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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원형(圓形) 인터페이스는 원이라는 도형 자체가 갖는 특성과 심미성으로 
기존의 사각 프레임과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그 예로 최근 등장한 원형 
스마트워치는 전통 원형 시계의 심미성을 유지하며 베젤 휠(Bezel-Wheel)과 원
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접목시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원
형 스마트 워치를 포함하여 사물인터넷, 공간 설치기반, 운송기반 플랫폼에서 피
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
다. 하지만 원이라는 형태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사각 디스플레이와는 다른 정보
조직화 및 시각화 방식이 필요하며 다중정보 연계방식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플
랫폼과 사용 유형에 따른 피지컬과 디지털의 연계방식이 중요하며 회전 인터랙
션과 같이 원이라는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인터랙션 방식도 중요
하다. 이는 UX디자인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구성요소인 인포메이션, 인터페이스, 
인터랙션디자인 관점의 '3i' 연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나 아직 이 기준으로 분석
된 원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연구가 정의한 원형인터페이스의 4개 분석대상 사례들을 '3i' 관점으로 분석
하여 특징을 도출하는데 1차 목적이 있고, 실험 및 설문의 실증 연구를 거쳐 플랫
폼과 사용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2차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용자테스트를 거친 다중정보기반 피지컬, 디지털 연계 
원형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장의 문헌연구를 통해 원(圓)의 개념과 상징적 의미, 조형성
과 형태적 선호도, 그리고 특징에 대한 원의 일반적 고찰을 하였고, 3장의 문헌연
구에서는 인포메이션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 그리고 인터랙션디자인의 ‘3i’에 
따라 원형(圓形)인터페이스를 UX디자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문헌연구 내
용들은 4장 사례연구를 진행할 때 분석 툴로 적용되었고, 5장 실험 및 설문 실증
연구, 6장 프로토타입 작품 제작 및 사용자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중심 요
소로 활용되었다. 4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툴의 리스트를 정리한 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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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유형에 따라 총 8개의 분석 대상을 정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실험조사와, 2차 설문 실증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는 파일럿 테스트용 실험설계로 원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로우
-피덜리티(Low-fidelity)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플랫폼 및 사용 유형별 사용자  
니즈가 반영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2차는 설문조사의 실증연구로 각 플랫폼
과 사용유형별로 다중정보를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연계했을 때 
사용자 경험이 증진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변인에 따른 요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가설 검증결과에 맞춰 플랫폼과 사용유형별 원형
인터페이스 UX디자인 제작 시 중요시 되는 ‘3i'기준의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5장에서 도출된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원형인터페이
스의 플랫폼과 사용유형별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디
자인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피지컬과 디지털을 이용한 다중 정보 연계 방안의 제
안으로 9개 영상물과 피지컬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의 평가척도로 사용자테스트를 거친 후 최종 하이-피덜리티
(High-fidelity)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이후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반응
형 웹기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7장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분석된 연구 결
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실무적 활용방안, 그리고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단계별로 1. 
사례분석 결과, 2.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3. 사전설문 및 본 설문 
결과, 4. 9개 영상 프로토타입의 사용자테스트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설문의 경우, 첫 번째 가설인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
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설인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와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
손가락)에 따라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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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보일 것이다” 에서는 각 가설의 컨트롤 기능 쪽은 지지되었지만 다중정보 
연계 측면에서는 지지와 기각이 혼재되었다. 이는 다중정보 연계의 경우 서비스
콘텐츠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작된 9개 영상 프로토
타입의 사용자테스트 결과의 경우 전체 선호도는 설치기반(태양계 키오스크)>
운송기반(이륜 자전거)>설치기반(공항안내 키오스크)>IoT(온도 조절기)>운
송기반(사륜 자동차)>스마트워치(좌우 슬라이드 화면 확장형)>설치기반(공룡
정보 키오스크)>스마트워치(캡 오픈형)>IoT(헬스 기기) 순으로 도출되었다. 
원형인터페이스의 적용 가치에 대한 답변은 감성>사용성>유용성의 순으로 나
왔다. 전체 선호도 답변을 정리해볼 때 유용성, 사용성, 감성은 담겨진 콘텐츠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유용성은 제공 콘텐츠와의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 외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렴된 세부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기
술측면에서는 OLED기술 전문가로부터 제안된 프로토타입 모두 현 디스플레이 
기술 차원에서는 구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가 플랫폼별로 심화연구로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아직 실증연구가 
부족한 연구영역에서 실험 실증 연구를 거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유저테스트를 거쳐 4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형 인
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의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제안한 프로
토타입과 반응형 웹기반 가이드라인이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작의 실무적 가
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원형(圓形) 인터페이스, 플랫폼, 피지컬과 디지털, 다중정보, UX디자인, 
가이드라인
학  번 : 2014-30415
email: geon7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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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출현으로부터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TV

