으며 [5][6] 본 

연구에서도 해당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햅틱 

장치를 설계하였다.  

장치는 상부의 작동 파트와 병렬 링크 및 접촉 

파트로 구성된다. 상부의 작동 파트는 3 개의 서보 

모터(HS-35HD, HITEC, San Diego, USA)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파트는 감각 전달을 위한 

병렬 링크와 하단에 부착된 터치펜 촉으로 

구성되어 있다. 햅틱 피드백은 상부의 서보 모터의 

회전력으로 텐던 (Tendon)으로 연결된 하부의 

델타 구조가   3 자유도의 전단력과 수직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단의 터치펜 촉은 

태블릿이 장치의 접촉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착하였다. 

 

그림 1 햅틱 장치의 도면도 및 치수(mm). (a)정면도 

(b)평면도. 

 

그림 2 햅틱 장치의 작동 구조. 노란 화살표는 감각 델타 

병렬 구조를 작동시키는 방향, 파란 화살표는 수직력 (σ), 

주황 화살표는 전단력 (τ)을 의미함. 

2.2 작동 원리 

 

그림 3 햅틱 렌더링 구성도. 가상 환경의 손가락 

아바타와 가상 물체의 접촉점 (적색원)으로부터의 

작용력을 햅틱 장치가 렌더링함. 

햅틱 렌더링을 위해서는 우선 가상환경 내에 

사용자의 손가락 아바타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손가락 아바타는 일반적인 성인 손가락의 평균 

굵기와 (평균 약 1cm) 표면 굴곡을 따랐다. 

손가락의 수평에서의 위치는 햅틱 장치 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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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터치펜을 통해서 감지되는 접촉위치로부터 

추정하게 된다. 손가락 아바타와 가상 객체의 

접촉력은 일반적으로 가상 객체의 표면에 

구속되는 프록시의 위치 ( ), 즉, 가상 환경에서의 

손가락 아바타와 물체가 접촉하는 위치와 햅틱 

장치 위치 ( )의 차이로부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4).  

 

수식에서, K 는 가상 객체와 손가락 아바타 표면 

간의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햅틱 장치는 

3 자유도를 지니기 때문에 벡터로 나타나는 접촉점 

F 를 렌더링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 과 같이 가상 

객체와 손가락 아바타 사이의 접촉 위치는 햅틱 

장치의 접촉점 매핑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가상 객체와 아바타 접촉시 프록시( )와 

햅틱장치 위치( ).   

3. 실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의 유효성은 

돌기 형태로 나타나는 3 차원의 가상객체와 

사용자의 손가락 아바타 사이의 접촉력을 햅틱 

장치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통해서 평가한다.  

3.1 실험 환경  

실험에서 사용자는 햅틱 장치를 검지 손가락에 

착용하고 태블릿 (삼성 갤럭시 북 10.6, 대한민국)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 때 가상객체와의 접촉력을 통해서 

렌더링 되는 돌기 몇 개가 경로 상에 있는지를 

보고한다. 본 실험 이전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등고선 형태로 나타나는 시각 정보와 햅틱 

피드백을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험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본 실험에서는 시각 

정보는 제거하고 촉감 피드백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지각 능력을 테스트한다.  

 

그림 5. 장치의 실험 방식. 등고선이 렌더링 된 태블릿 

PC 의 선을 따라가며 상호작용.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터치스크린 상에서 촉감 피드백 

햅틱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피부에 가상 

객체의 2.5D 형상 정보를 렌더링 할 수 있는 햅틱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햅틱 장치는 델타 병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3 자유도의 촉감 피드백을 

사용자의 손가락 끝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은 접촉력 

벡터와 접촉점을 계산하여 햅틱 장치에 매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피험자가 

햅틱 장치를 착용한 검지손가락을 태블릿 상에서 

움직이며 햅틱 시스템을 통해서 표현되는 돌기 

형상의 가상 객체를 지각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동 

액추에이터 (Tactor)등을 사용한 지각 실험을 

수행하고, 본 연구와 비교하여 제안한 햅틱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햅틱 장치를 복수의 

손가락에 장착하여 사용자의 가상 객체에 대한 

지각과 사용성에 있어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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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인지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Covid-19 사태 이후 개개인의 

접촉이 줄어듦에 따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것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이들이 병원이나 상담소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며 디지털 테라퓨틱스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1 인칭 영상 시청’이라는 처치가 사회적 고립감과 

인지된 우울감 해소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처치는 사회적 고립감 및 인지된 

우울감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Covid-19, 헬스케어, 디지털테라퓨틱스, 사회적 

고립감, 인지된 우울감, 우울증, 코로나 블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2020 년 3 월 11 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공식적 

전염병 선포 및 국제적 공중 비상 

사태(PHEIC)지정으로 전세계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1,2]. 전염성 바이러스의 

방역조치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황 및 정신 건강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3]. Covid-19 확산 이 후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문화가 부상하였다. 그 중, 의료계는 인터넷 

인프라에 힘입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확진자, 

접촉자 파악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4]. 그러나 

비대면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격리 대상자들은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병원이나 상담소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5]. 따라서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예방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 처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재유행 및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팬데믹 사태를 대비하고자 한다. 

1.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고립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며, 

사회적 고립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네트워크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형상을 

의미한다[6,7]. 사회적 고립은 분리성(Apartness) 

이나 외로움(Aloneness)등의 속성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7]. 사회적 고립감은 

외로움의 느낌, 자존감 하락 등을 야기하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8-11]. 또한 

사람들에게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 PIS)은 인지 기능(Executive performa 

-nce) 과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ing)을 저 

하시키는 위험요소이자 원인이 되며, Wilson 

(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알츠하이머 

병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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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지털 테라퓨틱스(DTx) 

디지털 테라퓨틱스(Digital Therapeutics)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질병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13]. 기존 대면 치료와 

비교하여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공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표 1. 대면 치료와 디지털 테라퓨틱스(DTx) 비교 

구분 디지털 테라퓨틱스 대면 치료 

시간 제약 없음 예약 시간 

공간 제약 없음 병원 방문 

비용 낮음 높음 

1.4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의 처치(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처치(Treatment) 방법으로 정서적 환기의 방법인 

인지 초점적 전략을 사용한다. 인지 초점적 전략은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다른 

정서로 대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14,15].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서적 환기를 위해 ‘여행 테마의 1 인칭 영상’을 

시청하고 버킷리스트(Bucket list)로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새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정서를 대체시킨다.  

2. 본문 

2.1 어플리케이션 소개 

어플리케이션 구현은 윈도우 개발환경에서 

ADT(Android Develop Tool)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호스팅 

서비스와 MySQL, PHP 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오랜 영상 시청은 우울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은 

‘1 회/일’만 가능하도록 했다. 접속 성공 시, 당일 

인지된 우울감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이 

진행된다(그림 1).   

 

그림 1 자극물 시청 전/후 인지된 우울감 측정 

인지된 우울감은 자극물 시청(그림 2) 및 정서적 

환기 프로세스(그림 3) 완료 후에도 측정한다. 

이는 처치로 사용된 자극물 및 정서적 환기 

프로세스가 인지된 우울감을 해소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 완화의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2 자극물 시청 

동일한 자극(영상)이 실험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경우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껴 처치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 생각되어, 자극물은 접속 

일자를 기준으로 매일 변경되도록 구현하였다. 

제공되는 자극물은 그림 2 와 같이 ‘여행 테마의 

1 인칭 영상’이며 실험을 위해 제작된 대조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행 테마의 사진’이 

제공되었다.  

‘여행’ 테마는 Covid-19 상황에서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였고 여행은 친근하고 

고립감, 답답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실제로 경기관광공사가 약 

75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ovid-19 상황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설문 조사에서 63%의 

응답자가 여행이라고 응답하였다. 

제공되는 자극의 ‘1 인칭’ 시점은 현실감과 

몰입감이 높은 VR(Virtual Reality)이 우울증 

치료에 대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에 근거한다[16]. 

즉, 제공되는 자극물의 현실감과 몰입감을 증대 

시켜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림 3 정서적 환기(버킷리스트 추가) 

정서적 환기 프로세스(그림 3)에서는 자극물에서 

나오는 장소를 버킷리스트에 추가하는 인터랙션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새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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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2020 년 11 월 11 일부터 11 월 

24 일까지 14 일간 시행되었다. 실험군은 ‘영상’ 

대조군은 ‘사진’ 두 개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한 

무작위배정을 통해 설계되었다. 기존 디지털 

테라퓨틱스 관련 연구에서 실험군의 이탈율이 

높았기 때문에  2:1 비율로 할당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는 병행그룹설계(Parallel group design)로 

설계되었다. 두 그룹 모두 실험 기간 동안 접속 

일수 및 접속 시간에 대한 통제는 없었다. 

2.3 측정 척도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을 위해 UCLA Loneliness 

Scale 버전 3 사용하였다. 본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Emile Courtin(2015),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health in old age:a scoping 
review 에서 사회적 고립감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은주, 확석현(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 판의 타당화에서 번역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데이터는 리버스 코딩 후 분석되었다.  

인지된 우울감 측정을 위해 1 점부터 7 점까지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그림 1). 인지된 

우울감은 피험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날마다 

측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누적 접속 수, 최종 접속 

일자 등이 수집되었다.  

2.4 분석 

데이터 분석은 SPSS 25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 

결측값에 대해 평균화 기법(Popular Averaging 

Techniques)을 이용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했고 모집단이 정규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동일 집단에 대해 처치 전/후의 인지된 우울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자극물 시청 전 인지된 우울감과 자극물 시청 후 

인지된 우울감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해 

대응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표 2. 실험군 자극물 시청 전/후 인지된 우울감 차이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인지된 

우울감 

처치전 6 4.43 .61 8.493 

(.000)* 처치후 6 4.43 .39 

p<.001* 

실험군의 경우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실험군 처치 

전 인지된 우울감과 처치 후 인지된 우울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약 0.81 점 

감소하였다. 

 표 3. 대조군 자극물 시청 전/후 인지된 우울감 차이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인지된 

우울감 

처치전 3 3.84 .83 .602 

(.608)* 처치후 3 3.78 .69 

p>.05* 

대조군의 경우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대조군의 

‘처치 전 인지된 우울감과 처치 후 인지된 

우울감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으며 약 

0.06 점 감소하였다. 

처치 방법에 따른 인지된 우울감 감소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표 4. 처치 방법에 따른 인지된 우울감 차이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처치 

방법 

영상 6 -11.31 3.26 -5.245 

(.003)** 사진 3 -.88 2.55 

p<.01** 

그 결과,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처치방법에 따라 

인지된 우울감 해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행 테마의 1 인칭 영상 시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된 우울감 해소를 나타냈다. 

그룹별 처치 전/후 사회적 고립감 해소 효과확인을 

위해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 실험군 실험 전/후 UCLA Loneliness Scale 

기간 범위(Mean±SD) t p 

실험 전 

실험 후 

2.52±.71 

2.25±.62 
-2.207 .027* 

p<.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참여 전 UCLA Loneliness 

Scale 을 통해 측정된 평균 사회적 고립감 점수 

2.52±.71 에서 사후 점수 2.25±.62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2.5 실험 결과 

실험군에게 제공된 처치가 실험군에게 인지된 

우울감 해소 효과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조군에게 제공된 처치는 인지된 우울감 해소 

효과를 유의미하게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고립감은 실험군에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종료 후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접속율의 경우 실험군 3.6%, 대조군 23.8%로 

연구팀의 예상과 달리 대조군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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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여행 테마의 1 인칭 영상 시청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상황에서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8-11]. 

본 연구는 Covid-19 권장 자가격리 기간인 

14 일동안 진행되는 단기 정신 치료라는 점에서 큰 

함의점이 있다. 우울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으로 의료비를 고려할 때 

우울증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17]. 따라서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효율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본 어플리케이션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외출 및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4.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된 

피험자들이 완전한 자가격리 상태가 아니며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2) 피험자들의 인지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시점이 정말 현실감과 몰입감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4) 영상의 

종류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5) 기존의 대면 치료와 비교하여 제안된 

어플리케이션의 처치 효과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6) 실험군에 할당된 피험자 그룹에서 사회적 

고립감 해소의 정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부분군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신 건강 문제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추 

후, 콘텐츠의 다양성/품질을 향상, 소셜 기능 추가 

등의 후속 작업 및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디지털테라퓨틱스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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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학생활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코로나 19 로 인한 전례 

없는 교육환경 변화로 2020 년도 대학교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 년도 Y 대학교 신입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서비스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연동형 캘린더 형식으로 

제공되어 학생 개인의 스케줄과 관심 분야에 맞는 교내 

교과/비교과 일정을 제안한다. 이는 1)2020 학번 

 
* 교신저자. 

신입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도출된 시간 관리, 

학교 정보 접근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는 점, 2)현재 수업 방식이 유지되거나 

전환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2020 년도 신입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서비스 디자인, 대학생활, 코로나 19, 일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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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전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현장 또한 

학생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막고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였고, 2020 년 3 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는 비대면 강의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확산되었던 2009 년 

8 월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확산되었던 

2015 년 6 월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학이 휴교했던 

사례는 존재하나[1,2], 개강 연기와 휴교를 넘어 9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020 학번 대학 

신입생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대학생활을 

경험하며,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교 내외에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 대인관계 형성 및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사회 

생활에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활적응 

기간은 단순 대학생활을 즐기는 시기에 그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준비와 자아실현의 시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4]. 

특히나 대학교 입학 후 첫 해에 진행되는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 시기의 성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이며[5], 이 때에 신입생들은 인적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득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며,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20 학번 신입생들은 인적, 물적 

지원의 제한으로 학업 및 전반적인 대학생활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그에서 오는 혼란 및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종만(202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며 예상치 못했던 학업 환경에서 시간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로 인해 학업적응 영역의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계획 및 수행하는 데 난관을 

겪었음을 보고하였다[6].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종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범세계적 

위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현재, 

비대면으로 시작된 대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줄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 년 신입생들이 

참조점이 없는 비대면 대학생활을 경험하며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0 학번 Y 대학교 신입생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서비스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모색 및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자인 요소 및 형태 도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 및 형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의 

발견(Discover)-정의(Define)-발전(Develop)-

전달(Deliver)의 과정을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7].  

2.1 자료수집 및 분석(Discover) 

● 정량자료 조사 및 분석 

먼저, 대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을 살피고자 서울 소재 Y 대학교 2018, 

2019 년도 학부 신입생들과 코로나 19 발생 이후 

입학한 2020 학번 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답변을 분석하였다[8,9,10]. 해당 

대학에서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신입생들의 배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같은 해 

12 월, 1 년 간의 대학생활을 마친 신입생들에게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상황을 학교 차원에서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 년에서 2020 년까지, 3 년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기술통계량 및 빈도분석 확인 등의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 최근 3 년간 Y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기대하는 바와 주호소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2018 년도 2019 년도 

12 월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모두 신입생들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진로계획’, ‘대학공부’, ‘시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8학년도 12월 Y 대학교 학부생 설문조사, ‘Q1.2. 

다음 항목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2020 년 2 월에 진행된 2020 년도 Y 대학교 학부 

신입생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년 신입생들의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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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항목’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깊이 있는 

전공교육’을 가장 크게 기대하였고, ‘전공/진로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지도’, ‘선후배 동료와의 인간관계 

향상’, ‘캠퍼스 내 다양한 행사(술, 문화)’ 순으로 그 

기대수준이 높았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1 년 간의 대학생활을 마친 시기에 

설문에 응한 2018 년도, 2019 년도 신입생 뿐 아니라 

2020 년도 학부 신입생들 역시 진로, 학습, 시간관리 

측면에서 지원 받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 간 토의를 통해 ‘전공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과 시간 관리를 지원하여 2020 학번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는다’는 문제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파악에는 도움이 되나 코로나 19 의 초기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그 이후 2020 년도 학부 

신입생들이 놓인 상황과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정성자료를 분석하였다. 

● 정성자료 조사 및 분석 

2020 년도 학부 신입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은 총 6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인터뷰 과정에서는 

정량자료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질문을 사용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 2020 년도 학부 신입생이 

겪고 있는 대략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예비 인터뷰 

이후에는 질문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2 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특성 

Order Subject Age Gender Residence 
Affiliatio

n 

1st 1A 20 M Seoul K Univ. 

2nd 

2A 20 F Daejeon Y Univ. 

2B 19 F Kyeongki Y Univ. 

2C 20 F Seoul Y Univ. 

2D 20 M Kyeongki Y Univ. 

2E 20 F Incheon Y Univ. 

 

예비 인터뷰의 문항은 입학 전후에 가졌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 대면 수업 전환 시 

기대되는 것, 학교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서울 

소재의 K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2020 학번 남학생이었으며,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대면 인터뷰 형식으로 1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예비 인터뷰에 참여한 1A 학생은 대학 동기들과의 

만남과 대학 강의 수강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19 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업 진행이 대면 수업보다 어렵고, 

생활습관이 불규칙해졌지만 등‧하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19 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 차 인터뷰는 10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 진행되었고, 

대면‧비대면 대학생활 비교와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9 학번 재학생을 인터뷰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참여자 5 명은 서울 소재 Y 대학의 2019, 

2020 학번 재학생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 한 시간 가량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고한 어려움과 필요성은 

크게 시간관리의 측면, 정보 수혜의 측면, 그리고 

소속감 및 연결감의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 학생들은 시간관리의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자율적 시간관리가 필요해짐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절약된 등‧하교 시간이나 공강 시간 등을 

잘 활용하고 싶음을 이야기하였다.  

정보 수혜의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로부터 충분한 정보나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받고 

싶다는 요구를 보고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2A 

학생은 학교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입학했음에도 

학교로부터 충분한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그 경로가 

산발적이어서 학생 개인이 모두 취합하여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정보 접근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인터뷰 참여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소속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소속감 및 연결감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2019 학번 재학생이었던 2D 학생은, 비대면 

학교생활이 지속되더라도 Y 대 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동문 간 인적교류가 가능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앞선 내용과 더불어, 2020 학번 신입생들은 대면으로 

학교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2 학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때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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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되었다(2C). 

2.2 자료분석결과 및 서비스 형태 도출(Define)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2020 학번 대학 신입생들이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둘째, 동기, 선배, 교수님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연결감을 

향상한다. 셋째, 비대면 대학생활에서 비롯된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한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19 의 

발생으로 대면 대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2020 학번 신입생들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선배 멘토링, 집단 상담, 

정보 전달로 나눌 수 있었다. 선행사례의 내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선행사례조사 

Area Univ. Aim Title 

선배 

멘토링 

S1 대 

-학업지원 

-인적교류 

-소속감 증진 

20 학번 신입생들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지원 

S2 대 

-학업지원 

-인적교류 

-소속감 증진 

놀면 뭐하니?  

선배랑 방구석 멘토링 

집단 

상담 
H 대 

-진로지원 

-심리지원 

대학생활 팁: 집콕에 지친 

20 학번 학생들을 위한 진로 

찾아 방방곡곡 집단상담 

모집 

정보 

전달 

S3 대 
-학교적응 

지원 

20 학번 필수시청! 화석부터 

헌내기까지 재학생이 

알려주는 S 대 가이드 

K 대 
-학교적응 

지원 

K 대생이라면 없으면 곤란할 

수 있는 필수 어플 소개 

 

위의 프로그램들은 앞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신입생들이 학교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요구 영역들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성자료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해보면 정보 

전달자(학교)와 정보 수혜자(학생) 간의 간극으로 

학교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학생에게 원활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지원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정성‧정량자료와 선행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가상 

이용자를 이해관계자 맵과 퍼소나를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될 서비스와 이해관계를 

주고받을 대상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이해관계자 맵 

2020 학번 Y 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지원을 

위해 제안될 결과물에 대한 핵심대상은 ‘2020 년도 

Y 대학교 학부 신입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될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은 2020 학번 학부 신입생 뿐 

아니라 교내 학사지원팀 및 진로지원팀 등 교직원 

전반의 업무에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대학생활로 

인적교류가 제한되어 학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각 학과 

동아리 및 학생회와도 교류가 가능하며, 

2019 학번까지의 학부생, 내년 입학생과 그 이후의 

신입생에게도 도움이 될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는 신입생들의 

부모들과 그 외 학내구성원, 타 대학 신입생, 각 학과의 

지도교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될 결과물의 가상 

사용자(퍼소나)를 구성하였다. [그림 3]과 같이 구성된 

퍼소나에는 가상의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 성향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와 짧은 문장, 성향, 원하는 목표, 

충족되기 바라는 욕구, 페인 포인트가 포함되었다. 