에 이르기까지 화면이라고 지칭하는 디스플레이는 사각형이라는 프레임(Frame)
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와 같은 디스
플레이 제작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
을 깨고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기존 원형 아날로그 시계의 감성을 유지한 원형 
디스플레가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출시된 원형 스마트 워치인 
삼성 갤럭시 기어 S2는 원형 베젤 휠을 이용한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과 터치 기
반 원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연계하여 원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만 있는 다른 제
품과 UX측면에서 또 다른 차별화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
계된 원형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는 인터페이스로 스마트워치 
및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에서 설치기반, 운송기반 플랫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콘텐츠로서 정보디자인의 경우 원형 인터페이
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당 정보를 보는 방식
이 기존 사각 프레임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원형 인터페이스의 환경에 맞
게 정보의 성격과 유형을 계층화 하고 이렇게 조직화된 정보를 다중 레이어로 연
계함으로써 원형 환경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방식의 직관성과 새로움을 고취시
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의 변화에도 사용자 경험증진 측면
에서 원형 인터페이스의 활용방안을 플랫폼별, 그리고 사용유형별로 비교 분류
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대상 사례들을 인포메이션, 인터페이스, 인터랙
션디자인의 '3i' 관점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는데 1차 목적이 있고, 실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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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실증 연구를 거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2차 목적이 있다. 마
지막으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계시켜 컨트롤 기
능과 다중 정보를 원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프로
토타입 안을 제안 하는데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다중정보기반 원형인터페이스

에 대한 연구로 연구대상은 플랫폼의 피지컬 외형은 사각인데 디스플레이 안의 
콘텐츠만 원형인 경우는 보통 파이(Pie) 및 래디얼(Radial) 메뉴와 관련된 공학 
기반 사용성 연구가 주를 이루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피지컬 외형까지 원형인 원형 스마트워치, IoT기
기, 운송기기, 설치기반 플랫폼으로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UX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를 인포메이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
인, 그리고 인터랙션디자인의 ‘3i’로 정의하고 진행하였다.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한 UX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경험 요소의 연
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경험 연결 요인을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가이드로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에서 
사례분석, 실험 및 설문 실증연구까지 원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작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
스의 다중정보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1]은 이와 같은 ‘3i’1) 연계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모형 개요이며, [그림2]에 본 연구의 전체 연구 흐름을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1) http://intermedia.snu.ac.kr/?page_id=60  intermedia lab의 ‘4i'에서 ’3i'요소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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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i’ 연계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전체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면 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원(圓)의 개념과 상징적 의미, 원의 조형성과 
형태적 선호도, 그리고 원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 내
용은 4장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할 때 분석 툴로서 기초자료가 되었다. 

3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UX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를 인포메이션 디
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인터랙션디자인의 ‘3i’로 정의하고 각 세부항목
에 따라 원형(圓形)인터페이스를 UX디자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방식으로 4장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할 때 분석 툴로 적용되었
고, 5장 실험 및 설문 실증연구, 6장 프로토타입 작품 제작에 까지 연결된 중심 
요소로 활용되었다. 

4장에서는 2장, 3장의 문헌연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위한 분
석 툴의 항목을 정의하였고, 분석 대상은 사용유형에 따라 총 8개의 사례분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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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정의하였다. 각 사례는 다중 정보의 종류와 함께 피지컬과 디지털 연계 측
면에서 사용자의 인풋 인터랙션의 따른 시스템의 피드백인 아웃풋 방식의 유형
에 이르기까지 ‘3i’요소 합산 총 13개의 분석도구로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실험조사와, 2차 설문 실
증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2) 1차는 파일럿 테스트용 실험설계로 피험자를 대상
으로 원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선호 플랫
폼 조사와 함께 사용 유형별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2차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
증연구로 각 플랫폼과 사용유형별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연계했
을 때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이 증진되는지 가설 검증 실
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변인에 따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실증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사용유형에 따른 원형인터페이스 UX디자인에 대한 디자
인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5장에서 도출된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원형인터페이스의 
플랫폼과 사용유형별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한 UX디자인 프로토타입
을 디자인하였다. 이는 피지컬과 디지털을 이용한 다중 정보의 연계 방안의 제안
으로 이후 High-fidelity 프로토타입인 작품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 병행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이 원형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제
안으로써 사용자 경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정리하였다. 최종 결과물은 
반응형 웹기반으로 전체 연구내용을 웹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였다. 

7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연구의 한계점과 연
구의 실무적 활용방안, 그리고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2) 전체 연구 프로세스의 상세 내용은 [그림 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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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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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원형(圓形) 인터페이스(Circular interface)
인터페이스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사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물을 
이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와 매개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
페이스 중에 그 외형이 원(圓)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원형(圓形) 인터페
이스라고 정의한다.

플랫폼(Platform)
플랫폼은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틀이나 체계를 의미한다. 다이
빙 플랫폼(Diving platform), 점핑 플랫폼(Jumping Platform)과 같이 물리적 사
물들(Physical Objects)과 그 특징들을 의미하기도 한다.3) 본 연구에서는 디바
이스(Device)를 포함하는 키워드로 스마트워치, IoT 디바이스, 그리고 설치기
반, 운송기반 인터페이스와 같이 크기와 활용 유형이 각기 다른 디스플레이가 담
긴 틀을 플랫폼이라고 정의한다.  

‘3i’ Design (information, interface, interaction Design)
본 연구에서는 UX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를 인포메이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인터랙션디자인의 ‘3i’로 정의한다.

GUI기반의 디지털과 TUI기반의 피지컬과 인터페이스
실생활 사물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디지털 스크린 기반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고 이를 동작할 수 있게 구현시킨 것을 GUI(Graphic User Interface)라 
한다.4) 이는 사용자가 주로 마우스를 입력장치로 인터랙션 하여 원하는 정보로 
3) en.wikipedia.org/wiki/Platform
4) 이만재, 이상선 공저, 멀티미디어교과서, 안그라픽스, 2002, p.183. 송지원, 체험주의에 기초한 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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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해야 하므로 레이아웃과 함께 적합한 유형의 조작성을 담고 있는 GUI컴포넌
트(GUI component)의 표현이 중요하다. 반면 마우스를 대신한 인풋 장치로써 
여러 형태의 피지컬 오브젝트(Physical Object)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인터페이
스를 TUI(Tangible User Interface)라 정의한다. 이는 감각 디자인과 인터랙션 
방식이 중요한 변수이며, 피지컬 오브젝트의 표현과 컨트롤(Control)을 함께 조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중정보(Multi-layered Information)
본 연구가 정의하는 다중 정보는 'Multi-Layered Information'으로 정보에 대한 
흥미, 이해와 기억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정보를 
유형별로 계층화한 후 보는 방식에서 계층화된 정보를 둘 또는 셋, 혹은 그 이상
을 연관시켜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Guideline)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은 실험 실증 연구와 유저테스트를 거쳐 원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작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제작된 프로
토타입 영상을 포함한 반응형 웹기반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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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圓)의 일반적 고찰

2.1. 원의 개념
원의 사전적 정의는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하며, 수학적으로

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궤적에 둘러싸인 점들의 집합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평면도형을 말한다.5)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의 경우 원
은 기하학적 곡선을 그리고 출발하여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완전한 
조형 형태라고 하였다.6) 한석우(1991)는 원을 무한 움직임의 회전과 순환의 항
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인 동시에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아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정적인 형태로 중심 대칭 도형이라 하였다.7) 즉,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
간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다른 기하학적 형태보다 단순
한 형으로 시각적으로는 집중성, 명쾌성, 함축성이 강하다. [그림 3]의 왼쪽 이미
지는 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며, 오른쪽 이미지는 하나의 다각형에서 모서리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 각이 점점 더 둔해 질 때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결국 원에 
가깝게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원의 개념(좌)과 Nicolaus of Cusa’s On the Quadrature of the Circle(우)8)