퍼소나는 Y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꿈꾸었지만, 코로나 19 로 인하여 원하던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집단을 대표한다.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대학교 입학 후 첫 1 년 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대했던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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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간절하다. 통학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됨을 장점으로 여기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1 학년이 끝나감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있어, 그 대신 온라인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및 욕구가 

강하다. [그림 3]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림 3. 퍼소나 

3. 서비스 제안 

3.1 서비스 개발(Develop) 

앞선 자료 분석과 이해관계자 맵 및 퍼소나 구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대면 대학생활 속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2020 학번 

신입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캘린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캘린더는 다양한 미래의 행동과 

일상을 계획하는 미래의 일정을 관리하는 도구로, 기억 

체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11]. 2020 학번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 속에서 계획에 없었던 비대면 대학생활을 하게 

되어 상당한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의 목표는 2020 학번 Y 대 

신입생들에게 시간 관리 및 학교 정보 접근성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동 가능한 캘린더 형식으로 

만들어질 결과물은, 학생 개인의 스케줄과 관심 분야에 

맞는 일정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신입생들 다수가 학교로부터 문자 

알림, 공식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그 제공 경로가 산발적이며 일관되지 

않아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검색하지 않는 한 접근하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학생들에게 통합‧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학교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수업으로 얻게 된 여유 시간 활용, 

규칙적인 일상 패턴 회복 등 효율적인 일정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핵심인 캘린더 기능의 

구조는 [그림 4], UI 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UI 는 

사용자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인터페이스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색상 및 레이아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4. 문제점에 대한 MVP Test Model 

그림 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서비스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에 접속 후, 2020 학번 

신입생들은 학내포탈시스템과 계정을 연동, 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수업시간표나 학사일정이 캘린더 

일정에 자동 등록된다. 

2) 본인이 일정을 추천받기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ex. 학술정보, 상담, 공연 등) 

3) ‘피드’ 항목은 추천 피드와 전체 피드로 나누어지며, 

추천 피드에서 사용자의 선호 카테고리 기반으로 교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고, 이를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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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다. 전체 피드는 추천 피드 외 

부가적인 교내외 일정과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  

4) 앞서 등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 서비스가 제안하는 일정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월/주/일간 스케줄을 계획한다. 

본인의 일정, 학교 공식 일정을 관리하는 기능은 

기존의 캘린더에서도 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기존에 산발적이었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일정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통합해서 

20 학번 신입생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영역의 학교 

프로그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일정에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캘린더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인터뷰에 참여했던 

20 학번 학생들이 원하던 학교 정보 접근성 향상,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소속감과 

유대감, 시간관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보다 용이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2 서비스 전달(Deliver) 

프로토타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 차례의 MVP 

test 를 실시하였다. 2020 년 11 월 19 일~12 월 10 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2 차 심층면접 인터뷰 대상이었던 

Y 대학교 학생 5 명이 참여하였다. 프로토타입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처럼 구동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어 

사용자들은 핵심 기능이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클릭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프로토타입 

체험 후 연구자들이 준비한 질문지에 답변 및 

평가의견을 작성하였다.  

1 차 MVP 테스트는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의 사용성 

및 개선 부분에 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첫 번째로 사용자들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합해 보여주는 기능이 일정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교 어플리케이션 및 기능과 

연동된다면 보다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피드백이 

있었다. 나아가 학교 수업 관련 공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보완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학교 소속감 및 연결감’ 측면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가 학교 일정을 관리해주어 편리하고 

학교 적응을 높이며 소속감 증진은 될 수 있으나, 

유대감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교의 공식 일정과 개인의 일정을 

분리/통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인의 일정과 학교의 공식 일정, 추천된 

일정을 분리 및 통합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캘린더 개발 연구[12]에서 제시된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언을 적절히 반영한 부분이기도 하다. 

1 차 MVP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을 기반으로 2 차 MVP 테스트에서는 (1) 

교내 구성원을 친구로 추가하여 일정 공유, (2) 

ON/OFF 버튼으로 학교 공식/개인/추천 일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일정 통합‧분리, (3) 수업 공지 확인, 

(4) 전자출결 및 버스예약 어플리케이션 등 그 외 학교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 보완하였다.  

2 차 MVP 테스트는 그 제작목적의 전달 정도 및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진행되었다. 2 차 MVP 

테스트에서는 (1)학교에서 제공되는 정보 접근성 향상, 

(2)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진, (3)일정 및 시간 

관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학업지원,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일정 관리 

수단과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비교하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용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5 점)’의 범위에서 답이 

가능한 5 점 Likert 척도 객관식 문항과 이유를 서술할 

수 있는 주관식 답안 형태로 의견을 기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재 모두 학교일정과 개인일정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학교일정 관리에는 학교별 

커뮤니티 및 시간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브리타임, 60%),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 공지(YSCEC) 일정표(20%), 기타 수단(20%)을 

사용 및 참고하며, 개인일정 관련해서는 삼성 기본 

캘린더(40%), 구글 캘린더(20%), 다이어리(20%), 

기타 수단(20%)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용자들이 응답한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목적 별 충족 정도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목적이었던 정보접근성 

측면은 평균 4.8 점으로 평가되었다. 사용자들은 학사 

일정이나 행사 정보 등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할 것 같으며, 이 점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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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적이었던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증진 

측면은 평균 4.2 점으로 평가되었다. 다양한 학교 

일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속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 큐레이션 내 캘린더 공유 및 메신저 

기능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 외에는 기존의 SNS 

사용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사용자들은 세 번째 목적이었던 일정 및 시간관리 

측면에 대하여 평균 4.4 점으로 평가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학교 일정과 개인 일정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답했다. 

학업 지원적 측면, 즉 “기존에 사용하던 일정 관리 

수단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사용함으로써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용자들은 평균 

4.4 점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에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해 학생들을 

지원해줌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관리 측면에서 운영자의 역할 및 업무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사용자들은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가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매우 유용할 것(평균 

4.6 점)이라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며 정보 접근성이 탁월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다면 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평균 4.6 점). 이를 [그림 6]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6. 목적 충족 및 적합도 점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MVP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개발 목적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입생 대학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한 2020 학번 Y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제안하였다.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발견(Discover)과 정의(Define) 단계에서는 

선행사례와 정성 및 정량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발전(Develop) 및 

전달(Deliver)단계에서는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의 초안을 제시하고 두 

차례의 MVP test 를 거쳐 구상한 서비스를 보다 

실제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심층 면접 참여자들이 비대면 대학생활 중 대학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크게 ‘학교 제공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연결감 결여’, 

‘시간관리’로 구분되었다. 이에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접근성 향상’, 

‘학교 소속감 및 연결감 향상’ ‘학생들의 시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세미나 및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을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일정을 개인의 일정에 바로 연동 및 추가하는 핵심 

기능을 제안,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제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들로부터 서비스 제안 

목적에 적합한 기능 제공 여부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MVP test 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종 진행된 MVP test 에서 목적적합성과 유용성, 

이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대면 상황뿐 아니라 대면 

상황으로 강의 운영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보제공 및 시간관리를 지원할 수 있어 

이용 지속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학생들(e.g., 교내 특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재학생 및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 학생)에게도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모두가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확장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되었던 

캘린더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일정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한계점[12]을 보완하여 선행연구와 연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상 전달(Deliver) 단계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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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 상황으로 인해 소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행되었기에,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제약이 

있었을 수 있다. 이에 추후 과정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를 실제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고, 다수의 연구대상을 

모집하여 3 차 MVP test 를 거치고자 한다. 또한 개발 

목적을 잘 반영하는 척도를 선정하여, 객관적 측정도구 

통해 서비스 전후 효과성을 검증하며 서비스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에서 제공할 ‘학교 정보’의 

범위, 서비스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내정보 제공 경로의 통합은 

제안된 서비스의 장점이나, 이는 곧 정보를 검열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추후 과정에서 실제 Y 대의 학생지원 또는 

정보지원팀 관계자와 의견을 공유, 협업을 추진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진로, 학업 등 다양한 정보 획득’과 ‘그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의 통일’ 및 ‘시간관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기에 2020 학번 Y 대학 

신입생들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비대면 대학생활과 불안정한 일상의 

지속으로 고립감, 학교에 대한 소속감 결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V(Virus)세대 대학생들에게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는 맞춤형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서비스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비대면 대학생활이 지속되더라도, 혹은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보다 

적응적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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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대면 모임을 위한 온라인 공간 앱 '엔빵'은 화상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그룹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소통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와 놀이 공간을 제공하며, 

재미를 유발하는 여러 오락거리를 제공하여 거리적 

제약에서 오는 연결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래 

글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목표와 

화면구성에 대해 다루고, 사용자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소개하려한다. 코로나 발 언택트 시대에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유로 교류가 끊기고 

적절한 여가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소셜 상호작용 및 서비스 기술 

 

1. 서 론 

1.1 기획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빠르게 전환된 

언택트 시대에 일상화에 따라 대다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비대면 소통 방식을 돕지만, 업무나 교육에 그 목적을 

둔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언택트 시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단순 여가,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화상 통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화상 통화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비대면 

회의 및 비대면 수업을 도와주기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무작위 화상 채팅 등과 같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중 언택트 시대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보편화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20 대 

남녀 4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화상 회의 및 

화상 수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줌’ 애플리케이션을 

그 외의 기능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66.8%로 줌의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2 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줌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한 참가자들은 그 다른 목적을 줌을 통해 

수행할 때 인터페이스나 기능 등 불편함을 겪는다는 

답변이 편리하다는 답변에 비해 많았다. 

 위 답변자들에 한정하여 수업과 회의를 제외한 줌의 

사용목적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은 

특정 다수와의 수다, 오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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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줌 활용에 관한 응답 

 

그림 2 화상 회의/수업 이외의 사용에 대한 편리성에 관한 
응답 

 

1.3 참고 어플리케이션 

‘1 대 1 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제공하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UX, UI 와 1 대 1 

통화에 최적화 되어있지만, 비즈니스의 목적이 아닌 

소통에 목적을 둔 Apple 사의 Facetime 의 UX, UI 를 

참고하였다. 비록 방향성은 다르나, ‘화상 통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 등 여러 요소를 

참고할만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메뉴 구성과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금융어플리케이션 ‘토스’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구조를 

참고하였다. 두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편하게 만든 부분을 어필해 크게 

성공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간편함을 추구하는 

해당 어필리케이션에 적절한 참고대상이라 판단했다. 

표 1. 참고 어플리케이션 

제작사 APP 이름 URL 참고한 내용 

zoom zoom https://www

.zoom.us 

화상 통화 화면 

인터페이스 

Apple Facetime apps.apple.c
om 

화상통화 화면 
디자인 

Viva 

Republica 

Toss toss.im 화면 전환 

디자인 

Kakao 
Corp. 

Kakao 
Talk 

www.kakaoc
orp.com 

메뉴 구성 
레이아웃 

 

2. 본문 

2.1 서비스 

본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쉽고 간편하게 아는 

사람들과 가상 공간을 만들고 다수가 얼굴을 보며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오락과 여가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자주 하지 못했던 물리적 만남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관계 속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통의 이유가 비즈니스 등의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만남을 통한 여가에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한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모임 공간을 

만들고 빠르게 친구를 초대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화상 식사, 음주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오락거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 

 

2.2 화면구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전 

연령대에서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예측 범위를 넓게 선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용자나, 다양한 메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최대한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방을 만들고자 하는 '호스트'와 

만들어진 방에 참가하고자 하는 '게스트'로 구분 지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에서 호스트는 방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방이 생성된다. 연락처나 메신저 앱과 

연동해 기존 연락처를 불러올 수 있고 바로 초대가 

가능하다. '게스트'는 첫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호스트'가 방을 

생성할 때 부여한 무작위 시드 번호를 입력한다. 물론, 

'호스트'가 직접 '게스트'를 초대한다면 이런 절차 없이 

알림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알림을 클릭하면 

곧바로 해당 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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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왼쪽부터 메인화면, 고유 코드 입력화면, 화상 채팅 
화면 

사용자를 등록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기타 옵션을 

사용할 때, 다양한 설정을 할 때는 현재 제공하는 

화면에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팝업창을 띄워 

새로운 메뉴를 표시하는 형식을 시도했다.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기존에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띄움으로써 사용자는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방을 시각적으로 나갈 필요 없이 원하는 설정을 하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림 4 왼쪽부터 4 인 화상 채팅 화면, 친구 팝업 창, 초대 
팝업 창 

 

2.3 사용성 평가 

본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1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사용자 평가를 하였다. 사용자 평가 대상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한 20 대 초중반 남여 1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은 

피그마(Figma)로 구현하였다. 대상자들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보면서 모두 평가점수와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사용자들은 적당한 팝업창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여있지 않고 산제 되어있는 여러 기능 

버튼들에 대해 불편함을 보였다. 또한, 대화 상대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양한 게임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 등의 문제로 화면이나 

마이크를 킬 수 없는 상대를 고려해 최소한의 텍스트 

입력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용자 의견도 있었다. 

 

그림 5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사용성 평가 

 

2.4 개선방안 

 

대화 상대를 추가하는 버튼은 필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별도의 버튼으로 배치하였다.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우측 상단 메뉴 버튼에 배치하고 

구성을 다듬어 기타 모든 설정을 한 부분으로 정렬 

하였다. 대화 상대의 화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화 상대의 화면을 최대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되, 현재 말하고 있는 

대상의 화면은 상단에 배치시켜 대화의 맥락을 잃지 

않게 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화면의 크기를 키워서 

인물과 그 주변 환경의 가시성을 높였다. 배경색은 

기존 초록 계열에서 더 어두운 진회색 계열로 

변경하여 주된 콘텐츠에 방해 요인을 제거하였다. 

팝업창은 일회성, 기화성 정보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게임 설명 등의 화면에서만 

팝업의 형식을 따르도록 하여 정보의 종류와 위계에 

따라 화면 트랜지션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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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성 평가를 반영하여 리디자인한 앱 화면. 왼쪽 
상단부터 화상 채팅 화면, 설정 화면, 친구 목록 화면, 시작 
화면, 메인 화면, 화상 채팅 및 대화 화면, 게임 실행 화면 

 

3. 결론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와 

교육만큼 물리적 접촉과 교류를 통한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전문화된 여가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스크톱을 

기반으로 한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들의 시간, 

공간적 제약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화상 채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형식과 경험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추구하는 대화 목적에 맞는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쉼터 

제공의 목적을 둔 본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목적의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한 이질감을 해소시켜 

모임과 여가, 오락과 휴식을 위한 대화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사회에서의 소통 부재를 통해 

야기되는 친밀감 상실 등의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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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웹에서 모바일로 사용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웹을 기준으로 개발된 웹툰 에디터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경험 조사를 진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인터렉티브 툰 제작을 위한 

에디터 디자인을 진행한다. 

 

주제어 

인터렉티브 툰, 웹툰, UX 디자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PC 웹브라우저로만 웹툰을 즐기던 시대와는 다르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웹툰의 

대중화와 더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끌어내는 

'인터렉티브 툰' 혹은 '인터렉티브 코믹스'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김성근 외, 2006). 

웹으로 콘텐츠를 즐기던 시절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만화에 있어 특수한 효과가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기존의 1 세대 웹툰에 특수 효과와 사운드 

등이 첨가된 형식이었다. 초창기에 호랑 작가의 

<옥수역 귀신>, <봉천동 귀신> 작품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인터렉티브 툰은 '비선형적 스토리의 

구성', '모션의 활용', '사운드의 활용', '이벤트의 활용'과 

같은 인터랙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가 더욱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성혜 외, 2010). 

하지만 과거 웹 기준으로 개발되었던 웹툰 에디터는 

인터랙션 표현에 대한 최적화가 되지 않아 작가들이 

인터렉티브 웹툰을 제작할 시에 표현의 제한이 많으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특히 웹툰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할 때,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인터랙션 요소의 발굴과 그를 

활용한 웹툰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렉티브 툰 제작 시 웹툰 작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인터렉티브 툰 제작을 위한 에디터 개발 및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2. 현직 웹툰 작가 인터뷰 

2-1. 사용자 조사 목적 및 방법 

웹 시절부터 웹툰 작가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 

포털사이트 작가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과거에 

배포한 웹툰 에디터를 활용해 작품을 집필한 경험과 

그것을 활용한 인터랙션 툰 제작에 대한 반응에 관련된 

질문을 총 다섯 명의 종사자분들께 요청했고, 총 세 

명의 웹툰 작가와 이메일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위와 관련된 질문에 답한 웹툰 작가들은 평균 10 년 

이상의 작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는 툴의 종류 

(2) 웹툰 에디터를 활용할 때의 경험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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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랙션 툰에 대한 독자와 작가의 반응 

(4) 기존에 느낀 한계점, 불만, 활용 의사 

 

2-2. 사용자 조사 결과 (분석) 

인터뷰 내용을 통해 기존 작가들이 모바일 세대로 

넘어오기 전 에디터 기능을 사용할 때 느꼈던 장점, 

단점, 희망 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기존 작가들이 작업물을 집필하는 과정 이후, 

추가 작업으로 인한 소요 시간이 적어야 한다. 툴과 툴 

사이에 연동 과정부터 효과를 입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파일을 불러와 효과를 

입히는 과정 때문에 원래 작업 이상의, 예를 들어 

번거로운 레이어 지정이나, 인터랙션 효과 선택 과정에 

시간을 너무 뺏기게 되면, 촉박한 시간을 내어 작업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몰입감을 높이는 

것과 거부감을 주는 것 사이의 범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작가들은 독자가 특정 컷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 공들여 만든 효과도, 그 효과가 

과하거나 스크롤을 내리는 기존 행동 외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할 시,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독자에게 

추가적인 동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짧고 강렬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효과를 주 기능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셋째,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을 살리는 인터랙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 세로가 긴 스크롤 

다운, 페이지 형식의 웹툰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내에 

부가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 독자에게 단말기를 직접 

회전하는 것과 같이, 특정 행동을 요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유발되었는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센서를 활용해 틸트와 같은 효과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기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센서를 활용해 기존엔 표현할 수 없던 기능들을 재현할 

수 있다. 

 

3. 디자인 제안 

3-1. 인터렉티브 툰 에디터 FIN 

본 연구팀은 사용자 조사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기존 

웹툰 에디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성능을 가진 새로운 에디터를 제안한다. 

이 인터랙티브 툰 에디터는 드로잉 소프트웨어와 

에디터 간의 연동이 가능해 추가 작업시간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인터랙션 효과를 적용할 때 뛰어난 효과 

가시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웹툰 

에디터의 특징과 사용 방법에 대한 간단 소개 

https://youtu.be/AkIJxwvLmG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디자인 특징 

1)  인터렉티브 효과 적용의 용이성 

작가가 작업한 툴에서 파일을 불러와, 지정한 인물, 

사물, 배경에 대한 레이어 단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작업 내용 또한 픽셀 단위의 세세한 조정보다는 

시각적으로 한 번에 다가오는 큰 효과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직접 수치를 적어야 하는 옵션은 대부분 

없앴으며, 선택, 스크롤바 이동과 같은 단순 형식으로 

구성했다. 적용한 효과 또한 타임라인(timeline) 방식을 

가져와 적용한 효과에 대한 이름, 시간이 가장 먼저 

보일 수 있게 했다. 

 

[그림 1] 레이어를 지정해 효과를 적용하는 모습 

 

2) 모바일 센서의 활용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이동 통신 수단 고유의 

기능인 센서를 활용하여 장면을 표현할 수 있다. 

ㆍ틸트: 화면을 보는 패널 부위를 좌우로 움직이며 

컷의 위치를 따라가게 한다. 이를 이용해 평소에는 

구현할 수 없던 좌우로 넓은 이미지 컷을 활용할 수 

있다. 

ㆍ조도: 주변 밝기에 따른 반응성을 추가할 수 있다. 