5)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원&kind=all    
6) 루돌프 하임,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334. 강병윤, 원의 반복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3에서 재인용.
7)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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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의 상징적 의미
[그림 4]와 같이 원은 전통적으로 ‘태양’ 및 사랑과 화합을 상징한 간결한 

형태로써 출발과 종착의 의미를 함께 지닌 영원한 인간세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완성이란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되는 정신세계의 영원성을 말한다. 9) 
흔히 태양을 원으로 상징하는 것은 둥근 모양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중심에서 모
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무한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은 영혼의 
상징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된다. 동서양을 아울러 
원은 원시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극의 합일, 영원, 완전의 의미로 발전
되어 왔다. 원은 자연과 인간의 교차와 함께 하나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삶
의 절대성과 전체성을 의미한다. 칼 융(Carl Gustav Jung)의 경우 원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룬 정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와 함께 마음의 전체성을 상징하고,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완전성을 의미한
다.10) 이와 같이 여러 철학 및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원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반영이며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 외에 원은 통일, 화해, 무한함, 초월성 같은 
의미가 있는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형태이다. 

[그림 4] 원의 상징적 의미

[그림 5]와 같이 종교에서의 원 또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유교의 경우 

8) https://www.schillerinstitute.org/fid_97-01/012_Cusa_quad_circ.html
9)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61
10) 아니엘라 자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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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상징성이 가장 극대화 될 때는 하늘을 가장 높은 이념적 기표로 삼을 때이
다. 그 이유는 관용과 공명정대함, 그리고 인자함 등이 대표적으로 하늘과 맺어
진 상징이기 때문이다. 윤회설(輪回說)이 중심인 불교에서는 원형의 시간관으로 
영혼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무
의식 세계를 포함한 인간 사고의 내면에는 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이미
지의 모티브였으므로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개인 혹은 종교에서 진리의 궁극적 
상징 표현으로 원을 사용하였다.11) 또한 노자는 비움에 대한 예로 수레바퀴를 
들었는데, 이는 바퀴 구멍이 텅 비어있어야 그 가운데 축을 넣어서 수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사이가 텅 비어 있기에 그 
사이에 만물이 생겨날 수 있다 하였고, 여기에서 무는 아무 것도 없음의 절대적, 
존재론적인 무가 아니라, 텅 비우는 것으로서의 무와 억지로 함이 없는 무를 의
미하였다.12)

[그림 5] 원의 동양사상 및 종교적 상징성

이상의 원형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의 유형별 의미를 [표 1]
에 정리하였다. 

11) 이혁진, 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9
12) http://www.kungree.com/story/story_bookgallery_detail.html?i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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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의미 내용
사전적인 의미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수학적인 의미
평면 위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궤적을 그릴 때 그에 둘러싸인 도형

미학적 의미 기하학적으로 완전성을 가진 도형

상징적 의미

태양, 사랑과 화합, 인간세계의 완성, 영원한 에너지, 양극의 합일, 완전의 

의미,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인 정신 전체를 의미. 아름다움, 안정감, 화해, 

통일, 무한성, 초월성의 의미

동양사상 및 

종교적 의미

유교는 공명정대함, 관용과 인자함의 의미. 불교는 수레바퀴와 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원형의 윤회기반 시간관. 노자는 텅 비움으로서의 

무로써 억지로 함이 없는 무를 강조

[표 1] 원의 유형별 의미

2.3. 도형으로써 원의 의의   
도형으로써 원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사각형, 삼각형, 그 외 여러 도형들  

중에 굳이 원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까? 본 연구는 원형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
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원형(Archetype)으로써의 원형
(Circular Shape)은 무엇일까? [그림 6]은 입식인 서양 문화와 좌식인 한국 문화
의 차이로 동일한 ‘식탁’이 서로 다르게 원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3)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 의사소통에서 문화모형의 고려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인지모형을 형성하는 경험과 지식은 모든 배경 상황인 ‘문
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디자인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디자이너가 
심미성 기준으로만 원형을 사용하는 방식을 넘어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된 원이 
갖는 고유의 원형(Archetype)을 먼저 연구할 의의가 있다. 