밝을 때는 안 보이는 소재가 어두워질 때 보이는 등 

환경에 따른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ㆍ소음: 주변 소음에 따른 반응성을 추가할 수 있다. 

조용할 때, 시끄러울 때 환경 차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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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침반: 방위에 따른 반응성을 추가할 수 있다. 특정 

방위에서만 작동하는 효과를 추가해, 사용자가 작품 

내용에 동조하여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2] 조도 설정값에 따른 레이어 투명도 변화 조정 작업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미리보기 

FI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작품을 올리기 전 미리 내가 지정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어플을 통한 적용 효과 미리보기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거 단순 사이트 방문량을 올리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사업인 웹툰 시장은 캐릭터 산업의 성장, 콘텐츠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 등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인터랙티브 툰 

에디터는 웹툰 작가들이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웹툰의 

강점을 증진하면서 제작 시간을 단축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에게 더 큰 몰입감을 주어 그 작품에 

흥미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디자인 

단계이지만, 향후 이러한 에디터의 개발을 통해 

인터렉티브 툰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는 인터랙션 요소들을 부여하여 

웹툰 감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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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IoT 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물 중심의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사물 중심의 관점을 탐구하기 위해 타인의 

사물과 소통하는 디퓨저인 ‘Diffo’를 디자인했습니다. 

Diffo 는 사용자의 환경의 빛의 세기를 감지하고 다른 

사용자의 Diffo 와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은 형태 변화로 

표현되고 후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Diffo 의 

디자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용자와 사물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제어 

사물 중심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형태 변화, 후각 

피드백  

1.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IoT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물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IoT 에 사람의 규칙을 

적용하기도 하고[1]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2] 등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물 중심의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3]. 

사물 중심의 접근은 집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물의 

디자인으로 연구되었습니다. (e.g, 서로 소통하는 

도자기 그릇[6], 공동 작업을 하는 스피커와 휴지 

케이스[5], 주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화분[3]) 이 

연구들은 사물 중심의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물이 타인의 사물과 

소통할 때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타인의 사물과 소통하는 사물이 

어떻게 디자인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 타인의 사물과 소통하는 디퓨저 ‘Diffo’를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용자와 사물 

간의 인터랙션을 제안합니다. 

2. DIFFO 

Diffo 는 타인의 Diffo 와 서로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디퓨저 입니다 (그림 1). Diffo 의 디자인 요소와 

인터랙션은 아래에 기술합니다. 

 
그림 1. 서로 다른 사용자의 공간에 설치된 Diffo한 쌍 

2.1 디자인  

• 후각 피드백 

Diffo는 소통의 결과로 후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후각은 사용자의 시야 바깥에 있어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며[4], 사용자의 주변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후각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향기는 존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7] Diffo가 소통하는 타인의 존재를 

부각하는 미디어로 사용되었습니다. 

•  형태 변화 

소통의 결과를 나타내는 펠트지의 형태 변화는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다른 향기의 세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메시지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모양은 

소통의 과정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강조해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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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환경의 빛 

Diffo가 보내는 메시지에 담기는 정보는 사용자의 

주변 환경의 빛 정보입니다. 빛은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자연적으로 하루 

동안 일정한 변화가 있으면서도 사람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요소로써 선택되었습니다. 

2.2 인터랙션 

• 언어 

Diffo는 빛의 두 가지 요소를 모양 변화로 

표현합니다. 디포의 페브릭 부분의 높이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고 (그림 2), 모양이 변화하는 속도는 

빛의 변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림 3).  

그림 2. Diffo의 페브릭의 높이에따른 의미 

 

그림 3.Diffo의 모양 변화 속도에 따른 의미 

• 시나리오 

Diffo는 각각 A와 B의 집에 설치됩니다(그림 4-a). 

A의 방의 불이 켜지면 A의 Diffo는 2단계에서 

4단계로 모양 변화를 5번 반복하며 B의 Diffo에게 

빛의 변화를 알립니다 (그림 4-b). B의 Diffo는 

메시지를 받고 A의 메시지를 표현한 후 자신의 

상태를 형태 변화와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림 

4-c).  

2.3 프로토타이핑 

Diffo 의 조도 센서는 현재의 빛의 양을 감지하고 

아두이노는 모양 변화를 위해 모터를 작동시키고 다른 

Diffo 에게 빛의 정보를 보냅니다. 모터는 페브릭 

파트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고 풀어 모양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림 5) . 

  

그림 5. Diffo의 내부 구조 

3. 기대 효과 

Diffo 의 사물 중심의 디자인은 사물 – 사물 

인터랙션에서 사람 -사람, 사물 – 사람의 인터랙션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 사람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iffo의 인터랙션으로 다른 사용자의 상황을 추측하고, 

추측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의 Diffo가 

상대방의 Diffo에게 빛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사용자는 상대방이 방금 방의 불을 켰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추측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상대방에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일부러 방의 불을 꺼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나리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쨰로, 사물 – 사람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ffo 의 디퓨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방의 불을 껐다가 켤 수 있을 것이고, 모양 

변화를 보기 위해 임의로 Diffo 의 빛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 4. A와 B의 집에 설치된 Diffo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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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Diffo의 사물 중심의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사물 

간의 인터랙션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떤 

인터랙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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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던 

일상 사물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피지컬 생태계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경험을 

오고 가며 정보의 분산과 같은 문제들을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Meemo 를 제안한다. Meemo 는 메모의 

온-오프라인 경험을 이어주기 위한 물리적 

매개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메모 시스템을 제공한다. 

주제어 

IoT, 피지컬, 디지털, 메모, 스캐너 

1. 서 론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더욱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무한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던 공간 또한 변형되기 

시작되었다. 기존에 우리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던 

일상 사물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검은색 디스플레이를 가진 디지털 

기기들을 자신의 공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를 매개로 디지털 세계의 

flexibility 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1]. 특히,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virtual possessions 을 생산하게 되면서 물리적인 

특징이 사라진 virtual possessions 들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2].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증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기억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3]. 이처럼 

일상에 침투한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5]. 이처럼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월드의 

괴리에서 오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월드를 이어주는 다양한 IoT 제품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온-오프라인의 메모 경험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데이터의 분산과 그로 인한 fragmentation 에 

주목하여 메모 스캐너 Meemo 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Memo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밝히고, Meemo 가 제공하는 통합된 eco system 이 

어떻게 기존의 분리된 메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물리적 매개체로서의 IoT 제품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본문 

2.1 Meemo 

Meemo 는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를 

간단히 digitalizing 해주어 디지털과 피지컬 환경에서 

발생하는 메모를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interactive physical object 이다. 

그림 1 Meemo 의 프로토타입 

Proceddings of HCIK 2021

- 927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2.2 디자인 

Simple shape 

Meemo 의 디자인은 그 기능만큼 단순하게 

디자인되었다. 전체적인 모양은 박스형태에 스캔 

피드백을 위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Slow and quite motion 

사용자들이 meemo 를 사용하는 환경은 주로 메모가 

생산되는 책상 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의 책상 

환경에서 distraction 을 최소화하기위해 소음이 적은 

스테퍼 모터와 아주 느린 속도로 디스크를 회전시켜 

조용한 피드백을 주고자 했다. 

Affordance 

 사용성의 측면에서 투입구 부분은 종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움푹 파이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메모지의 모양은 원형태로 디자인하여 넣는 행위에 

대한 어포던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2.3 인터랙션 

Meemo 의 인터랙션은 사용자가 digital 환경에 

업로드하고 싶은 메모지를 Meemo 에 넣으면서 

시작된다. Meemo 는 삽입된 메모지를 감지하여 

스캔을 시작하고, 디스크 회전을 통해 스캔 중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천천히 회전하는 디스크는 

스캔이 끝나면 동시에 정지한다. 그리고 동시에 

스캔이 끝난 메모지는 Meemo 의 뒤로 빠져나온다. 

뒤로 빠져나온 메모지는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에 

붙이거나 보관한다. 그리고 스캔된 메모지는 

사용자의 Dropbox 계정에 업로드된다. 

 

2.4 프로토타이핑 

하드웨어 

 

 

그림 2 Meemo 내부 구조 

먼저 투입구를 통해 삽입된 메모지를 감지하기 위해 

근접 센서를 활용하였다. 투입된 메모지는 

서보모터가 투입구 아래를 막아 지지하고, 업로드가 

끝나면 동시에 서보모터가 움직여 메모지가 아래로 

빠져나가게 해준다. 메모지가 스캔되는 동안에는 

Neopixel Ring 을 활용하여 내부를 밝혀주었다. 또한 

사용자에게 스캔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텝모터와 외부 디스크를 두 개의 스퍼기어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Physical 

computing 은 모두 아두이노 나노를 제어하고, 사진 

촬영과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드롭박스 업로드는 

라즈베리파이 3B 를 활용하였다. 좁은 공간에서의 

사진 촬영을 위해 광각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림 2   Meemo 의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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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그림 4 Meemo 소프트웨어 개발 

Meemo 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파이 

리눅스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개발되었다. 각각의 

모듈은 아두이노 나노를 통해 제어하고,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았다. 카메라 모듈을 통해 촬영된 

파일은 Dropbox 에 업로드를 하기위해 

Dropbox 에서 제공하는 API 를 활용하였다. 

업로드된 파일은 figure5 와 같이 Dropbo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Desktop 환경에 동기화된다. 

그림 5 Meemo 를 통해 Dropbox 계정에 업로드된 메모 

3. 기대효과 

메모 시나리오에서 피지컬 세계가 가진 장점은 

어떠한 전자적 부팅 없이 종이와 펜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접근이고, 디지털 세계가 가진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mobility 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메모를 작성하는 경험은 

유지한 채, IoT 제품을 통해 메모를 digitalizing 하는 

과정을 단축해주는 Meemo 를 디자인하였다. 

기존에는 디지털과 피지컬로 분산된 메모 데이터들로 

인해 정보의 fragmentation 이 발생한 반면에 

Meemo 는 피지컬 세계에서 생산된 메모를 빠르고 

쉽게 디지털로 업로드해주면서 두 세계의 메모를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처럼 기존의 다양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이루어지던 경험을 다양한 IoT 소품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4. 결론 

우리는 Meemo 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하나의 메모 시스템을 제안하여 기존의 분리된 

디지털과 피지컬 생태계에서 발생했던 정보의 

fragmentation 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IoT 기기가 physical medium 으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온-오프라인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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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음악� 창작은� 심리적� 안정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준다.�그러나�작곡은�많은�지식을�필요로�하기�

때문에� 현대� 작곡가들은� 창작의� 고통에� 시달린다.�

손글씨� 기반� 아카펠라� 작곡� 시스템은� 웹캠을� 통해�

필체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카펠라�음악과�미디�데이터를�출력한다.�손글씨�기반�

아카펠라�구성은�기존의�작곡�프로그램에서�보편적으로�

요구하는�필수�기능들을�함축하여�내포하고�있고�이를�

필체로�표현함으로써�정신적�부담을�줄일�수�있다.�이를�

바탕으로� 현대� 음악가들의� 음악� 작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줄이고�생성된�데이터에�애착을�느낄�수� 있게�

한다.�

주제어�

창작,�작곡,�손글씨�

서론�

음악은�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창의성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고,�창조�과정이�없는�

단순한� 연주는�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또한�음악�창작은�심리적�안정을�취함으로써�

우울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한다.�[2]�

현대� 음악� 작곡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개발과� 교육�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음악� 이론에� 조예가� 없는�

사람도�접할�수�있는�영역이�되었다.�그러나�음악�작곡은�

전문�분야에�도달할�때�많은�지식과�기술을�요구한다.�

기본� 음악,� 화성학� 이론,� 사운드� 디자인,� DAW� 도구�

사용,�미디�지식,�믹싱,인지�모델�등에�대한�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이러한�기능을�모두�수용할�수� 있는�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 지식이�

적은� 초보자는� 창조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느낀다.�

필기� 기반� 아카펠라� 작곡� 상호� 작용은� 무거운�

DAW 에서� 필수적인� 기능만을� 추출하고,� 기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여� 음악가들이� 창조적인�

활동에만�집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

한다.�

악보에서�다양한�시각적�정보는�초보자와�숙련자들의�

이해와� 반응� 속도를� 늦춘다.� [3]� 청킹을� 통해� 시각�

패턴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복잡한�

음악�관련�시각�정보를�빠르게�수집할�수�있지만�구조가�

복잡해짐에�따라�정보를�정리하는�데�시간을�할애할�수�

밖에�없다.[4]� 복잡합� 음악�인터페이스는�음악�정보를�

해석하고� 전체� 작곡� 시간을�늘린다.� 반면에�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기능을�배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다.[5]� 해당� 연구들은�음악의�시각적�정보가�너무�

혼란스럽지�않고�필요한�정보를�놓치지�않도록�필요한�

선에서�전달되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대화형�음악�시스템은�사용자에게�학습,�검색,�창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음악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주고� 그�

결과로부터� 심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숙련도가� 높을수록� 결과의� 질이� 좋아져야�

시스템이�오래�쓰일�가능성이�높다.[6]�입문음악가들을�

위한� 대화식� 음악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자들의�

학습과정에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작업하면서�

자발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없이� 컴퓨터로만� 작곡을� 하는� 행위는� 디지털�

데이터를�기록하는�행위다.�디지털�데이터는�무형식을�

포함한�디지털�특성�때문에�데이터를�기록하는�사람이�

깊이�애정을�갖기�힘들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디지털� 음악� 경험을� 물리적으로� 구현하여� 실재적�

경험에� 밀접하게�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중�

Illsusio 는�인간에게�친숙한�드로잉�활동을�통해�음악을�

만들려고� 시도했고[9],� AR 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서�음악을�만들려는�시도도�있었다.�이런�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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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라는� 물리적� 데이터를� 남기는� 행동과� 비슷해�

기존� 디지털� 데이터보다�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크다.�물리적�기록은�특히�창의적인�영역에서�

디지털�기록보다�더�적합하다.�[10]�

이러한�관련� 연구를�통해� TTAM은�몇� 가지�목표를�

세웠다.� 기존의� 음악� 작곡� 시스템에서�핵심� 기능들을�

골라�혼란을� 줄일� 것,� 일상적이면서� 아날로그� 데이터�

기록�행위와�유사할�것,�음악�이론�체계와�유사하면서�

연습을�통해�더�나은�결과물을�낼�수�있는�시스템이어야�

할�것을�목표로�설계됐다.�

TTAM(TEXT�TO�CAPELA�MUSIC)�

TTAM 은� 인간의� 가장� 아날로그적인� 기록행위인�

손글씨로부터� 아카펠라� 음악을� 생성하는� 대화형�

인터랙션�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웹캠을� 활용해� 종이로부터� 사용자의� 손글씨를�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손글씨는� 기존� 음악�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퀀스� 기반의� 실시간� 음악을�

출력한다.�해당�인터랙션�시스템을�개발하기�위해서는�

기존�작곡�프로그램을�분석할�필요가�있었고,�그로부터�

변환�가능한�요소들을�파악할�필요가�있었다.��

음악�창조�커뮤니티�macprovideo 에서�경연대회의�

일환으로� 30600 명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DAW 를� 조사했다.� 조사를� 기반하여� 직접� 체험하고�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을� 선별하고,� 사용� 경험을�

토대로� 필수적이었던� 요소들을� 추려냈다.� 분석에�

사용된�DAW�소프트웨어는�Ableton�Live,�FL�Studio,�

Studio� One,� GarageBand,� Logic� Pro,� Cubase 를�

사용했다.�[11]��

Model�
Occupancy

(%)�
Interface�

Strengthss�

Live� 20.52�
ASIO/Core�

Audio�

On-the-fly�production�

for�the�21st�century.�

Logic�

Pro�
19.20�

Core�

Audio�

Very�popular�for�

music�production�and�

composition.�

Cubase� 10.43�
ASIO/Core�

Audio�

Great�all�around�

music�production.�

(VST�Creator)�

FL�

Studio�
6.40� ASIO�

Great�

starter�DAW�and�very�

easy�to�use.�

Studio�

One�
5.71�

ASIO/Core�

Audio�

Full�featured�DAW�

made�by�Presonus.�

표� 1.� DAW� 소프트웨어� 요약가라지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기�때문에�명단에서�제외됐다.�

DAW� 소프트웨어� 상에서� 초심자와�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스텝시퀀서이다.(프로그램마다� pattern� sequence,�

beat� sequencer� 등�칭하는�명칭이�다르지만,� 편의상�

이하� 스텝시퀀서라고� 칭하도록� 한다.)� 스텝시퀀서는�

유저가�설정한�스텝�수만큼의�스텝이�있고(보편적으로�

16),� 유저가� 설정한� BPM 에� 맞춰서� 그� 스텝에�

저장돼있는�음정,�음량,�duration,�track 을�순차적으로�

출력한다.� DAW� 상에서는� 시퀀스가� 진행� 중일� 때�

재생되는� track 과� 스텝만� 표기되며,� 음정,� 음량,�

Duration 은�기본적으로�숨겨진�노트에서�유저가�직접�

설정해야�한다.�숨겨진�정보들은�유저로�하여금�더�많은�

것들을�통제해야될�변수로�다가와진다고�판단하여�이를�

손글씨의�형태에�맞게�매핑하고자�했다.� 아래의� 표는�

기존� DAW� 소프트웨어의� 음악� 요소들을� 손글씨에�

맵핑한�표이다.�

DAW�parameters� TTAM�parameters�

Track� Text�

Sequence�timing� x�coordinates�on�paper�

Pitch� y�coordinates�on�paper�

Duration� Length�of�the�text�

Volume� Height�of�the�text�

BPM� BPM�

표�2.�DAW��TTAM�parameters�맵핑�

하드웨어�환경�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iMac�

(Retina�5K,�27-inch,�2019,�3�GHz�6코어�Intel�Core�

i5)에서� 구현됐다.� 웹캠은� ABCO 사의� APC930U 을�

사용했으며,� 동영상은� 스탠드를� 활용해� 책상으로부터�

약�60cm�높이에서�촬영됐다.�

필기�인식�

손글씨를� 읽기� 위해서는� Tesseract� 기반의� google�

ocr 을� 활용했다.� OCR 은� CNN 을� 통해서� 학습이�

됐으며,� 이미지로부터� 글자를� 추출하여� 텍스트,�

텍스트의�좌표를�읽을�수�있다.� TTAM 에서는�웹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글씨를�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웸캠에� 프레임이� 입력될� 때마다� 분석하고�

글자를� 추출하였다.� 글씨를� 추출하는� 계산은� 실험에�

사용되는� 컴퓨터로� 실시간을� 커버하기에는� 많다고�

생각돼,� 웹� api 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결과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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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사용했다.� 추출된� 글자에서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파이썬� 상에서� 특정� 특수기호들을�

제거하고,�문장에서는�띄어쓰기,�줄바꿈�등을�제거하는�

전처리를� 시행했다.� 파이썬을� 통해� 전처리된�

텍스트들은� 추후� 추가� 연산을� 대비해� txt� 확장자로�

캐시를� 만들어서� 저장했다.� OCR 을� 통해서� 읽어낸�

좌표는�좌측� 두�좌표의� y값의�차이와�우측� 두�좌표의�

y 값의�차이의�평균을� height 로� 산정하고,� 하단� 두�

좌표의�x 값�차이와�상단�두�좌표의�x 값�차이의�평균을�

duration 으로� 산정했다.� � web 캠을� 통해�읽어지는�

이미지의� 가로� 픽셀을� 설정한� 스텝만큼� 나눈� 것을�

스텝의�단위로�설정하고,�이미지의�세로�필셀을� pitch�

단계로� 나누어� pitch 의� 단위로� 설정했다.� 음정과�

스텝은�글자의�좌측� 하단�좌표를�단위로�나누었을�때�

나오는� 값으로� 설정했다.� 해당� 값들은� JSON� 형태로�

저장돼었다.��

음성�추출�

추출된�글자는�Wavenet�기반의� google 에서�개발한�

TTS 를�통해�음성�mp3파일로�변환됐다.�해당�파일은�

저장소에� 저장돼어� 추후�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재호출될�때,�추가적인�생성�없이�바로�호출할�수�있도록�

했다.�TTS 에서는�이후�Vocoder 를�통한�pitch�조절을�

고려해�어떠한�파라미터도�수정하지�않았다.�

저장된� JSON� 파일은� MAX 에서� dictionary� 형태로�

불러왔다.� MAX 에서는� BPM� 기반의� step�

sequencer 을� 구현해놓고,� TTS 로부터� 생성된�mp3�

파일들을�buffer 에�저장시켰다.�sequence 를�진행하는�

BPM 은�max� 상에서�파라미터로서�유저가�조절할�수�

있다.�

소리�출력�

타이밍에� 맞춰� 스텝이� 실행되면� step 에� 해당하는�

mp3 파일은�max 내에�구현해놓은� vocoder 를�통해�

변조되어� 출력하도록� 했다.� 변조� 과정� 중에는�

dictionary 로부터� 받은� pitch 와� duration 에� 맞춰�

신호를�변경하도록�조정했다.��

midi�

이를�통해�나온�결과물은�추후�midi�데이터로�export 할�

수�있도록�max�내부에�구현해놓은�캐시에�저장시켰다.�

해당� 캐시에는� track� number,� duration,� pitch,�

timing(절대값),� volume 에� 해당하는� 값들을�

dictionary�형태로�저장하고,�track 에�사용된�text 들을�

list� 형태로� 저장한다.� 해당� midi� 데이터는� 추후�

출력시에�다른�DAW에서�사용할�수�있는�규격이다.�

결론�

�

그림�1�손글씨를�통한�작곡과정�

 

그림�2�TTAM을�사용하는�모습�

필기를�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상호작용은� 기존의�

디지털�기반�대화식�음악�시스템보다�창작�영역에서�더�

적합하다.�이는�기존의�DAW에서�복잡한�인터페이스로�

인한� 인지� 과부하를� 줄이고� 아날로그� 데이터� 녹음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창작� 과정에서� 음악가에� 대한�

심리적�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다.�진입장벽을�낮추어�

음악인들은� 가감없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며,이는�

작곡과정에서�피상적인� 작업을� 줄여� 작곡의�효율성과�

집중력을�높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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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시청�

제약�방식은�주로�아동에게�초점이�맞춰지었으며,�기능�

선택권이�있는�성인에게는�제약�방식이�심리적�저항을�

일으켜�유튜브�시청을�더욱�갈망하게�될�가능성이�있다.�

시간� 시각화� 액자는� 현재� 시간의� 풍경� 사진과� 현재�

시간으로부터� 유튜브� 시청� 시간만큼� 감소시킨� 과거의�

풍경사진을�동시�표시한다.�이는�인간의�시간�흐름�인지�

방식과�어울리는�방식으로�사용자에게�심리적�거부감이�

들지�않은�채로�유튜브�시청�시간을�효과적으로�전달할�

수�있다.�전달된�정보는�중립적인�넛지를�유발하여�시청�

시간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수�있다.�

주제어�

넛지,�스크린�타임,�데이터�시각화��

�

1. 서�론�

1.1 유튜브로�인한�문제�발생�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지식들을� 빠른� 속도로�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다.�하지만�스크린을�시청하는�시간은�연령대와�

상관없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1,2],� 비디오�

콘텐츠들은�학업의�집중을�방해한다.[3]�

1.2 강압적�제약의�한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린� 타임과,� 유튜브� 타임�

트래커�등� 다양한�동영상�시청�시간�모니터링�기능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제한�방식을�제안해왔다.�해당�방식들은�기능�

사용의�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는� 성인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적용되기� 힘들고,� 오히려� 강압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용자가� 제약� 대상을� 이전보다� 더�

갈망하게�될�가능성이�있다.[4]�

대부분의� 시간� 관련� 데이터들은� 수치로서� 중립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다른�

물리량들과�같이�절대적인�물리량이�아니며,�실재하지�

않기� 때문에[5,6]� 상황,�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인식된다.�[7]�유저로부터�심리적�거부감�없이�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에� 밀접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넛지� 이론과� 시간� 인지� 방식을� 바탕으로,�

심리적�부담�없이�장기적으로�사용�가능한�유튜브�시청�

시간�데이터�시각화�방식을�제안한다.�

�

2. 본문�

2.1 넛지�

디지털�넛지를�통한�사용자의�행동�제한은�그� 효과를�

입증해왔으며,� 강압적으로� 시간을� 제약하는� 방식보다�

장기적인�관점에서�유용하게�쓰일�수�있다.[8][9]�

유튜브� 시청시간� 시각화� 액자는�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기�위해서,�시간�변화를�인간의�인지�방식에�더�

밀접하게� 표현하여� 납득�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을�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시청을� 중단하는� 것을�

기대할�수�있다.�

2.2 시각화�이미지�

시간의� 흐름은� 역사와� 문화와� 관계없이� 직선적,�

순환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인지했을� 때에�

감지할�수�있다.�[10]�

우리는�시간에�따른�공간의�변화를�극단적으로�비교할�

수�있는�이미지�보여주어,�유저로�하여금�시간�흐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자� 했다.�

이미지의� 공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오른쪽에는� 현재�

시간대의� 선택한� 공간의� 이미지와� 좌측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만큼� 앞당겨진�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그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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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이미지는�dynamic�wallpaper�공유�커뮤니티와�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을� 사용했으며,� 특정� 시간대가�

누락된� 이미지들은� 불투명도를�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합성을�진행했다.(그림�2�참조)�

�

2.3 유튜브�시청�시간�데이터�수집�

구글�크롬에서�제공하는�api 를�바탕으로�유튜브의�시청�

시간을� 측정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확장프로그램은�활성화된�창의� 유튜브� 재생� 시간만을�

측정하여,� 최소화된� 채로� 소리만� 재생하는� 유튜브의�

시간은�제외한다.�해당�데이터는� JSON�파일�형식으로�

chrome� local� storage 에� 저장됨과� 동시에�

라즈베리파이가�수신할�수�있는�서버에�3분�간격으로�

업로드�한다.�JSON�파일은�당일�유튜브�시청시간,�당주�

시청� 시간,� 당월�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외부� 서버로�

유출되지�않는다.��

�

그림�3�JSON�데이터�형식�

�

2.4 액자�

�

그림�4�액자�구성�부품�

사용자의� 시선을� 많이� 끌지� 않으면서� 심리적� 부담감�

없이�볼�수�있는�책상�액자를�선택했다.�사용된�액자는�

가로�20cm,�세로�15cm이다.�액자의�뒷면은�제거�후에,�

라즈베리파이� 4B 와� 7 인치� 스크린을� 사용했다.�

라즈베리파이와� 스크린은� 아크릴과� 조립하여�

고정했으며,�무소음�쿨링�케이스를�통해�방열했다.�

라즈베리파이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발신한�

JSON파일을�통해�유튜브�시청�시간을�불러오고,�이를�

통해�디스플레이�절반�우측엔�현재�시간대의�이미지를,�

절반� 좌측에는� 현재� 시간에서� 시청� 시간만큼� 제외한�

과거�시간대의�이미지를�표시한다.��

3. 결론�

 

그림 5�유튜브�시청�시간�시각화�액자�

시간에� 대한� 인지� 과정에� 부합한� 방식으로� 시간�

데이터를� 시각화� 했을� 때,� 수치적인� 표현보다는�

부정확하지만�더�직관적으로�공감할�수�있다.�이를�통해�

심리적인� 거부감� 없이� 본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을�

자각하고,�더�나아가�생산성이�향상될�것을�기대할�수�

있다.[11,12]�

그림�1�시각화�이미지�

그림�2�불투명도�합성을�통해�생성된�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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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대학교 미디어 인터랙션 디자인 수업의 일

환으로 고기쟁이를 위한 요절방지 어플리케이션 

‘풀.떼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풀.떼기’는 유아

기에 기저귀를 떼고, 소아기에 한글을 떼고, 청소

년기에 문제집을 뗀 후, 성인기에 비로소 풀을 떼

어야 할 고기쟁이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 어플

리케이션은 본인이 섭취한 고기의 칼로리를 기록

하면 섭취해야 할 채소량을 제안해준다.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휴대용 분광분석

기 SCiO의 기술을 활용한다. 

주제어 

식단 기록, 육류 칼로리, 채소 섭취량, 요절 방지, 

SCiO 분광분석기 

1. 서론

1.1 기획 목적 

서론에 앞서 육류 섭취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류

를 ‘고기쟁이’로, 그런 고기쟁이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채소를 ‘풀떼기’로 지칭함을 밝히고자 

한다. 하루 2끼 이상 육류를 섭취하는 고기쟁이들

은 상대적으로 풀떼기 섭취량이 저조하다. 다이어

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식단 관리를 

하다가 1-2주 중 하루 정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음으로써 몸을 ‘속이는’ 치팅데이 (cheat 

day)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 개념을 역으로 활용

하여 일주일 중 6일 동안 마음껏 고기를 즐긴 뒤 

몰아서 풀떼기로 만회할 수 있는 하루를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영양학적 사실에 기반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자

하며, 이 어플리케이션이 ‘섭취한 고기의 칼로리’

를 ‘섭취해야 할 채소량’으로 환산하는 구조는 영

양학적 만회가 아닌 양심적 만회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눈 앞의 요절을 조금씩 피해가다

보면 어느샌가 지속적으로 풀떼기를 조금씩 섭취

하고 있는 고기쟁이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1.2 벤치마킹 

식단을 기록하는 앱 중 ‘눔 코치’가 있다. ‘눔’은 

건강관리, 체중조절 등과 관련된 컨텐츠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코스를 제안한

다. 앱의 첫 사용 시 건강습관 관련 스크리닝 질

문을 통해 맞춤 코치를 지정해 주고, 식단 기록 

이외에도 레시피 서비스와 심리를 자극하는 희망

찬 멘트들을 제공한다. 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다 다루는 다이어트 앱 ‘눔’과는 달리, ‘풀

떼기’는 오직 식단 기록 중에서도 육류의 칼로리 

기록에만 집중한다. 또한 희망찬 멘트보다는 재치 

있지만 다소 경각심을 일으키는 멘트로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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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풀.떼기’의 화면과 주요 기능 

 

그림 1. '풀.떼기' Transition Chart  

 

표 1. 화면별 기능 및 목적 

화면 기능 목적 

1 스크리닝 페이

지 

치팅데이 설정 

2 메인 페이지 고기 섭취량 추가 

및 기록 

2-1 식품명 검색 페

이지 

식품명으로 100g당 

칼로리 검색 

2-1-1 섭취량 선택 페

이지 

섭취한 고기량에 

해당되는 칼로리 

정보 수집 

2-1-2 SCIO 연동 페

이지 

SCIO로 식품 스캔 

및 측정 

3 치팅데이 당일  

메인 페이지 

누적 고기 섭취량 

확인 

3-1 치팅데이 정산 

페이지 

섭취해야 할 풀떼

기 추천 

 

2.2 요절을 방지할 풀떼기량 추천 

식단에 육류가 포함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

행하여 섭취한, 또는 섭취할 고기의 칼로리를 입

력한다. 두 가지의 정보 입력 방식이 제공된다. 첫 

번째 방식인 식품명 검색 방식은 검색창에 식품명

을 입력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100g 기

준 칼로리를 검색한 후, 가시적으로 쉽게 접근 가

능하도록 제공되는 ‘한 조각, 두 조각, 1인분, 2인

분’… 등의 이미지 버튼 중 해당량을 클릭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휴대용 분광분석

기)로 고기를 스캔해 칼로리 정보를 얻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SCiO의 기술을 연동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조리되지 않은 생고기’와 ‘기기 지참’

이라는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온다.) 이렇

게 6일 동안 본인이 섭취한 고기의 칼로리 정보가 

수집되면, 마지막 치팅데이에 누적된 고기 칼로리

에 대응하는 풀떼기량을 ‘x kcal (고기) = 1/20 x g 

(풀떼기)’의 공식에 대입해 환산해준다. 대략 항정

살 1인분이 당근 반 조각으로 환산되는 공식이다. 

이는 다소 살벌한 멘트로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다행이네요, 이번 주는 당근 반 조각으로 생존 가

능합니다.’

 

그림 2. 두 가지의 정보 입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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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iO 근적외 분광분석기와의 연동 시스템 

적외선 광원을 물질에 투과할 때 분자의 진동으

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물질을 확인

하고 성분을 측정하는 SCiO의 기기와 어플리케이

션에서 측정된 칼로리 정보가 연동된다. 다만 앞

서 언급했듯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만큼, 따라오는 몇 가지의 한계점은 고

려하지 않고자 한다. 한계점으로는 첫째, 조리되지 

않은 생고기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분

광분석기술이 탑재된 특정 디바이스 혹은 휴대용 

SCiO 기기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3. 사용성 평가 

3.1 페이퍼 프로토타입 사용자 테스트 

 육류 섭취를 즐기는 A(남, 22세, 대학생), B(여, 

25세, 휴학생, 스타트업 CEO)와 고깃집에서 페

이퍼 프로토타입을 통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SCiO 휴대용 분광분석기를 지참해 생고기를 스

캔해보는 행위까지 모의적으로 실현하고. 사용자

로 하여금 화면의 순서를 예측해서 나열해보게 

하였다. 그 후 두가지의 task를 제공하고 관찰하

였다. 첫째, 사용자로 하여금 방금 섭취한 고기의 

칼로리를 메인 페이지에 추가하도록 하였고, 둘

째, 치팅데이 당일이라는 전제 하에 섭취해야 할 

채소량을 정산받도록 하였다.  

 

그림 4. Paper Prototype Test (2020.10.31) 

참여자 A(남, 22세, 대학생)의 화면 예측률은 

80%, task 성공률은 100%였다. 일련의 화면 나

열 과정에서 화면의 depth가 가시적으로 느껴지

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스

와이프 제스처와 팝업창을 활용해 해당 문제를 

보완하였다.  

참여자 B(여, 25세, 휴학생, 스타트업 CEO)의 

화면 예측률은 100%, task 성공률은 100%였다. 

해당 테스트에서 정산 페이지 후 되돌아갈 홈화

면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섭취량

을 선택하는 단위 중 ‘조각’이 상당히 가변적으로 

다가와 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섭취량 선택 단위를 ‘인분’으로 통일하였다.  

3.2 가상의 시나리오 기반 설문조사 사용자 평가 

 Google 설문지를 사용하여 서울대입구역 보쌈집

에서 돼지고기 보쌈을 주문해 섭취하는 가상의 시

나리오를 설정하고, 다음의 다섯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였다.  

 

표 2. 구글 설문조사 질문지 

Q1.  당신의 식단에 육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고기 섭취량을 기록하기 

위해 '풀.떼기'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실

행할 것인가요? 

Q2.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메인 페이지에 

그림 3. 치팅데이 정산 페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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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고기 기록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추가 버튼을 찾기 용이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Q3. 당신이 섭취한 고기의 칼로리를 기록하

기 위해 메인페이지의 추가 버튼을 눌

렀습니다. 검색창에 식품명을 입력해 해

당 음식을 찾은 후, 해당량을 선택합니

다. 해당량을 선택하는 다음 방식들 중 

어떤 것이 더 편리한가요? 

Q4. 꿈만 같았던 6일이 지나고 치팅데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치팅데이 고지서를 

정산한 후 오늘 먹어야 할 풀떼기량을 

제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Q5. 당신에게 건강에 대한 양심을 만회할 

하루(치팅데이)와, 만회할 양심의 양(풀

떼기량)을 지정해준다면, 더 마음 놓고 

행복하게 고기를 섭취할 수 있을 것 같

나요? 

 

Q5의 답변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저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질문들

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용자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고기 섭취량을 선택하는 기존의 방식은 (그림 

5)의 좌측 페이지와 같이 선제시된 이미지 내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선지의 한계가 있었다. 우측 

페이지는 숫자를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안이 제시되었을 때, 설문 답변자들은 우측 페이

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수정하였

다. 

 

 

그림 5. (좌측) 섭취량 선택 기존 페이지 /  

(우측)섭취량 선택 수정 페이지 

 

3.3 리워드 구조와 마켓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 

Pre-Usability Test를 진행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리워드 구조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제적 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한 확장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치팅데이에 환산된 채소량에 해당되

는 샐러드 제품을 추천해 구매행위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4. 결론 

‘풀.떼기’를 통해 사용자는 양껏은 아니지만 양

심껏 채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7일을 주기로 눈 

앞의 요절을 피해가다 보면 그 덕에 더 긴 고기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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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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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om.co.kr/moneyback.html?utm_sour

ce=Naver&utm_campaign=Brand_AD&utm_med

ium=PC_Campaign&utm_term=2020_Q1_newco

py03&utm_content=Tittle 

 

2. SCiO-The World’s Only Pocket-Sized NIR 

Micro Spectrometer 

https://www.consumerphysics.com/scio-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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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개요�

모아가든은� 다중� 참여형� AR�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모아’를�활용한�콘텐츠이며,�한국의�꽃에�대한�정보를�

공유하며�체험하는�AR기반의�미디어�콘텐츠다.�

기획목적�

모아가든은�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꽃에� 대한� 정보를�

감각적으로�전달하는�동시에�자신의�새를�통해�꽃을�

피워내면서�미디어아트에�참여하는�경험을�할�수�있는�

콘텐츠다.���

작품내용�

사용자는�호스트,�게스트로�나뉘어서�모아가든에�참여�

할�수�있다.�한�명의�사용자가�호스트가�될�수�있으며,�

호스트는� 게스트� 사용자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콘텐츠를�시작�할�수�있다.�호스트가�테블릿�PC에서��

start 버튼을�눌러�콘텐츠를�시작하면�모든�사용자들은�

자신의� 페르소나인� ‘새’� 캐릭터를� 부여� 받는다.�

게스트는� 4 종류의� 새� 들이� 랜덤으로� 배정되며�

호스트는� 다른� 형태의� 새로� 자신이� 다른� 역할임을�

나타낸다.��

모아가든은� 4 명의�사용자가�동시�체험할�수�있도록�

기획� 되었다.� 공간� 인식을� 위해� 모아가든� 중앙에는�

로고가�바닥에�위치하고�있으며,�4 개의�기둥이�설치�

되어� 있다.� 이� 기둥은� 호스트가� 씨앗을� 생성하는�

위치로�사용된다.�2 면의�벽에는�4종의�화병이�프린트�

되어�설치�되어�있으며�플레이�시작과�동시에�병에서�

꽃이�피어나게�된다.�또한�공간을�인식해�비와�꽃잎이�

내려� 바닥과� 기둥에� 쌓이는� 모습을� 증강� 현실에서�

감상할�수�있다.��

유저들은�호스트가�생성한�씨앗을�선택해�공간�중앙에�

떨어뜨릴�수�있다.�기둥위에�생겨난�씨앗을�터치하면�

내� 새가� 날아가� 씨앗을� 물어� 중앙� 꽃� 더미에�

떨어뜨린다.� 유저는�피어나는�꽃을�감상하는�동시에�

그�꽃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사용자가�피워낸�

꽃은�다른�사용자들에게�공유된다.���

�

그림�1�모아가든�콘텐츠�실행�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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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차별성,�기대효과�

모아가든의� 키비쥬얼은� 한국문화원형에서� 영감을�

얻었다.� 전체적인� 색감은� 단청의� 색을� 리디자인해�

사용�하였고�한국에서�쉽게�볼�수�있는�꽃(달맞이꽃,�

무궁화,�수국,�매화)을�오브제로�삼았다.�추후�개발할�

콘텐츠에는�다른�오브젝트를�사용해�다양한�콘텐츠로�

변화�시킬�예정이다.�

 

�

�

�

�

 

그림�2�모아가든�오브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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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발전해가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농인의 비대면 

감정 전달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 및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의 추가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비대면 의사소통 시 텍스트, 화상 통화로만 

대화해야 하며 이것조차도 통역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감정 표현과 소통 방식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인의 스마트폰 사용환경에서 

의사소통 프레임 및 사용시나리오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텍스트와 이모티콘이 결합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수화티콘이 상용화된다면, 

농인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청인은 일상 속에서 수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농문화를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수화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한국수어(KSL)발전을 위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AI, 의사소통,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수화티콘, 

이모티콘, 농인, 비대면, 유니버설 디자인 

1. 서 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메신저와 통화와 같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청각장애인 중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음)은 

청인(聽人, 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 농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과의 의사소통 시 음성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화와 국어가 다른 

어순과 문법을 지녔기 때문에 기존 문자언어 기반의 

통신 서비스에서도 의사소통에 한계점을 느낀다.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의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2013)에 따르면, 비대면 의사소통 

시 수화통역사가 농인의 수화를 청인에게 원격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지만, 긴급상황 및 

행정업무 등의 정보전달 용도로 쓰일 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서비스마저도 농인이 

통역을 의뢰하기 위해 3∼4 일 전에 

수화통역센터에 신청하여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통역 지원을 못 받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욕구는 많으나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기존 농인의 원거리 의사소통 시 프레임워크 

또한 다양한 농문화로 인해 같은 수화여도 마치 

영어와 한국어처럼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여 

농인과 농인의 대화에서도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청인에게는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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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농인의 

경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농문화 간 

소통이 매우 까다롭다. 

게다가 몸의 움직임, 표정 등의 비수지 신호까지 

모두 인지해야 의미가 완성되는 수화의 특성상,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농인의 감정과 정보 

전달에 추가적인 제약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농인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할 경우, 정보와 감정 전달에 있어 청인보다 더 

큰 제약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농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농인과 청인의 원거리 의사소통 상황에서 

장벽을 없애고, 매끄럽게 풍부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용자 분석 및 연구 목적 

비대면 상황에서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과 

사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 6 호" Partners with 

Kakao(2018,05)를 참고하였다.  

우선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국어 

문법체계를 따르는 문자 언어 기반의 메신저 

사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에 따른 수화의 다양성(허일, 2016)에 

따르면, 수화는 명확한 조사와 어순이 없는 대신 

시선 처리 및 동작으로 부족한 의미를 보충한다. 

비수지신호 사용이 익숙한 농인은 제 2 외국어를 

배우는 청인과 같이 개별 단어를 통해 전반적인 

글의 맥락을 전달하거나 인지할 수 있으나, 어법에 

맞춰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림 2 조사를 사용하는 국어와 달리, 시선 처리를 통해 

의미를 보충하는 수화 예시 

다음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농인은 의사소통 시 

감정 표현에 제약이 따른다. 대면 환경에서 농인은 

표정과 몸짓 등의 비수지신호를 사용해 정보와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비수지 기호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다. 목소리의 억양을 활용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며, 문자기반의 

메신저는 문자 언어의 특성 상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할 수 없어 감정 표현에 제약이 생긴다. 문자 

언어와 함께 사용되는 이미지 기반의 이모티콘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지정되어 있어 적절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화상통화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따른 통화의 

품질 차이가 있고, 데이터 소모량이 많으며, 이동 및 

활동 중 사용이 힘들어 자유로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 발신자와 수신자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 속에 노출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농인은 문자 

언어 기반의 메신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전달 

매체들의 특성상 감정 표현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인이 

비대면 상황에서 수화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에서 자유로워질 방안이 필요했고, 

청각장애 2 급의 농인 천정우님의 인터뷰 내용 중 

문자 언어를 시각 언어로 대체했을 때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표정 및 

손동작을 인식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수화통역'과 '수화티콘' 기능을 모션 인식, AI 

기술이 결합 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 

기존의 메신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3. 기능 제안 

3.1 기술 현황 

헝가리 기반 스타트업 SignAll 웹사이트(2017)에 

따르면 현재 SignAll 은 각각의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에 특정 색이 입혀진 특수장갑을 통해 좌푯값을 

읽고 이를 입력된 ASL 문법에 따라 텍스트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미국 수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통역사의 도움 없이 AI 를 이용해 수화를 

통역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림 3 특수장갑을 통해 손의 좌푯값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ign All (이미지 출처_Brainerd 

Dispatch ‘New artificial intelligence helps teach 

Brainerd ASL students’) 

또한,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 발렌틴 

바자레프스키(Valentin Bazarevsky), 판 장(Fan 

Zhang) (Google AI Blog, 2019)에 따르면 구글 AI 

연구소에서는 특수 장갑 등의 추가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손짓을 추적하고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연구와 달리 특징 분석 및 추적이 쉬운 손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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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인식이 시작되며, 정확도는 95.7%에 

달하며, 이후 3D 좌표를 이용한 손가락 추적을 통해 

알고리즘이 사전에 입력된 손짓과 손가락 관절 

각도를 비교해 의미를 해석한다. 이러한 기술 

예시를 통해 모바일 카메라와 AI 기술을 활용한 

수화 인식 및 통역 기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스마트폰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해 인식 가능한 

손동작 사례 (이미지 출처_Google Blog ‘On-Device, 

Real-Time Hand Tracking with MediaPipe’) 

3.2 기능 제안: 수화 통역 

첫 번째 기능은 수화통역 기능이다. 기존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능처럼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수화를 인식하고, 

이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이용해 국어의 어순과 문법에 맞게 텍스트로 

변환해준다. 수화티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다음 아래와 같이 키보드 하단에 두개의 버튼이 

생성되며, 왼쪽버튼으로 수화 인식을 진행하고 

오른쪽버튼으로 수화티콘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폰 키보드 인터페이스 디자인 (좌 수화통역, 

우 수화티콘) 

3.3 기능 제안: 수화티콘  

두 번째 기능은 앞서 소개한 수화 인식 기능을 

활용한 수화티콘(수화+이모티콘) 기능이다. 

기존의 미모지(Memoji, 사용자의 피부 톤, 

헤어스타일, 눈 등 이목구비를 사용자화 하여 3D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기능)에, 사용자의 수화를 

인식하여 생성된 수화 그래픽을 더하고, 번역된 

텍스트와 함께 전달한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수화티콘을 선택해 상대방의 

채팅창에 전송할 수 있다. 수화티콘 생성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인식된 수화를 그래픽으로 만든 뒤, 

가장 적절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생성된 

수화티콘에서 추천된 텍스트 중 상황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를 고를 수 있으며, 활자 크기와 색상은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수화티콘은 수화 이모티콘과 텍스트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청인과 농인, 농인과 농인 

간 대화를 자유롭게 이어줄 수 있다. 또한 

수화티콘은 영상통화와 달리 발신자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수화티콘 편집을 통해 기존 이모티콘보다 

사용자의 감정과 기분을 더욱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전송 UI 

3.4 수화 통역과 수화티콘 기능의 의의 

 

그림 7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알고리즘 

아래의 [그림 8]는 수화통역과 수화티콘을 활용한 

경우, 농인과 청인 간의 원거리 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레임 워크다. 이는 

[그림1]‘원거리 시 농인의 의사소통 프레임 워크’에 

비해 수화통역사가 없어도 농인과 청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수화와 텍스트를 

합쳐 수화티콘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었고, 

이는 농인과 청인 간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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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8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사용 시 농인의 의사소통 

프레임워크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 

사이의 감정 전달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결합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을 제안했다.  

국제수화통역학을 전공하시고, 한국 ICT 접근성 

연구센터 이사를 맡고 계신 농아사회정보원 김상화 

원장님께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렸고,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개성 있고 다양한 감정 표현에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존 이모티콘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가 지정되어있어 감정표현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사용자가 직접 이모티콘과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감정 표현에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수화의 언어학적 측면에서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 제안한 

'수화통역'과 '수화티콘' 서비스가 지속해서 사용될 

경우, 사용자들이 반복해서 손동작을 인식시키고 

수화티콘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수화 

빅데이터는 추후 한국수어(KSL)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농문화의 기준이 

되어 줄 표준 수화 어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청인은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농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청인은 수화의 

손동작과 비수지 신호를 나타내는 이미지, 의미를 

나타내는 텍스트가 결합한 수화티콘을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접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수화 교육과 더불어 농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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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room II –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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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미디어 아트, 인터렉티브 아트, 웹 

1. 작품 개요 

전략적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최적의 어포던스를 
갖춘 경험 디자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인터렉션에 
반자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다. 해당작업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포착하여 그들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를 내러티브의 
소재로 활용한다.  

 

2. 기획 목적 

해당 작업은  2018 년 서강대 이멀시브홀에서 전시를 

했었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설치작업 ‘Bedroom’을 

인터렉티브 웹 아트 작업으로 변주한 작업이다. 

 
[그림 1] ‘Bedroom’의 영상 부분 한 장면.  

 

3. 작품 내용 

1) Bedroom 의 내용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아도 편안하고 아늑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점점 높아지는 소리와 눈을 관통하는 

강렬한 빛에 관객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빛과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관객들은 그것이 결국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영상은 마무리 된다. 

 
‘Bedroom’은 관객이 실제 침대에 누워서 프로젝션 

맵핑된 화면을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영상의 
초반부에는 객실을 표현하는 영상과 소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전면과 바닥 스크린 곳곳에 CCTV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는 
일상을 보여진다. 그러다 갑자기 기괴하고 불안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가 갑자기 모든 스크린이 

하얗게 변하며 관객에게 강한 빛이 쏘아지고, 화면은 
금세 시선을 바꿔 침대에 누워 있는 관객을 담으며 

작품은 끝난다. 

 

[그림 2] ‘Bedroom’이 재생되고 있는 공간을 촬영한 사진  

 

2) Bedroom II 의 내용  

‘Bedroom II’는 'Bedroom'을 온라인 상의 공간에 

옮겨가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한 작업으로, 'Bedroom'이 
관람객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주했다면, 
해당작업은 관람객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와 

독백극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1 인칭 시점의 장면, 
대사를 자막을 띄우는 형식 등으로 관객은 처음부터 
본인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임을 인지하며 참여하게 

된다.  

 

관객은 혼자 방안 침대에 누워 그닥 친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게 되고, 그 전화에서 답한 
관객의 목소리는 실시간으로 샘플링이 되어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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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의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의 트랙으로 활용되며 

이는 환청으로서 표현된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한 채 
관객은 수면 유도 앱을 켜고 잠을 취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수면 유도앱에서 플레이 된 파도 소리는 관객의 
예상과 다르게 점점 기이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 결국 잠에 들지 못해 메모앱에 들어가 자신이 

적어놓은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본다.   

 

메모 하나당 하나의 사운드 트랙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점점 사운드가 변주되고 고조되다가, 세번째 메모를 
누른 이후 자신의 목소리가 반복되어 들리게 되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이가 환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 녹음을 하고 다시 들었을 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결국 이 모든 소리는 관객의 

환청과 망상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며 끝난다.   

 

 

[그림 3] ‘Bedroom2’의 앱 디자인 작업 스크린샷  

 

[그림 4] ‘Bedroom2’의 개발 작업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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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손글씨 인식은 중요한 응용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글의 경우에는 공개된 페이지 단위 데이터의 부재로 
연구 및 응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낱글자 단위 한글 손글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페이지 단위 데이터를 합성하고, 한글 손글씨 인식 deep 

neural network (DNN) 모델을 학습합니다. 또한, 이를 

접목시킨 웹 기반 손글씨 인식 서비스 <Calligram>을 

구현하고 시연합니다. 

주제어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1. 서 론 

1.1 손글씨 인식 

손글씨 인식 (handwriting recognition, HWR)은 

사람이 직접 필기한 글을 인식하는 문제로, 중요한 응용 

문제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손글씨 

인식은 종류에 따라 이미 작성된 글을 스캔하여 
인식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필기 도구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오프라인 방식 [1]과 온라인 방식 [2] HWR 연구 모두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2 한글 손글씨 인식 연구 현황 

한글은 26 개의 낱글자로 이루어진 영문과 달리, 
14 개의 자음과 10 개의 모음이 결합된 11,172 개의 

낱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글씨 인식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특히 페이지 단위 손글씨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는 영문과 달리, 한글은 낱글자 단위의 손글씨 

데이터만 공개되어 있어, 페이지 단위 한글 손글씨 인식 
연구는 저조한 편이며, 저희가 아는 바, 인공지능을 

활용한 페이지 단위 인식 모델에 관해 발표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1.3 페이지 단위 손글씨 합성 및 모델 학습 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한글은 페이지 단위 데이터의 부재로 

손글씨 인식 모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낱글자 단위의 한글 손글씨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페이지 단위 손글씨 

데이터를 직접 합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1) 낱글자를 이용한 페이지 단위 한글 손글씨 합성 

2) 페이지 단위 한글 손글씨 인식 DNN 모델 학습 

3) 손글씨 이미지 텍스트 추출 웹 서비스 구현 

2. 페이지 단위 손글씨 합성 및 모델 학습 

상술한 바와 같이 한글 낱글자 단위 손글씨 이미지를 

활용하여 페이지 단위 손글씨를 합성합니다. 낱글자 
이미지에 전처리를 거쳐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맞게 

캔버스에 배치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2.1 한글 낱글자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손글씨체가 포함된 한글 

낱글자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EIRIC 전자 정보 연구 센터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2447 가지 
낱글자로 구성된 손글씨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모든 

낱글자가 포함된 손글씨체는 52 가지가 있습니다. 

2.2 페이지 단위 손글씨 합성 

상술한 낱글자 이미지 데이터를 캔버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단위 손글씨를 합성했습니다. 낱글자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캔버스에 배치될 수 있도록 배경 

제거 및 크기 통일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실제 
손글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임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낱글자에 이동, 회전, 밀림 등의 

이미지 변환을 임의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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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페이지 단위 손글씨 합성을 위한 임의 변환 

2.3 OrigamiNet 모델 학습 

손글씨 인식을 위한 DNN 모델로는, 영문 손글씨 인식에 

하계 최고 성능을 보인 OrigamiNet [3]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낱글자 개수가 80-90 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2447 가지 낱글자 대신 <별 헤는 

밤>에 등장하는 168 개의 낱글자로 이루어진 제한된 

한글 손글씨에 대해 학습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합성에는 168 개 낱글자로 이루어진 임의 

텍스트를 사용했으며, 전체 손글씨체 52 가지 중 

42 가지는 학습, 나머지 10 가지는 검증 데이터 합성에 

사용했습니다.  

3. 웹 서비스 구현 

저희는 위에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Django 기반 웹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최신 UI 트렌드를 고려한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UX 디자인을 거친 후에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Django ORM을 활용하여 로그인, 글자 인식 기록 등을 

구현하였고, Bootstrap 을 이용하여 데스크탑 및 

모바일에서 모두 동작하는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 

3.1 손글씨 인식 모델 학습 결과 

모델 학습 및 검증을 위해 42 개의 손글씨체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와 10 개의 손글씨체로 구성된 검증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는 RTX TITAN 4 개로 

27 시간 동안 학습을 거친 최종 결과입니다. 

데이터셋 

구분 

손글씨체 

종류 

이미지 개수 문자 오류율 

학습 42 7560 1.3% 

검증 10 1800 24.2% 

Table 1. 손글씨 인식 모델 학습 결과 

3.2 웹 서비스 구현 결과 

아래와 같은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화면으로는 (1) 시작, (2) 이미지 업로드, (3) 이미지 

인식 대기, (4) 이미지 인식 결과, (5) 이미지 인식 기록 

화면이 있습니다. 

 

Figure 2. 웹 서비스 시작 화면 (Calligram) 

3.3 실제 텍스트 인식 결과 

아래는 실제 웹 서비스에서 손글씨를 인식한 결과입니다. 

 

Figure 3. 검증 데이터 환경에서 합성한 손글씨 이미지 인식 

결과 

 

Figure 4. 태블릿에서 작성한 실제 손글씨 이미지 인식 결과 

4. 결론 

위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1) 기존 낱글자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체 페이지 단위 한글 손글씨 데이터를 

합성하고 (2) 이를 이용하여 손글씨 인식 DNN 모델을 
학습하였고, (3) 웹 서비스를 구현하여 실제 모델을 

시연했습니다. 

손글씨 인식 모델은 시간 및 하드웨어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학습 조정을 통해 검증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한글 손글씨에 대한 모델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추가적인 데이터 

합성 및 학습 조정을 통해 모든 낱글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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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Rchitecture of DMZ 는 A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에 

서식하는 동물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사운드를 

감상하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이다. DMZ 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의 유전자적 특징을 소리로 생성하고, 

먹이사슬 구조를 AR 마커와 인스톨레이션으로 

시각화하였다. A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체험자가 

각각의 동물에 해당하는 복수 개의 이미지 마커를 

인식시킴에 따라 멀티 트랙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믹싱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 이 작업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DMZ 라는 공간에 대한 재구성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 AR, DMZ,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1. 서 론 

1.1 기획의도 

천연기념물과 한국 특산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희귀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는 궁금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을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체험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한다. 또 이미 

활발히 진행된 DMZ 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DMZ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와 

같은 친숙한 디지털 미디어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 체험자는 DMZ 에 서식하는 동물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본 작품을 통해 DMZ 공간에 대해 

재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2. 본문 

2.1 작품 내용 

 

그림 1. 실제 전시를 체험하고 있는 체험자  

ARchitecture of DMZ 는 증강현실(이하 AR) 기술 

기반의 예술로, 시각화와 청각화를 통해 DMZ 를 

구성하는 생물 구성원들을 새로운 단위의 시각으로 

탐구한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페트리접시는 각 

생물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DNA 서열을 시각화한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AR 디바이스로 이를 인식하면 

DNA 서열을 청각화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벽면에 

부착된 페트리접시들 사이의 연결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의 종, 여러 개의 종, 그리고 전체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DMZ 를 구성하는 먹이 그물의 

형태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DMZ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짐작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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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구현 

• DMZ 자생종 선택 및 먹이사슬 디자인 

 

그림 2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평야 및 민물 지역 먹이사슬 

이미지  

2017 년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DMZ 일원 생태계 

조사 : 민통선 이북지역 서부 평야권>을 바탕으로 서부 

평야 지역과 중부 민물 강가 지역에서 조사된 적 있는 

동물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강의 중하류를 

중심으로 평야가 형성되기 때문에 DMZ 의 중부 강가 

지역부터 서부지역의 평야까지의 동물을 선택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과 

흰꼬리수리의 식생을 중심으로 먹이사슬 구조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종은 생태계 조사 보고서에서 

기록된 적 있는 개체로 선택하였다. 선택한 자생종은 

다음과 같다.    

(흰꼬리수리, 수달, 흰뺨검둥오리, 황조롱이, 호반새, 

참개구리, 붕어, 열목어, 무당거미, 버들매치, 

가는돌고기, 참갈겨니, 검은다리실베짱이, 꼬마잠자리, 

동양하루살이, 꼬마줄날도래).   

• 사운드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생되는 DMZ에 서식하는 종의 

사운드는 Max/MSP를 통해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하였다. 소리의 파형은 

DNA 데이터 속 염기(A, T, G, C)의 비율에 따라 

생성하였고, 소리의 음정은 염기에 따라 합성되는 

아미노산에 따라 생성하였다. 로우패스 필터(Low-

pass-filter)는 폴리펩타이드에 따라 음색에 변화를 

준다. ADSR은 생물학적 특징에 연결되어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곤충으로 나누어진 종의 

분류학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 AR 시스템 

사운드를 감상하기 위한 모바일 AR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Swift를 사용하였다. 증강현실 관련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는 Apple의 iOS를 위한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도구인 ARKit을 사용하였다. ARKit에서 

제공하는 Image Detection을 활용하여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이미지 마커에 따라 해당하는 

사운드가 출력되게 하였다. 카메라상에 한 번에 여러 

종의 이미지 마커가 인식될 경우, 각각의 동물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사운드가 동시에 재생된다. 

감상 방식에 따라 사운드의 재생이 인터랙티브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므로 이미지 마커가 인식되는 

시점에 관계없이 사운드 사이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 

멀티 트랙의 루핑된 사운드를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시키고 인식된 마커 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믹싱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2.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전체 

사운드 트랙이 루프되고 인식된 이미지 마커에 따라 

해당하는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하고 인식 

범위에서 사라진 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운드가 

페이드아웃한다. 현재 인식된 이미지 마커들에 

해당하는 종의 이름들을 애플리케이션 화면 좌측 

상단에 텍스트로 표기하여 재생 중인 사운드의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 이미지 마커 디자인 

 

그림 3. 사용한 이미지 마커 샘플 (좌측부터 흰꼬리수리, 

열목어, 꼬마잠자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바탕으로 ARKit 

용 이미지 마커를 제작하였다.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ARKit 의 이미지 인식 방식에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RGB 값이 나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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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선택했다. 사진을 통해 해당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미지를 

다각형 형태의 픽셀로 재구성하였다. 자생종의 

생물학적 종을 바탕으로 마커를 제작하여 합성하였다. 