13) 오화준, 인터랙션 디자인에서의 인지모형 활용,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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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탁의 서양식 원형과 전통적인 한국식 원형

[그림 7]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탁구대의 원형(Archetype)인 사각 탁구
대와 새로운 원형(Archetype)으로 재해석된 원형(Circular)탁구대이다. 이러한 
원형 탁구대가 보편적인 탁구대가 된다면 이전 탁구와 다른 복식보다 더 많은 사
람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게임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사각 탁구대(좌)14)와 원형 탁구대(우)15)

이 두 사례를 보았을 때 오랜 기간 내려오는 기하학적 도형이 갖고 있는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한 원형(Archetype)으로써의 도형이 있고, 그 틀이 깨어지면 
어색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원형(Archetype)으로써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열려 있을 것이다.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TV, 모니터와 같이 고정적으로 
연상하는 사각의 원형(Archetype)을 깨고 최근 원형 카메라, 원형 모바일 폰, 원
형 내비게이션에 이르기까지 원형(圓形)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14) http://www.kettlerusa.com/table-tennis/indoor
15) http://gizmodo.com/a-round-ping-pong-table-with-a-spinning-net-makes-colle-157683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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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사조 측면으로 알
아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초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불필요한 것은 배제하고 본
질적인 것만 남기는 정신으로 현대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다. 산업 사회의 대량생
산 구조에 적합한 실용성, 단순성, 균형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합
리적 형태로서 ‘기하’가 선택되었다. 대표적인 기하 형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이 
사용되었다.16) 이 기하형태는 조형성, 완전성, 간결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본질적인 형태 그대로의 원을 많이 사용하였다. 몬드리안, 오스카슐레머의 경우 
기본적이고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면들을 단순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이라 정
의하여 기하학이 원형(圓形)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루돌프 아른하임
(Rudolph Arnheim)의 경우 사람은 과거에 지각했던 형태에 대한 기억된 이미지
의 연상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지각한다고 말했다.17) 즉, 사람이 접하는 
형태들은 과거 기억된 경험에서 연상되며 이로부터 그 특성을 분석하며 원은 여
러 형태 중 메시지 소통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심리학에서 보는 원의 의의를 보면 사람은 곡선이나 원에서 부드러움, 친근
함과 같은 감정 경험을 통해 매력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시각정보는 사람의 
눈을 통해 수용되고 뇌의 여러 부위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는데, 형태에 대한 윤
곽지각(Contour Perception)은 직선형과 곡선형 사물을 지각할 때 심리적 반응
을 달리 나타낸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곡선형을 
직선형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기하학적 형태의 종류로 
형태에 따라 사람의 감정반응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미지이다.

16) 방경란, 20세기 디자인교육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한 탐구, 디자인학연구, 18(2), 2005. 이든, 전승
규, 원으로 환원되는 원형감성의 캐릭터디자인, 디자인융복합연구, 13(5), 2014, p.312에서 재인용.
17)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1995, p.54. 이든, 전승규, 원으로 환원되는 원형감성의 
캐릭터디자인, 디자인융복합연구, 13(5), 2014, pp.312-3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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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하학적 형태의 종류18)

가령 [그림 5]의 예 중 직선형보다 곡선형 형태를 볼 때 뇌의 전두대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영역에서 활동이 더 많이 측정되었다고 한다. 이 
영역은 긍정 정서 경험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감정반응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반
대로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뾰족한 형태를 볼 때는 뇌의 편도체(Amygdala)가 반
응하는데, 날카롭거나 뾰족한 형태의 경우 본능적으로 위협신호를 판단하도록 
관장한다. 이와 같이 곡선은 정서적으로 부드러움, 따뜻함, 유연함, 그리고 친근
감과 같은 심리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긍정적 정서의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19) 
[그림 9]의 이든과 전승규(2014)의 연구는 고정관념이 적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권채연(2007)과 홍찬석, 김현민(2003)
의 실험연구 두 가지를 인용하였다. 두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관념이 
적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도형 중에서 원형이 가장 높고, 비 선호하는 도형에서 
원형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20)

18) http://www.fun-stuff-to-do.com/geometric-shapes-worksheets.html
19) http://story.pxd.co.kr/1044
20) 이든, 전승규, 원으로 환원되는 원형감성의 캐릭터디자인, 디자인융복합연구, 13(5), 2014,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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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어린이의 도형 선호도(좌)21), 기하학 도형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도(우)22)