제작한 이미지는 페트리접시에 부착하여 전시하였다. 

3. 전시 디스플레이 

 

그림 4. 실제 전시 설치 모습 

이미지 마커가 부착된 페트리접시를 벽면에 부착하고 

먹이사슬 구조에 따라 선으로 각 개체 간의 관계를 

이어준다. 미리 비치된 아이패드와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커를 인식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4. 결론 

본 작품은 DMZ 와 관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재구성하여 디지털 디바이스와 AR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안하였다. 체험자가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인식한 이미지 마커에 따라 

제공되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범주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체험자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보지 않은 공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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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핸드 제스처 입력을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월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무작위로 재생시켜주는 

뮤직 플레이어 오브제 디자인을 제시한다. 기존의 핸드 

제스처 입력 방식과 뮤직 플레이어들과 다르게 보다 

제한적이고 은유적인 입력 방식과 피드백 방식을 

통해서 역기능성(counterfunctionality)을 제시하여 

해당 오브제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월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을 무작위로 

재생해줌으로써 디자인된 뮤직 플레이어가 사용자들의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Interaction design; physical computing; counter-

functionality; autobiographical memory; mid-air 

hand gesture; 

1. 서 론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음악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다. 특히, 음악이 

트리거 역할을 하여 해당 음악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무작위로 재생해주어 사용자의 특정 

기억을 트리거 해줄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를 

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연도별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단지 해당 연도에 공개되었던 노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비슷한 시도는 많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월별로 

무작위 재생을 해주는 오브제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립모션이나 오큘러스 퀘스트 등에 탑재된 

핸드 제스처 인식 기술을 통한 입력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는 아직 핸드 제스처를 통한 입력을 적용했던 

시도나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히 이용하는 음악과 관련된 개인적인 

오브제에 핸드 제스처를 통한 입력방식이 

적용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뮤직 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던 오브제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핸드 제스처라는 특수한 입력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 기존 핸드 제스처 입력 

방식에서도 탈피하고자 한다. 더욱 제한되고 은유적인 

형태의 제스처 입력 방식을 통해 오브제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 피드백 방식 또한 

고화질의 디스플레이와 같은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입력과 피드백 기술의 발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브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제한된 형태의 핸드 제스처 입력 방식과 피드백 

방식을 사용하는 역기능성 뮤직 플레이어는 흥미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 

스페이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문 

2.1 인터랙션 

입력은 오브제에 손가락을 펼쳐 보여 손가락 개수를 

통해 1 월부터 12 월이 입력된다. 다만, 손가락 갯수가 

총 10 개이므로 11 월과 12 월은 검지 2 개와 중지 

1 개를 사용해 10 진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입력된다. 

피드백 방식은 오브제 중간에 위치하는 8*8 Dot 

Matrix 와 오브제의 가장자리를 둘러싸는 LED 

스트립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2.1 .1 전원 ON 

검지로 원을 그리는 제스처를 통해서 오브제의 전원을 

켤 수 있다. LED 스트립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켜지고, 

Dot Matrix 에 ‘HELLO’라는 글자가 출력된다. 그 

이후 아무런 입력이 없을 경우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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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브제의 전원이 켜질 때의 피드백 과정 

2.1 .2 제스처를 통한 월 입력 

손가락을 펼쳐보여 오브제에 원하는 월을 입력하면, 

Dot Matrix 에 숫자가 표시된다. 3 초후 ‘일시정지’ 

아이콘이 Dot Matrix 에 표시되며 음원이 재생된다 

(그림 2). 

 

그림 2 월이 입력되었을 때의 피드백 과정 

2.1 .3 음악 재생 

음원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시정지’ 

아이콘을 Dot Matrix 에 표시된다. LED 스트립 

밝기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통해 음원이 

재생되고 있음을 표시한다. 검지를 가볍게 치는 

제스처로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이 때에, Dot 

Matrix 에는 ‘재생’ 아이콘을 표시하고 LED 스트립의 

움직임을 정지하여 일시정지 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림 3). 

 

그림 3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의 피드백 과정 

2.1 .4 제스처를 통한 다른 월 입력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월을 입력시킬 수 있다. 

새로운 월이 입력되면 Dot Matrix 에 입력된 월이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3 초후 ‘일시정지’ 아이콘이 Dot 

Matrix 에 표시되며 음원이 재생된다 (그림 4). 

 

그림 4 다른 월을 입력시킬 때의 피드백 과정 

2.1 .5 전원 OFF 

일시정지 된 상태에서 처음 오브제를 켤 때와 

마찬가지로 검지로 원을 그리는 제스처를 통해서 

전원을 끌 수 있다. 이 때에 전원이 꺼진다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LED 스트립이 빨간색으로 3 번 깜빡인 

후에 모두 꺼진다. 마지막으로 Dot Matrix 에 ‘Good 

Bye’ 문구가 표시되며 오브제의 전원이 꺼진다. 

 

그림 5 오브제의 전원을 끌 때의 피드백 과정 

2.2 시스템 구현 

제스처 인식을 위해 립모션 센서를 사용하였다. 

제스처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세싱에서 Darius 

Morawiec 의 립모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LED 

스트립과 Dot Matrix 그리고 스피커를 통한 음원 

재생은 아두이노로 제어되었다. 또한 오브제에 빠르게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아두이노 UNO 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아두이노 사이에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3 오브제 디자인 

본체는 원목으로 제작되었으며, 립모션 센서의 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덜기 위해서 검은색 

아크릴로 제작된 전면부를 가진다. 일상생활 속 

오브제이기 때문에 은은하고 모호한(ambiguous) 

피드백을 위해 간접 조명의 형태로 LED 스트립의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또한, Dot Matrix 가 켜져 있지 

않을 때에는 검은색의 전면부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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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완성된 뮤직 플레이어의 전원이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음원 재생 상태)의 모습 

3. 결론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 오브제 디자인을 제시했다. 특히, 핸드 제스처 

입력 방식을 통한 역기능성(counterfunctionality)을 

제시한 오브제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는 것에 본 

디자인의 의의가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스스로의 

자전적인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의 

트리거로써 이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실제 사용자들의 음악 청취 기록을 가지고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여 사용자 경험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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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P300 뇌파 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를 

소개한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이 편리한 

건식 뇌파 장비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및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된다. 각 콘텐츠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구용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게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실제 드론을 조종하며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 신체 마비 

환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고도화 및 

애플리케이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뇌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1. 서 론 

몸이 불편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들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 Computer 

Interface)를 활용할 수 있다[1]. 하지만 대부분의 

BCI 애플리케이션들은 2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다양성이 부족하다[2, 3].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풍부한 BCI 경험을 위해 

사용자가 좀 더 몰입감이 높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환경에서 가상 혹은 실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된 기술은 P300 뇌파로, 특정 

자극이 주어진 후 약 250~500ms 후에 나타나는 

양 전위 사건유발전위(ERP: Event-related 

potential) 신호이다. 피험자가 선택하려는 

자극에서 P300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자극과 그렇지 

않은 자극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을 

드론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본문 

2.1 개발 환경 및 구성 

개발 환경 및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현실 장비와 건식 뇌파측정 

장비 DSI-VR300 를 사용하였다. Unity 

프로그램에서 전달되는 시각 자극 정보와 DSI-

VR300 으로 기록된 뇌파 정보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 

OpenViBE[4]에서 받아 기록한다. 이 정보는 

Python 코드로 처리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가상 혹은 실제 드론으로 전달하여 

제어한다.  

 

그림 1 본 연구에 사용된 Unity 3D, DSI-VR300, 

그리고 OpenViBE 의 상호작용. 

 

2.2 애플리케이션 진행 순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 단계(Training Session)에서 사용자의 

뇌파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특화된 

선형분류기(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모델을 구성한다. 개발된 가상/증강현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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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뇌파분류 

모델(LDA)과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사용자의 

뇌파를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을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드론을 제어한다. 

2.3 학습단계(Training Session) 

사용자의 뇌파를 학습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그림 2(왼쪽)에 보이는 1~7 이 적힌 

7 가지의 버튼 중 하나를 보라는 지시문이 

주어진다. 버튼들은 200ms 간격으로 무작위로 

깜박이며 사용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며, 자극의 

시간 정보와 뇌파측정기에서 수집된 뇌파가 

종합되어 뇌파분류모델의 학습에 사용된다. 

학습을 마치면 사용단계로 넘어가 가상 혹은 실제 

드론을 제어한다. 

 

그림 2 학습단계(왼쪽)와 사용단계(오른쪽)에 사용되는 

7 개 버튼이 있는 명령 창. 

2.4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 

실제 사용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며 

VR 드론 시뮬레이터와 AR 드론 조종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의 방향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 창은(control panel)은 

동일하다(그림 2 의 오른쪽). 7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버튼은 각각 전진, 상승, 하강, 좌 

우로 이동, 그리고 좌 우로 회전을 의미한다. 

2.4.1 콘텐츠 1 – 실험용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첫 번째 콘텐츠는 가상현실 환경을 사용하며 

실험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이 콘텐츠에는 2 가지 모드가 

존재한다. 먼저 Accuracy Mode 에서 사용자는 

주어지는 지시문에 따라서 드론을 조종해야 하고, 

만일 지시문과 사용자의 뇌파 분석 결과가 

상이하다면 드론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시문이 

골고루 제시되고 드론이 다양한 방향으로 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미리 5 개의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루틴을 20 개 준비하여 이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Accuracy 

Mode 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은 제외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지시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 모드인 Free Ride Mode 에서는 사용자가 

지시문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사용자가 전반적인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3 훈련용 VR 드론 시뮬레이터의 환경. 간소한 맵과 

단순한 진행 방식이 특징이다. 

2.4.2 콘텐츠 2 – 가상현실 기반 드론 게임 

실험용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와는 다르게 

가상현실 기반 드론 콘텐츠는 게임적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게임은 총 4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는 각 스테이지별로 

재생되는 나래이션 자막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서 주어진 지시문에 따라 드론을 

제어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드론을 제어한다면 

성공 이벤트가 발생한다. 지시문의 수는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며 최대로 도전할 

수 있는 횟수 또한 늘어나게 된다. 모든 

스테이지를 마치면 사용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 사용자가 실제 드론을 

제어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 가상 현실 드론 게임.  

2.4.3 콘텐츠 3 – 증강현실 기반 드론 조종 

증강현실 기반 드론 조종 콘텐츠에서는 DJI 

Tello 드론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다. 

“TelloForUnity”[5]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현된 이 프로그램은 드론 자동 이착륙 

기능과 유사시에 키보드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Hijack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드론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영상을 가상 현실에 존재하는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다. 드론 제어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한 번에 움직이는 거리와 회전하는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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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증강 현실 드론 조종 프로그램 시연 모습. 스크린 

앞에 나타나는 시각 자극 패널을 통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왼쪽). 가상 환경 안에 존재하는 스크린을 통해 

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볼 수 있다(오른쪽).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플랫폼을 활용하여 드론을 조종하는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제시한 콘텐츠들은 연구를 

위한 실험용도 및 게임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뇌파로 드론을 제어하고 드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깥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자율성 개선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비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발 code 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20 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한국연구재단(2019R1F1A1058844)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 (2017-0-0013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고 문헌 

1. 안민규, 전성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원리 및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1), pp. 42-53. 

2. 천성우, 우상흠, 이대형, 김현지, 이종민, 

안민규,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세계여행 시스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8). 

3. 안민규, 최진영, 이미진, 이정구, 전성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게임 동향, 정보과학회지 

제31권 제7호 (2013), pp. 26-34. 

4. http://openvibe.inria.fr 

5. https://github.com/comoc/TelloForUnity

 

Proceddings of HCIK 2021

- 960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의식의 숲-뇌파를 이용한 VR 인터렉션 미디어아트 
Forest of Consciousness-VR interaction media art using Brainwave 

이정훈 

Junghun Le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timeforce@naver.com 

 

장승원 

Author nam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jangjang1417@naver.com 

최경찬 

Author nam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samchoitj16@gmail.com 

 

김준호 

Author nam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dark-energy@kakao.com 

변상일 

Author nam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ysbsi@daum.net 

요약문 

의식의 숲(Forest of Consciousness)은 관람객의 

뇌파를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본 작품은 관람객의 뇌파를 

탐지하고 분석해 의식의 상태를 환상적인 숲의 

형태로 경험하게 해준다.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더욱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실 공간은 Epic games 의 Unreal 

engine4 를 이용해 개발했고 뇌파 탐지를 위해서 

Nuerosky 의 Mindewave 를 사용했다. 

주제어 

가상현실, 뇌파, 의식, 미디어아트 

1. 서 론 

1.1 가상현실과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재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1].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인 HMD 를 

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다[1]. 가상현실은 관람객을 

가상 세계로 인도하는 가장 극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관람객을 작품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것에 이용되기도 한다[2]. 가상 현실의 

선구자인 제이런 레니어(Jaron Lanier)는 

가상현실은 정신적 과정을 완벽하게 객관화하는 

것으로 언어나 어떤 다른 상징들 없이도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인 ’탈상징주의 커뮤니케이션 

(desymbolism communication)’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3].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라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말처럼[4] 기존의 매체가 지녔던 

상징성, 언어성에 의한 표현의 한계가 작품세계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상징체계로부터 

의사소통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은 기존의 

매체들이 갖는 표현의 한계로부터 작품세계를 

독립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러한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작품을 

구현함으로써 작품 세계를 가장 온전하게 관람객에게 

경험 하게하고자 한다. 

1.2 뇌파의 감각 

뇌파는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면서 생겨난 동조화된 전기적 파동으로 현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유추하는 단서로 

이용할 수 있다[5]. 그 예로는 명상, 휴식 집중 등이 

있다[5]. 뇌파는 의학, 산업,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신경기술(neurotechnology) 

기업 Neural link 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은 뇌와 

컴퓨터가 직접 소통하는 Brain Computer 

Interaction 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뇌파나 의식은 아직 

낯설고 생소한 영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본 적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의식을 감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의식의 상태를 가늠하게 해주는 생리적 지표인 

뇌파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뇌파에 어느 정도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뇌파를 통해 의식 상태 전반을 감각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은 아직 막연히 상상만 

해보았거나 뇌파와 같은 추상적인 지표로 가늠해본 

대상일 뿐이다. 이에 Brain Computer Interaction 의 

시대를 앞두고 뇌파를 이용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작업 의식의 숲(Forest 

of Consciousness) 역시 관람객들이 뇌파를 통해 

구성된 자신의 의식 세계를 감각하게 하고자 한다. 

2. 작품 설명: 의식의 숲 

 의식의 숲(Forest of Consciousness)은 관람객이 

자신의 의식을 역동적인 하나의 세계로 감각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작품에서 관람객은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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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의식의 변화 과정을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생각은 물리적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많은 경우 

뇌파를 이용하여 알아내고자 하는 대상이다. 

작품세계에서 또한, 생각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상태로 존재한다. 

기억 저편에 쌓여 있기도 하고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며 분해되었다 재조립되기도 한다. 본 작품에서는 

가장 단순한 조형을 가진 공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각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생각의 공’은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쌓여 있지만 관람객의 집중력이 

상승하면 이에 따라 ’생각의 나무’에 의하여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 연기가 밀도 있게 생긴 후에는 조금의 

자극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Brain 

Storm’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공은 관람객이 

명상을 하면 하늘의 구름인 상태에서 다시 공이 되어 

떨어지기도 한다. 명상을 하면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듯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생각의 

공들도 집중해서 명상하면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의 공’이 

운동하는 방식은 뜨거워질 때 에너지를 품고 

상승했다 차가워지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의 

순환과 일치한다. 우리 의식 세계의 역동성을 자연 

원리에 비유하여 하나의 세계로 보여주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생각의 공’들은 ‘생각의 나무’를 통해 

순환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한다. ’생각의 나무’는 

물리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의식 안에서 

생각을 운동시키는 주체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대상이다. 생각의 나무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밑 부분에는 ’눈’이 있다. ’눈’은 우리가 외부의 

감각을 받아드리는 물리적 신체기관 임에 동시에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기도 하다.  ’눈’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떨어지는 생각의 공들을 

빨아드린다. ’눈’ 위에는 ’관’ 있다. ’관’은 신경 세포의 

신호들이 돌아다니는 뇌를 비유하며 우리 생각의 

상태가 공에서 연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눈’을 통해 들어온 ’생각의 공’들은 뇌파를 

통해 측정한 관람객의 집중도 값이 높을 때 ’관’을 

거쳐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 맨 위에는 ’입’이 있다. 

‘입’은 우리의 생각을 외부와 내면으로 내뱉는 

기관이다. 관을 통해 올라온 생각들은 ‘입’을 통해 

끊임없이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켜켜이 

쌓여 있던 생각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뒤섞이는 

생각이 된다. 작품에서 ‘의식의 숲’은 관람객의 뇌 속 

의식 세계를 투영하는 하나의 공간, ‘숲’인데 그 속의 

미시적인 부분들, ‘나무’들이 우리의 감각 기관, 뇌, 

입의 형태를 닮아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나무’들에서 수많은 ‘생각의 

공’들이 기화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공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의식의 숲(Forest of 

Consciousness)’이 이루어진다.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객은 역동적인 하나의 세계로 자신의 의식을 

마주하게 된다. 그림 1 은 관람객이 가상현실을 통해 

관람객이 감상할 “의식의 숲”의 모습이다. 

 

그림 1 의식의 숲(Forest of Consciousness)의 일부분 

3. 개발 및 전시 

3.1 개발 

 가상 현실 엔진은 Epic games 의 Unreal 

engine4 를 이용했다. 구름과 연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Unreal Engine4 의 플러그인 Niagara 를 

사용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Nuerosky 의 뇌파 측정 

기기 Mindwave 를 사용했다. Mindwave 의 뇌파 

신호를 아두이노를 통해서 송신한 후 이를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Unreal Engine4 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상현실 세계의 구성에 뇌파를 이용했다. 

Mindwave 는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해 집중과 각성을 

나타내는 “attention”과 휴식과 명상을 나타내는 

“meditation”을 1 에서 100 사이로 전송한다 [6]. 

3.2 전시 

 해당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VR 기기인 Oculus 

Rift 를 이용했다. 또한, 관람객이 뇌파 측정기와 

HMD 를 동시에 사용해야 함으로 뇌파 측정기를 

분해해서 뇌파 측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Oculus 

Rift 에 결합했다. 그림 2 는 Oculus Rift 와 

Mindwave 를 결합한 모습이다. 

 

그림 2 Oculus Rift 와 Mindwave 를 결합한 모습 

4. 결론 

 ’의식의 숲’은 뇌파를 통해 의식 상태의 단면을 

포착하여 이를 가상현실을 통해 관람객이 몰입해서 

감각하게 해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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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라는 낯선 미지의 영역을 하나의 역동적인 

예술작품을 통해 직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Brain Computer Interaction 이 

하나의 인상적인 경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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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다. MotionⓔMotion 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첫 번째 작업 

Tranquil, graph 는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람이 특정 공간에 머물렀던 흔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관람객에게 그림을 그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잠깐 

동안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작업이다. 

주제어 

움직임, 감정, 데이터 시각화 

1. 서 론: MOTIONⒺMOTION 

인간의 움직임은 우리 주변의 풍경을 형성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움짐임의 표현은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무용에서 움직임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 Motion 은 Input 과 Output 의 방법으로, 

ⓔ는 Motion 간의 연결을 통해 활성 되는 감정 

(emotion)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2. 움직임 #01: TRANQUIL,GRAPH 

인간이 어떠한 공간을 도달하기 위해 행해졌던 

행위인 "움직임과 정지의 반복",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밀도", 그리고 장 팅겔리의 작품 "Meta-

Matic”으로 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였다.  

장 팅겔리의 작품들은 관객참여로 인해 변화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단순 운동에 의한 시각적 변형, 

운동의 회화적 사용에서 발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우연”에 의해서 변화를 찾았었다. 장 팅겔리가 

1959 년에 발명한 Meta-Matic (그림 그리는 기계)은 

관객이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며 그림의 결과물이 똑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이로 인해 관객 작품을 감상하거나 주위에 

머무르는 간접적인 참여 요소로 주변의 밀도, 

움직임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Pinto-

graph 의 시각적인 변형을 기록하는 방식의 움직임의 

작품을 구상하였다. 

 

2.1 디자인 시나리오 

Tranquil,graph 는 공간에서 사람이 얼마나 

다녀왔는지 흔적 혹은 기록을 해주는 장치이다. 

인간이 장소를 이동할 때 어떠한 공간에 도착하기 

움직임을 행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기록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추상적 시각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시나리오를 

구성해보았다.  

[그림 1]에서는 작품의 작동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이 공간에 머무르면서 공간에 있는 작품 

주위에 위치해 있을 때 기계는 관람객이 있는 위치를 

감지하여 관람객과 가까이 있는 모터를 작동시켜 

움직이게 되며 그 결과 각각 다른 시각적 결과물 

Tranquil,graph 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작동 시나리오, 사람의 움직임과 공간에서의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달라지는 Tranquil,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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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구체화 

[그림 2]에서는 Tranquil,graph 를 작동하기위한 

아두이노 보드의 Physical Connection 을 표현 한 

그림이다. 아래 그림은 Kinetic Movement 의 핵심적 

움직임을 담당하는 Physical Connection 구성도이다. 

각각의 Stepper Motor 에는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Motor Shield 가 연결이 되어있으며,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도 연결하였다. 

 

그림 2. Physical Connection Plan, Tranquil,graph 의 

Kinetic Movement 의 핵심적 움직임 표현을 위한 구성도 

[그림 3] 에서는 Tranquil,graph 를 제작하기 위한 

Prototype 계획과 Prototype 제작 후 실험을 하는 

단계이다. 

 

그림 3. Prototype 계획과 제작, Tranquil,graph 의 Kinetic 

Movement 와 핵심 기능인 기록을 실험하기 위한 단계 

 

2.3 움직임 디자인 

[그림 4]에서는 Tranquil,graph 가 초기에 계획된 

디자인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을 시켰을 때에 도출 

되는 기록, 즉 시각적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각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초음파 

센서가 모터의 on/off 기능을 담당하며 모터가 on 

상태일때 다른 힘을 전달하여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팬을 통해 시각적 결과물을 출력한다. 

 

그림 4. Tranquil,graph 의 작동 형상과 공간에서의 사람의 

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 

 

3. 결론 

본 작업은 기계의 반복된 움직임과 다른 방향에서 

힘을 주었을 때 관람객에게 어떠한 경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Tranquil,graph 의 시각적 결과물을 통해 관람객이 

얼마나 해당 공간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Tranquil,graph 는 관람객에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록을 보면서 잠시 멈추어 명상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관람객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관람객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반복된 스트레스로 번-아웃(burn out)을 경험한 

관람객에게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며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는 작업물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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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다. 
MotionⓔMotion 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두번째 작업 Proxemic · 본심은 
거리에 따른 사람의 내면 감정과 소통 패턴을 

보여주려는 작업이다. 

주제어 

움직임, 감정, 본심, 공간 

1. 서 론 

사람의 동작은 마음이 표현하는 거울이다. 무용에서 

움직임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전시는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 실험을 목적으로 한다. 

2. MOTIONⒺMOTION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서 Motion 은 Input 과  

Output 의 방법으로, ⓔ는 Motion 간의 연결을 통해 
활성되는 감정 (emotion)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MotionⓔMotion 전시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미를 전달하는 

움직임을 주제로 디자인하였다. 

3. 움직임 2: PROXEMIC · 본심 

인류학자 Edward Hall(1992)은 인간 소통의 공간 
패턴을 Proxemic 이론으로 정의하였다. 진실 의도를 

숨길 수 있는 언어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공간적 행동 관념이 무의식적인 사회적 생각과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한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법칙이지만, 사람들은 자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 

속에서 본심을 가장하고 과도한 열정을 쏟지 않는다. 
개인 공간에서는 열정과 긍정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 
이 작업은 움직임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적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내면 세계를 묘사하고자 한다. 

3.1 디자인 시나리오 

Edward Hall 의 공간 행동학 이론에 따르면 Proxemic 
· 본심의 인터랙션 거리는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거리와 개인적 거리로 설정된다. 

 

[그림 1] 작동 시나리오- 사회적 거리(좌) 개인적 거리(우) 

설치물과의 거리에 따라, 이 작업은 다른 시각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인터랙션 예술 작품으로 움직임 
언어를 탐색할 뿐 아니라 거리 알람 등 기능적인 

인터랙티브 장면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 디자인 구체화 

이 설치물은  기구학의 링크 메커니즘 원리를 이용하여 

시각 효과를 표현해봤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육각형의 기계 구조는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다.각 층마다 다른 꽃잎들이 

베어링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층 의 육각형 
꽃잎의 크기가 일치 하지 않아서 시각적인 볼륨감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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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구조 

 

[그림 3] 1 층 육각형 꽃잎(좌) 2 층 육각형 꽃잎(우) 

육각형의 중심점은 Arduino 를 통해 스텝 모터에 
연결되어 XY 축에서 꽃잎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동시에 1 층 꽃잎의 움직임은 상하층 사이의 고정된 

부분을 통해 2 층의 꽃잎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모터 움직임의 작동은 적외선 센서에 의해 이루어 

진다.센서가 공간내 관람자와 설치물의 물리적 거리 
변화를 인식한 후 Arduino 을 통해 신호를 모터로 

전송한다. 

3.2 움직임 디자인 

[그림 4]은 Proxemic·본심의 전체적인 작동 형상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4] Proxemic·본심의  작동 형상 

사회적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내면을 꾸며 낯선 사람과 
상호 작용한다. [그림 5]과 같이 관람자와 설치물 
사이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 범위내에 있으면 꽃이 피는 

속도가 느리다. 개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거리와는 달리 친밀하고 활동적인 내면과 생각을 
드러낸다. 관람객이 설치물에 접근하여 거리를 개인적 

거리로 줄이면 꽃이 피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림 5]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Proxemic 본심의 움직임 
속도 

4. 결론 

MotionⓔMotion 전시를 통해 Input 과 
Output 움직입이 조합되어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생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움직임 #02 에서는 기계적 움직임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편안한 공간감을 전달할 수 
있음을 표현해봤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문화 

교류·소통는 공식 및 비공식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절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사회적 매너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과 적절한 

거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거리에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대변하는 

기계적 움직임 방식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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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다. 

MotionⓔMotion 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세번째 작업 

견애(犬愛)차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결여된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려는 작업이다. 

주제어 

움직임, 감정, 유기동물 

1. 서 론: MOTIONⒺMOTION 

움직임은 생명을 상징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 Motion 은 Input 과  

Output 의 방법으로, ⓔ는 Motion 간의 연결을 통해 

활성되는 감정 (emotion)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2. 움직임 #03: 견애(犬愛)차이 

귀엽고 예뻐서 장난감처럼 소유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에 입양되는 반려동물. 하지만 그들이 늙고 

병들어 더이상 귀여운 외모가 아니거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버려지고 방치되어 이렇게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 해 10 만 마리 이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도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반면 책임감과 애정이 결여된 우리의 

견애(犬愛) 차이를 인터랙티브 포스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3.1 디자인 시나리오 

해당 인터랙티브 포스터는 [그림 1]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관람자가 일정시간 동안 머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인 버스정류장, 식당 

대기줄 등에 설치되는 것을 예상하여 제작되었다. 

실외소음과 야외의 밝은 태양빛으로 효과가 감소되는 

사운드나 LED 와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움직임 요소에 집중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그림 1 ] 인터랙티브 포스터의 예상 설치 장소 

반려동물 그대로의 구체적인 모습보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반려견의 뒷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실제 

반려동물 꼬리의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포스터 내 반려견 꼬리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감정을 표현한다. 

포스터 주위에 유동인구가 없을 때 반려동물은 

일상의 무료함과 기다림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관람자가 포스터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인식되면 경계와 호기심을, 관람자가 포스터 앞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며 응시하는 관심을 보이면 

반가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인다.  

관람자가 포스터 앞을 떠나면 외로움과 실망을 

표현한다. 

관람자와 포스터 사이의 거리와 머무는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른 감정변화를 느끼게 한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재고할 수 있게 

유도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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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자인 구체화 

반려견 꼬리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서보모터에 

꼬리를 연결하고 아두이노를 통해 모터를 제어한다.  

꼬리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표현 및 전달이 가능한지 

[그림 2]와 같이 여러 사례를 시험해 보았다. 이를 

통해 꼬리 움직임의 각도, 속도, 반복 횟수, 꼬리 끝의 

방향이 감정표현의 주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관람자도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2 ] 반려견 꼬리의 움직임을 통한 감정표현 시험 

개별움직임에서 확장하여 군집움직임 및 움직임의 

패턴과 감정표현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시험하였다. 같은 움직임을 군집을 이루어서 표현할 

때, 움직임에 일정한 순서가 있거나 무작위일 경우, 

움직임이 대비되었을 때 감정은 강조되고 확대되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3 ] 군집움직임 및 움직임패턴과 감정의 관계 시험 

3.3 움직임 디자인 

 

[ 그림 4 ] 견애(犬愛)차이 

[그림 4]은 작품 견애(犬愛)차이의 전체적인 작동 

형상이다. 해당 작품은 관람자가 직접 만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포스터이다. 

꼬리의 움직임은 네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 

기다림, 무료함: 각도 30’이하, 중간 속도, 무료하고 

의미없음을 표현하는 무작위 순서 

경계, 호기심: 갸우뚱한 동작을 나타내는 각도 50-

90’, 경계심을 표현하는 낮은 속도, 모든 반려견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임을 표현하기 위한 군집 움직임 

기쁨, 반가움: 흥분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 

20-180’, 경쾌한 빠른 속도의 움직임, 위쪽을 향하는 

꼬리의 방향, 군집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강조 

실망, 외로움: 매우 느린 속도, 아래를 향해 축 쳐진 

꼬리 방향, 한 마리와 나머지의 움직임 대비를 통한 

한 마리의 외로운 감정 강조 

3. 결론 

이 작업을 통해 움직임 디자인으로 감정표현과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과 경험을 확장하고 

움직임을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MotionⓔMotion 의 다른 작품과 연동시켜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었다. [그림 5]와 

같이 움직임 4 ‘마음공진’과 조합하여 호텔에서 

투숙객이 헤매지 않도록 안내하는 사용 시나리오를 

제안 가능하다. 이는 투숙객이 더욱 환대받는다는 

긍정적인 인상과 새롭고 인상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림 5 ] 움직임 3-움직임 4 를 조합한 새로운 Use Case 

시나리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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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진: MotionⓔMotion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 #04
Flower Echo: Interaction #04 of Motionⓔ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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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

다. MotionⓔMotion 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

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

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네번째 작업 마음공진은 손

의 압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다음, 꽃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주제어

움직임, 감정, 압력, 꽃

1. 서 론: MOTIONⓔMOTION

움직임은 예술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무용에서 움직임은 다

양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

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

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

임에 대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

Motion 은 Input 과 Output 의 방법으로 , ⓔ는

Motion 간의 연결을 통해 활성되는 감정 (emotion)

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2. 움직임 #04: 마음공진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

마도 언어, 얼굴 표정, 심지어 신체 언어를 통해서

도 가능하다. 순수한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풀어주는 방식을 탐구하려고 해서 마음공

진이라고 하는 장치를 디자인한다. 이 장치를 통해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1 디자인 시나리오

해당 인터랙티브 장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으로써

사람의 정서를 기계에 전달한 다음 장비의 움직임

을 통해 감정을 확대하고 보여준다.

한 사람이 사용하면 감정을 발산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대면 커뮤니

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와 함

께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장치를 천천히 움직

이게 하고 친구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친

구가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정보를 잡고 이 장치

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연출한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당신의 장치로 친구에게 기분

이 좋아졌다고 감사한다고 말한다.

2.2 디자인 구체화

압력센서를 적용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장치에 전달한다. 동시에 서보모터에 연결

하고 아두이노를 통해 장치를 제어한다.

감정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꽃의 펼치거나

접는 움직임으로 심장의 박동을 시뮬레이션한다.

따라서 꽃이 펼치와 접는 속도와 정도가 감정을 전

달하고 표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 그림 1 ] 감정 변화에 따라 펼쳐지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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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과 같은 최종 장치은 압력 센서 2 개와 서

버모터 통제하는 바란색 꽃으로 구성되는 장치이다.

기분 변화에 따라 파란 꽃이 펼치거나 접다.

구체적인 전기 회로 디자인은[ 그림 2 ]과 같다.

[ 그림 2 ] 전기 회로 디자인

2.3 움직임 디자인

[ 그림 3 ]은 작품 마음공진의 사용 장면이다. 해당

작품은 관람자가 직접 만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장치이다.

kinetic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풀어주는

디자인으로, 압력 센서 2 개와 서버모터 2 개로 조

작되는 파란색 꽃이다.

[ 그림 3 ] 마음공진 사용 장면

파란색 꽃의 움직임과 감정 사이의 관계는 [표 1]과

같은 표현한다.

손의 압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다음, 꽃의

움직임에 따라 감정을 확대하고 추스를 수 있다. 감

정 변화에 따라 파란 꽃이 펼치거나 접히면서, 꽃이

펼치는 정도도 달라진다. 한 사람이 사용하면 감정

을 발산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대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

다.

[표 1] 움직임과 감정 사이의 관계

3. 결론

이 작업을 통해 움직임 디자인으로 감정표현과 전

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과 경험을 확장하

고 움직임을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였다. 나아가 MotionⓔMotion 의 다른 작품과 연

동시켜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었다. [ 그

림 4 ] 와 같이 움직임 3 ‘견애(犬愛)차이’과 조합하

여 호텔에서 투숙객이 헤매지 않도록 안내하는 사

용 시나리오를 제안 가능하다. 이는 투숙객이 더욱

환대받는다는 긍정적인 인상과 새롭고 인상깊은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림 4 ] 움직임 3-움직임 4 를 조합한 새로운 Use Case

시나리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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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e’s wave: MotionⓔMotion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 #05 
Sphere’s wave: Interaction #05 of Motionⓔ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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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다. 

MotionⓔMotion 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다섯번 째 작업 

Sphere’s wave 는 자연풍경을 묘사한 

디바이스이며 도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경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작업이다. 

 

주제어 

움직임, 감정, 풍경, 모방 

 

1. 서 론: MotionⓔMotion 

바람과 이에 따른 자연의 움직임은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어 왔다. 무용에서 움직임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 Motion 은 Input 과  Output 의 방법으로, 

ⓔ는 Motion 간의 연결을 통해 활성되는 감정 

(emotion)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2. 움직임 #05: Sphere’s wave 

Sphere’s wave 는 도시의 풍경을 파도와 같은 

자연풍경으로 재현한 하나의 풍경 디바이스이며, 

수많은 고층건물과 센서로 뒤덮인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의 풍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작업은 Sachiko 

Kodama 의 작품 ‘Ribome #7' 과 Hans Haacke, 

‘Blue Sail’ 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Sphere’s wave 의 반원구는 중력에 따라 움직이며 

이것은 마치 달의 중력에 의해 한쪽으로 밀려났던 

바닷물이 반대쪽으로 당겨지면서 생기는 파도와 

같다. 

2.1 디자인 시나리오 
Sphere’s wave 는 항상 품에 아기를 안고 다닐 수 

없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험디자인으로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요람의 중앙에 매달 수 있으며, 아기가 잠에서 

깨어 소리 칠 때에 요람에 움직임을 주게 되면, 

요람에 달린 Sphere’s wave 의 서피스(surface)가 

움직이며 아기의 시선을 끌게 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손짓으로 아기의 시각적 주의를 끄는 

것과 같은 원리).  

 

그림 1. 요람에 달린 Sphere’s wave 예상도. 

[그림 1]에서는 요람에 달리게 될 sphere’s wave 

의 예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요람이 회전 운동을 할 

경우, sphere’s wave 에 LED 신호를 보내어 

깜박이는 동시에 반원구의 운동에 따라서 Sphere’s 

wave 의 서피스(surface)가 움직인다.  

2.2 디자인 구체화 

반원구의 윗쪽에 달린 서피스(surface)는 파도를 

단순화 시킨 형태로 반원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한다. 또한, 반원구의 기울기에 따른 서피스의 

움직임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원구의 내부에 

서보 모터와 자이로 센서를 연동해 제어한다. 

서피스(surface)의 아래쪽에는 모터와 연결된 

막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판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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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피스(surface) 아래쪽에 위치한 판.                           

[그림 2]에서 보여지는 판은 서피스 

(surface)아래쪽에 위치하며, 막대가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준다 . 

 

그림 3, 반원구를 30 도 기울인 상태에서의 막대의 이동.  

  

그림 4, 반원구를 -30 도 기울인 상태에서의 막대의 

이동.  

[그림 3,4]에서는 반원구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하는 막대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반원구 

중앙에 위치한 자이로 센서는 반원구의 움직임을 

X,Y,Z 축으로 감지한 뒤, 그에 따라 모터에 0 도에서 

360 도까지의 신호를 명령하게 되며, 모터의 이동에 

따라 막대에 상하운동을 줄 수 있다. 

 

그림 5. 막대 전체 구조도. 

[그림 5]에서는 작품 내부에서 서피스(surface)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막대를 보여주고 있다. 막대는 

자이로 센서가 모터에 보낸 신호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운동을 병진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2.3 움직임 디자인 

 

그림 6. 반원구의 움직임이 없을때, 서피스(surface)의 

움직임이 없음. 

[그림 6]과 같이 관람객이 반 원 구체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지 않을 시, 반원 구체 윗면에 놓인 

서피스(surface)의 움직임이 없으며 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림 7. 반원구의 움직임이 있을때 기울기 정도에 따라 

서피스(surface)의 움직임 (서피스(surface)의 

높낮이)이 변화함. 

[그림 7]과 같이 관람객이 반 원 구체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때에, 반원 구체 윗면에 놓인 

서피스(surface)가 상하로 움직이며, 기울어짐의 

정도에 따라 서피스(surface)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림 6,7]에서는 작품의 작동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관람자는 작품을 미는 행위에 따른 

시각적 결과물을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작동 영상의 캡처화면. 

[그림 8]에서는 반원구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하는 

서피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피스(surface)의 높낮이는 반원구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한다. 

3. 결론 

Sphere’s wave 는 기계적 움직임이 인간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도시적 풍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기계적 움직임 또한 자연풍경이 인간의 정서에 주는 

영향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러한  제안을 하였으며, 요람에 매달려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경험 디자인으로 확장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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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동조(!"): MotionⓔMotion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 #06 
The face you deserve: Interaction #06 of MotionⓔMotion 

요약문 

움직임은 생명의 상징이며, 감정과 경험의 출발이다. 
MotionⓔMotion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
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을 실험하
는 전시이다. 일상에서 움직임의 의미를 6개의 인터
랙션 디자인 작업을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여
섯번째 작업 안면동조(!")는 피부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를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일상의 생활
습관 속에 일어나는 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경험
하게 하고자 한다. 

주제어 

움직임, 얼굴, 생활습관 

1. 서 론: MotionⓔMotion 

인간의 움직임은 인간의 내적 외적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움짐임의 표현은 문학과 예
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무용에서 움직임은 다양
한 상황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루돌프 라반은 무용의 움직임을 기반
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Labanotation 을 제안
하였고 (Guest, 2005), 인터랙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생명체에 가깝고자 하는 Organic 
User Interface (Parker, et al., 2008)도 움직임에 대
한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
도로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언어로Motion은 
Input과  Output의 방법으로, ⓔ는 Motion간의 연결
을 통해 활성되는 감정 ( emo t i on )과 경험 
(experience)을 의미한다. 

2. 움직임6: 안면동조(!") 

Coco Chanel은 ‘You get the face you deserve at 
50.’ 이라는 말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
다고 이야기 하였다.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인상을 쓰고 살아왔는지, 어
떤 생활습관들로 건강을 잘 관리했는지 등이 얼굴에 
보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상태는 단순히 화장품 
사용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생
활습관들은 얼굴, 그 중 피부상태에 잘 드러난다.  