마지막으로 원형 연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레이아웃 측면이 있다. 최
근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여러 원형인터페이스디자인이 도입된 사례를 보면 원형
에 맞게 콘텐츠 영역도 원형 레이아웃을 시도한 사례들도 일부 있지만 아직 외형
이 원형임에도 담긴 콘텐츠는 기존 사각형 그리드 레이아웃을 유지하거나 체계
성 없이 혼재된 사례가 많다. [그림 10]은 이의 예시로 콘텐츠의 레이아웃 방식
이 직선과 회전 인터랙션 어포던스(Affordance)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1번의 경우는 상하스크롤링으로 기존 사각 그리드 레이아웃의 스크롤 
방식이 직관적이다. 2번의 경우 크라운 휠 회전으로 돌림의 인터랙션이어도 상하
의 축방향이 같을 경우 더 직관적일 수 있다. 3번의 경우 피지컬 터치회전으로 
돌림의 단서가 반영된 원형 레이아웃일 경우 어포던스가 더 높을 수 있다. 4번의 
경우 순환되는 방식으로 원형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베젤링이 적합할 수 있다. 

[그림 10] 원형외형과 내부 사각, 원형 레이아웃의 인터랙션 관계

21) 홍찬석, 김현민, 동화책 캐릭터에 있어서 어린이의 감성요인과 색채선호도 추출에 관한 연구, 기초조
형학연구, 4(1), 2003, p.413
22) 권채연, 5가지 기본도형에 나타난 아동의 상징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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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디스플레이 외형이 다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원형(Archetype) 변경의 시도측면, 사조 고찰 측면, 심리적 감정반응 측면, 레이
아웃 고려 측면에서 원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4. 원의 특징
원은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가장 단순한 패턴으로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동일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정원의 경우 균일
한 힘의 균형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시선 방향을 알기 어려우며 원의 그 외 특징
으로는 다음과 같이 회전성, 연속성과 순환성, 완전성, 균형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인 회전성은 평면에서 원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힘에 의해 돌아
가는 운동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람들은 정지되어 있는 정
적인 모습보다 돌아가는 동적인 원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두 번째 특징
인 연속성 및 순환성은 흐름의 방향은 있으나 시작과 끝이 없어 순환하는 개념을 
표현하거나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따로 없는 개별 값들을 나열할 때 효과적인 특
성을 말한다. 이는 끝나는 점을 지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
므로 시간 흐름과 같이 순환하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완전함으로 원의 형성 과정에서 의미이기도 하다. 그 예는 달의 주기
에 따라 완전한 원의 형태로 점점 채워지는 달과 하나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을 통해 원형이 완성되어가는 항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중심점에서 같
은 길이의 잎들이 나오는 꽃이 피는 모습에서도 원의 완전성을 적용할 수 있다. 
원의 완전성의 의미 중 중심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체의 의
미일 때는 형태적 완전성을 갖고, 차오르고 채워지는 형성 과정의 의미에서 정원
은 완전한 하나로써의 상태를 나타낸다. 음양오행사상과 태극문양의 상극도도 
원형을 사용하는데 이 때 원은 상생하는 완전한 세계,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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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특징 이미지 내용

회전성

원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원을 연상할 때 자연스럽게 

동적 모습을 떠올린다.

연속성과 순환성

나침반, 다이얼과 같이 연결성을 제시할 때, 자동차 

속도계와 같이 상대 위치 수치 측정 시 용이하다. 끝 

점을 지날 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같이 순환하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완전성

원의 형성 과정에서 보면 완전함을 뜻한다. 

중심축에서의 같은 거리 개념에서는 형태적 완전성을, 

그리고 채워지고 차오르는 개념에서는 완전한 하나의 

상태의 의미를 상징한다.

균형성

원은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같으므로 내부의 요소들의 

균형이 깨질 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난다. 특히 원을 

세로축의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면 조금만 틀어져도  

좌우 영역의 불균형이 눈에 쉽게 나타난다. 

중앙집중성

중앙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사용자는 화면의 중앙에 

제시된 정보에 가장 집중하게 되며 시선 또한 그 

영역에 주로 집중하게 된다.