피부 상태를 묘사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언어들을 물
리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피부에 영향을 주는 나
의 평소 생활습관이 어떠한 지 돌아보게 하고자 한
다.  

[그림1]과 같이 피부 상태를 묘사하는 피부가 갈라
짐, 주름이 짜글짜글. 피부가 뒤집어짐, 트러블리 일
어남 등의 언어를 각각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
였다. 

 

그림 1. 피부상태를 묘사하는 언어를 상징적인 움직
임으로 표현하는 컨셉 

또한 각각의 움직임을 수분섭취, 자외선 노출, 세안습
관, 배변및 생리 등의 생활 습관들을 하면서 생겨나
는 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람
객 마다 다른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 형상
의 움직임을 [그림 2]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2. 사용자별 생활습관에 따라 다른 움직임 표현 

2.1 디자인 시나리오 

디자인 시나리오는 피부상태에 영향을 많이 주는 4가
지 생활 습관과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
부 상태를 인과관계로 가정하고 [그림3]과 같이 구성
하였다. 

 첫번째로 물을 하루에 2L 이상 섭취하지 않으면 피
부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거나,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피부가 ‘갈라지는’ 움직임으로 표현하
였다. 

 두번째로 야외활동을 많이하거나 자외선에 노출이 
많은 경우 피부 노화를 일으키며 주름이 생기게 된
다. 이는 주름이 ‘짜글짜글’이라는 표현으로 피부조
직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김진영 
Jin-Young Kim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Dept. of Design, Seoul Nat'l Univ. (SNU DESIGN) 

jinyoungkim@snu.ac.kr

정의철 
EuiChul Ju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Dept. of Design, Seoul Nat'l Univ. (SNU DESIGN) 

jech@snu.ac.kr

Proceddings of HCIK 2021

- 974 - ⓒ 2021 The HCI Society of Korea



 세번째로 자기전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습관은 피부
관리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세안을 제대로 하
지 않으면 코, 볼 주변에 노
페물이 쌓여 피부가 뒤집어
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움
직임으로 형상화하였다. 

 네번째로 변비나 장트러블
이 있거나, 생리 등으로 호
르몬 변화가 있을 경우 턱 
주변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데, 이는 ‘일어난다’는 표현
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표
현하였다.  

  그림3. 생활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표현 시나리오 

2.2 디자인 구체화 

4가지로 구성한 시나리오를 
각각의 움직임으로 구성하
기 위하여 피부의 조직을 상
징하는 6각형 형태의 유닛을 
만들었다. 37개의 유닛은 전
체적으로 6각형의 형태를 이
루며 [그림 4]와 같이 얼굴
의 각 부위를 상징한다.  

그림4. 피부조직을 상징화한 
6각형 유닛 디자인 

각 유닛간 간격, 방향, 높이들을 달리하여 [그림5]에
서 구성한 4가지 시나리오별 움직임을 Output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4가지 생활습관을 각각의 행위에
서 생겨나는 손의 움직임으로 Input의 요소를 구성하
였다.  

그림5. 시나리오별 Input 과 Output 요소 구성 

첫번째의 ‘피부가 갈라짐’은 물을 마시는 동작을 
Input의 움직임으로 보고, 사용자의 물컵에 붙어있
는 자이로센서의 움직임을 통해 작동된다. 이는 서보
모터의 각도 조절에 의해 37개의 유닛 간 간격이 벌
어지며 피부조직이 갈라지는 형상을 표현한다.  

두번째로 ‘주름이 짜글짜글’은 조도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input으로 작동
되며 37개의 유닛의 간격이 좁아져 주름지는 형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세번째로 ‘피부가 뒤집어짐’은 세안시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Input으로 설정하였다. 얼굴 주변의 위치
에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벌어지는 손의 움직임을 거
리센서로 센싱하여 작동한다. [그림6]와 같이 코, 볼 

주변의 21개의 유닛이 서보모터의 180도 움직임에 
의해 방향이 앞,뒤로 뒤집어지는 움직임으로 표현하
였다.  

그림6. 유닛 21
개의 방향전환으
로 피부가 뒤집
어짐 표현 

네번째로 ‘트러블이 일어남’은 배 주변의 손 움직임
을 센싱하며 이때의 손 움직임은 시계/반시계 방향으
로 둥글게 돌리는 동작으로 배를 따듯하게 하기 위
한 움직임이다. 가변저항의 움직임으로 input을 구성
하였으며 턱 주변의 8개 유닛이 서보모터의 수직움직
임으로 높이가 올라가 일어나는 움직임을 구현하였
다. 

2.3 움직임 디자인 

4개의 시나리오는 각각 생활습관에서 생겨나는 손의 
움직임을 [그림7]과 같이 연결된 자이로센서, 조도센
서, 거리센서, 가변저항으로 센싱하여 input의 움직
임을 입력한다. 또한 각각의 output 움직임은 서보모
터의 각도조절에 의해 유닛간 간격, 방향, 높이 조절
에 의해 피부상태를 상징하는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그림7. 자이로센
서, 조도센서, 거리
센서, 가변저항을 
서보모터와 연결하
여 4가지 움직임 
구성 

3. 결론 

본 전시는 일상생활 속 습관에서 생겨나는 손의 움직
임을 피부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와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상
징화된 움직임의 표현을 통해 언어의 감각을 활성화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경험 실험
을 목적으로 한다. 

6개의 작업을 통해 Input과 Output움직임이 조합되
어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생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
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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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or Check : 손떨림 측정을 위한 모바일 앱  
Tremor Check : A mobile app for checking tre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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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노인 질환 중 이상운동증(파킨슨병, 

본태진전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맞춰 본 연구진은 이상운동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오진 확률을 

줄여주고, 환자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Tremor Check 앱을 

소개한다. 나선 그리기, 선 긋기 검사를 통해 손 떨림 

중증도를 측정하며, 내부 저장소를 사용하여 정보 

보안의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한다. 

주제어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 손 떨림, 정량화 

1. 서 론 

1.1 연구 배경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3 대 노인성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이 같은 추세는 초고령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 손과 발이 

떨리는 진전,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이 뻣뻣해지는 

경직 및 자세 이상증이다[2]. 본태성 진전증도 

유사하게 손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잡을 때 떨림을 

동반하는 질환이다[3]. 이러한 이상운동증의 진단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인지하여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방법 중 하나는 환자에게 어떤 일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임상의가 관찰하여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임상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상의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4]. 또한, 수기 식 기록 법은 

결과를 한 눈에 보기가 번거로우며 기록지의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문의들에 의해 작성되고 임상에 

사용되는 설문(UPDRS 와 CRTS)을 앱으로 구현한 

‘Tremor Quantification’ 앱이 있다 [5]. 

1.2 연구 목적 

하지만, 기존 Tremor Quantification 앱은 너무 

많은 기능을 포함하여 구동이 무겁고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를 다루는 병원 등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10.1 인치 또는 

10.5 인치의 태블릿 PC 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가볍고 사용하기 

쉬운 ‘Tremor Check’ 앱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기존의 4 가지 검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임상용 그리기 검사 두 가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의 내부 저장소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며,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수정하였다. 

본문에서는 앱 설계 및 기능, 동작에 대해 소개한다. 

2. 본문 

2.1 설계 

• 앱 동작 설계 

본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사용자 

목록, 사용자 상세 정보, 검사 수행, 검사 결과 확인 

4 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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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앱 구동 흐름도(App Flow).  

 

앱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동작 한다. 먼저 사용자 

목록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ID 와 사용자 정보를 나타내는 

Info 를 입력하여 등록하며 등록한 사용자는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낸다.  

사용자 상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는 나선 그리기, 선 긋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검사 결과 추이와 사용자가 

그린 그림은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페이지에는 나선과 직선이 먼저 기본(base)로 

그려져 있다. 사용자가 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 

타이머(timer)가 시작되고 선의 x, y 좌표와 timer 

값을 저장한다. 

검사가 끝나거나 사용자 상세 페이지에서 그림 

리스트를 클릭할 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이아웃은 태블릿에 맞춰진 크기를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해상도의 비율마다 계산하여 크기 값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내부 저장소 설계 

앱을 설치하면 내부 저장소에 ‘TremorApp’ 이라는 

폴더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앱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다(그림 2). ‘RemoveUser’ 폴더는 

삭제한 사용자의 폴더가 이동되는 곳이다.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 앱에서는 접근하지 못하지만 데이터는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림2. 내부 저장소 구성 및 데이터 흐름도 (Data Flow) 

 

내부 저장소에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저장된다. 사용자를 등록하면 사용자 ID 로 폴더가 

생성되며 그 폴더 안에 사용자 정보가 담긴 csv 

파일과 검사 결과가 저장될 폴더가 만들어진다. 

검사 결과는 수행한 검사와 손위치(오른손, 왼손)에 

따라 각각 생성한다. 검사 번호와 결과 값, 수행한 

시간은 하나의 csv 파일에 한 줄씩 이어서 저장되며, 

RawData 와 그린 이미지는 검사를 수행할 때마다 

파일이 새롭게 생성된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ID 와 수행 검사, 손위치, 검사 번호를 통해 가져온다. 

2.2 기능 

• 사용자 검색 및 정렬 

검색과 정렬 기능은 사용자 목록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검색은 사용자의 ID와 Info를 통해 가능하다. 

EditText의 변화를 감지하여 입력한 ID와 Info를 

사용자 ArrayList에서 찾는다. 

정렬은 ID와 Info, 마지막 검사 날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ID와 Info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거나, 1, 3, 6 개월 안에 검사를 수행한 

사용자를 찾는다.  

• 그리기 정량화 

그린 터치 입력의 x, y 좌표 값과 시간을 저장하여 

원시데이터를 주파수 분석, 주성분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정량화한다[6]. 이때 5가지의 정량화 

Measure는 Time, Frequency, Magnitude, 

Velocity, Error Distance로 나타낸다.  

• 검사 추이 확인 

각 검사와 Measure 마다 사용자의 결과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질병 진전도를 한 눈에 

확인한다. 또한, 사용자가 그린 그림들을 이미지 

리스트로 제시하여 시간순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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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이는 섬세하고 효율적인 추이확인을 

가능케한다. 

2.3 동작 

앱을 처음 실행하면 기기의 외부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저장 공간 권한을 요청한다. 그리고 권한을 

허용했을 때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권한을 허용하고 나면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목록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A)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 버튼을 통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검색은 검색창으로, 정렬은 목록 이름을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사용자 

리스트를 오랫동안 클릭하면 사용자 삭제 모드로 

바뀐다. 이때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른다. 사용자 리스트를 가볍게 클릭하면 

사용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사용자 상세 페이지에서도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 아이콘 버튼을 이용한다. 

검사는 오른손, 왼손, 양손 모아보기로 나누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손 모아보기는 그림 

리스트만 제시된다(그림 3B). 검사는 ‘새로운 검사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손, 왼손 중 선택한 

후 수행한다.  

검사를 시작하면 안내문이 제시된다. 안내문을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페이지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 이는 차단해 놓았다. 또한, 

잘못 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 버튼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검사가 

끝난다(그림 3C). 

검사가 끝나고 나면 직전 결과와 그린 그림, 결과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그림을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며, 사용자 상세 정보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결과 추이 그래프가 

제공된다. 오른쪽 상단에 ‘+’ 버튼을 누르면 다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용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그림 3D). 

3. 결론 

3.1 차별성 및 기대 효과 

기존의 수기 식 검사 방식은 그린 그림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임상의의 주관으로 판단한다. 이와 달리 

해당 앱은 공학적으로 정량화한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관리가 쉬워지며, 결과 

확인도 용이하다. 검사 결과지의 보관 및 처리의 

그림 3. 앱 구동 화면. (A) 환자 목록  페이지, (B) 환자 상세 페이지, (C) 검사 수행 페이지, (D)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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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앱은 이전에 개발한 ‘이상운동증 진단 앱 – 

Tremor Quantification’의 단점도 보완한다.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고 기기의 내부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정보 노출의 위험을 줄인다. 이전 앱과 

비교하여 코드도 굉장히 간소하며, 불필요한 기능이 

없어 가볍고 빠르게 동작한다. 

해당 앱은 소스코드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7]. 또한 데이터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과 공유가 편리하다.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검사를 

수행하며, 정량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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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낭만 발레 <지젤>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시도로 

재해석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발달은 이와 같은 

재해석된 공연예술을 관객에게 확장된 표현 양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연예술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공연 연출의 방향에 

맞게 시각적 요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 인 퍼포머를 위한 공연예술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발레, 지젤, 공연예술, 인공지능 스타일전이 

 

1. 서 론 

1.1 연구 배경 

지젤(Giselle)은 1841 년 6 월 28 일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어 장 코랄리, 쥘 페로의 안무와 

아돌프 아담이 작곡을 맡은 낭만 발레의 대표작이다1. 

지젤은 총 2 막으로 되어 있는 발레 공연으로 1 막의 

핵심 역할은 지젤, 알브레히트, 힐라리온, 과 마을 

청년, 처녀들이며 2 막에서는 새로운 인물로 귀신 

역할의 미르타와 수많은 윌리(willy)들이 등장한다2. 

발레 지젤은 현대로 오게 되면서 수많은 발레단에 

의해 각색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스토리 

자체가 원작과 전개되기도 하고 지젤의 성격이나 

상황이 새로 설정되거나 추가되는 역할들도 있었다. 

지젤은 안무가가 창의력을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각색된 지젤로 유명한 마츠에크(Mats Ek)의 지젤은 

기존 발레 지젤이 하나도 생각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작품에 주었다. 이 작품을 통해 안무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용수의 기술과 기량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안무하였다 3 <그림 1>. 2 막에서 알브레히트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지젤은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 부위가 그려진 배경막과 

소품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발레<지젤>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한 작품으로 기존의 

발레<지젤>과 다른 시각적 모색을 하였다<그림 2>.  

 

 

그림 1 Mats Ek 의 <지젤>, 1982 

 

 

 

그림 2 Birmingham Royal Ballet <지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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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기존 발레<지젤>은 마츠에크 

<지젤>과 다른 스토리를 취하면서 무용수 및 

무용수의 의상, 배경, 조명 그리고 소품과 같은 

무대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안무가의 연출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레 공연에서 

작품의 스토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무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발레 공연에서 이렇듯 안무가의 

연출에 따른 무용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스토리와 

음악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기존 발레 공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발레 공연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무용수의 퍼포먼스와 음악 

이외에 무용수의 의상, 눈과 같은 효과(호두까기 

인형), 그리고 배경, 조명, 소품 등이 있다. 현재 

발레<지젤>은 여전히 동일한 스토리에 유사한 시각적 

요소로 이루어진 공연이 대부분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이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레<지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공연예술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의 시각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인공지능 기반 공연 설계를 위한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에서는 발레에 

대한 역사를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레<지젤>이 어떻게 

진화되어 현재의 공연예술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발레<지젤> 공연을 설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발레<지젤>에 발전적 형태의 공연예술로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방법에 대한 모색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발레 공연을 설계하여 향후 발레<지젤> 공연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발레<지젤>의 공연에 대한 현황 분석 

2.1 발레<지젤>의 역사적 전개 

발레 <지젤>은 대표적인 낭만주의 발레 중 한 

작품으로 19 세기 지젤의 원작 안무 이후 유명한 

안무가들이 지젤의 해석을 재창작 해왔다. 그 이유는 

19 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특성 때문인데 당시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적인 성향이 작품에 강하게 들어가 

있고 뚜렷한 분위기보다는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하여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관객들의 욕구를 발레 공연을 통해 충족시켜 주었다.4 

이러한 비현실적인 스토리와 연출은 안무 

생각해내기에 각색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레<지젤>의 각색 사례로는 제임스전 

(James Jeon)의 <she, 지젤> 아크람 칸(Akram Khan) 

의 <지젤>, 아서 미첼(Arthur Mitchell)의 <크레올 

지젤> 등이 있다.  

 

2.2 발레<지젤>의 공연 현황 

발레<지젤>은 고전 시기 바로 직전 루이 14 세가 

체계화시킨 엄격한 상체와 하체 움직임의 기본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1800 년대 작품이다. 발레는 

오랜 전통적 역사를 이어오기 위해 손, 발 

포지션(position), 몸 방향의 정립과 같은 많은 특징을 

유지해왔고 무용의 질서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5  시대가 지나면서 유럽에서의 발레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 전문 발레단이 생겨나고 

작품<지젤>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낭만 발레의 

비현실주의적 요소들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도 

찾아보게 되는 발레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성이 깊은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전통성에 반(反)하는, 재해석된 고전 작품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새롭게 창작된 제임스전(James Jeon)의 <she, 

지젤>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각색을 하였는데 

발레리나의 상징인 토슈즈를 벗어버리고 슈즈만으로 

춤을 추었고 발랄한 성격을 가진 마을 처녀 지젤을 

창녀로 연출하였다. 그리고 아서 미첼(Arthur 

Mitchell)의 <크레올 지젤>은 남북전쟁 이전 미국을 

배경으로 한 1984 년 작품으로 특징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만이 무용수로 출연하고 총 

2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은 1 막에서는 현실세계 

이야기로, 2 막에서는 초현실적인 세계 이야기로 

나뉘어 진다. 대부분의 각색된 지젤에서는 발레 공연 

특유의 화려하고 밝은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조롭거나 어두운 조명을 사용해 관객들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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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레 <지젤>은 낭만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무용수의 움직임과 실력에 따라서 공연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동일한 스토리와 

음악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무용수의 움직임을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무가의 연출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발레 <지젤>공연의 

차별화를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시각적 표현의 

확장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레 공연의 시각적 요소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연 설계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인공지능 기반 발레<지젤>의 공연 설계 및 

구현 

3.1 인공지능 기반 발레<지젤>의 공연설계의 

방향성 

인공지능이란(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사고, 

지능적 활동을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학습, 출력하여 

구현하는 것으로6 본 연구에서는 에드가 드가(Edgar 

De Gas)를 학습하여 발레 공연의 배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공연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며 더 나아가 배경에 효과, 

조명 소품 등을 자유롭게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가의 작품들이 선명한 색과 

형상을 띄는 것이 아니라 뭉개진 화법을 통해 물체를 

표현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신비감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드가의 작품을 

학습하여 발레<지젤>의 일반적인 배경을 적용하였고 

이는 마치 드가가 지젤의 배경을 그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3 Edgar Degas, Ballet Rehearsal, 1873 

 

 

 

그림 4 AI Style transferred Image 

 

 

그림 5 작품 제작 과정 

 

3.2 인공지능 기반 발레<지젤>의 공연을 위한 

시각화 

인공지능 기반 발레<지젤>공연 설계는 인공지능으로 

변환한 배경을 어디서든지 활용하여 안무가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인공지능 스타일 전이를 통한 공연예술의 활용 사례 

좌) 전시<이미지의 이미지>: 디지털화된 공연 환경을 

활용한 1 인 공연을 전시장에 설치(Gallery D’OR Seoul 

Korea, 2020.07.30-2020.08.28) 우) 발레<지젤>의 1 인 

공연 

안무가의 연출 방향에 따라 발레 공연에서의 시각적 

부분이 되는 배경, 소품, 소명 등과 같은 기존 공연 

환경을 인공지능 스타일 전이 기법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공연 

예술을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및 

설치 용이하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성이 높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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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발레<지젤>의 공연 설계는 인공지능 

스타일 전이를 통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공연의 

시각적 효과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소의 제약이 많은 발레 공연의 공간활용을 

극대화시켜 간편한 장비와 배경막과 같은 시각적 

요소들로 통합하여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발레<지젤>의 1 인 공연을 

위한 시각적 접근을 인공지능 스타일 전이를 통하여 

보다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서로 다른 

미디어를 통하여 융복합된 공연예술로 설계해 보고자 

한다.  

 

4. 결론적 제언 

인공지능 기반 공연의 발레<지젤>은 시각적 요소를 

표현하여 무용수의 움직임과 시각적 요소를 표현하여 

무용수의 움직임과 대응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 공연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연한 

영상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텍트 

시대에 활용 가능한 공연설계의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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