[표 2] 원의 특징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네 번째는 균형성으로 원은 중심에서 외곽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세로와 가로의 길이도 같고, 이미 상하 좌우로 밸런스가 균등하므로 원 
내부 요소들의 균형이 깨지면 시각적으로 어색해 보인다. 특히 세로축을 기준으
로 원을 반으로 나누고 비교했을 때 좌우 영역의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눈에 
잘 확인 된다. 마지막 특징인 중앙 집중성의 경우 원은 중앙에 집중되는 특성으
로 사용자는 원형 화면의 정 중앙에 위치한 정보에 가장 집중하게 된다.23)

23) http://story.pxd.co.kr/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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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圓形) 인터페이스의 UX디자인

3.1. UX디자인의 개념 및 구성요소
UX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은 피지컬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의 지각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요소들의 생성과 
일치를 말한다.24) 다른 정의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과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
용할 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으로 단순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 뿐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하며 사용과 관찰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말한다.25) 여기에서 경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내재화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험을 비롯하여 느낌, 기억, 만족감 
도 포함된다.26) 즉 UX는 각 개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UX를 시간 순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첫 째, User eXpect는 UX를 사용자의 기대에 맞춰서 디자인
하는 미래형을 의미하고 둘 재, User eXperience는 사용자에게 좋은 UX를 제공
해야 하는 현재형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사용해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
선하는 일종의 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는 과거 형식인 User 
eXcuse로 구성되어 있다.27)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플랫폼
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며 제공하는 혁신적 경험들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 방식을 부여해주고 있고,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긍정적이며 창의
적인 경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UX디자인 과제로 부여받고 있다. 특
히 원형 인터페이스에서의 UX디자인의 경우 이러한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줄 
24) Russ Unger, Carolyn Chandler, A project guide to UX design, New Riders, 2009. p.3
25)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안그라픽스, 2012, p.326
26) 노주환, UX디자인, 멘토르, 2011, p.18
27) 백승화, 모바일UX 인사이트 관계디자인, 디자인리서치 앤 플래닝,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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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특성 내용

주관성

(Subjectivity)

경험은 사람의 내부에 축적되는 효과로써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생긴다. 이는 경험이 각 사람의 

특성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총체성

(Holistic)

경험은 총체적이므로 구체적 요소들로 구분할 수 없고, 또한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으므로 대신 해당 경험을 일으키는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황성

(Contextuality)

특정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은 그 특성뿐 아니라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시점의 환경이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 환경이나 맥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UX 또한 상응하게 변화한다. 

[표 3] UX의 특성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으므로 경험디자인의 연결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UX디자인 특성의 경우 김진우(2012)는 UX를 제품의 사
용 전이나 사용 중 그리고 사용 후에 일어나는 사용자의 지각, 감정, 신념, 선호
도,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보고 [표 3]과 
같이 주관성, 총체성, 정황성으로 나누어 UX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28) 

사용자 경험디자인의 구성요소의 경우, 사용자가 얻는 경험의 기준으로 나
누어 볼 때 [그림 11]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표(Goal)는 목표
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경험이고 두 번째, 의미(Meaning)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을 통한 경험이며 마지막으로 심미성(Aesthetic)은 미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의미한다.29) 이 구성요소들이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포메이션 측면에
서 원하는 정보에 몰입할 수 있게 배려된 정보의 의미체계가 필요하고, 인터페이
스 디자인 측면에서 그에 적합한 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을 잘 접목시켜야 하며,  
인터랙션 디자인 측면에서 사용성이 충분히 반영된 인터랙션 방식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황(Context)까지 잘 고려해
야 한다. 또한 좋은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한 키워드로 유용한(Useful), 
28)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안그라픽스, 2012, p.23
29)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nsol&logNo=86242523&parentCategoryNo=&cate
goryNo=2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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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쉬운(Usable), 매력적인(Desirable), 접근 가능한(Accessible), 발견 
가능한 (Findable), 신뢰할 수 있는 (Credible), 가치 있는(Valuable)과 같은 키
워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30)

[그림 11] 사용자경험디자인의 구성요소

UX디자인 영역에서는 사용자 경험의 실행 방안으로써 사용자가 놓여 있
는 상황을 어떻게 제시하고,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통
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제작 방법으로써 
본 연구가 정의한 3대 구성요소인 인포메이션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
랙션디자인의 ‘3i' 영역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경험 요소 간의 연결
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UX디자인의 
제작상의 구성요소를 ’3i'기준에 따라 원형 인포메이션 디자인,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원형인터랙션디자인 기준으로 원형 문헌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3.2. 원형 인포메이션디자인
3.2.1. 정보디자인의 개념

30) http://semanticstudios.com/user_experience_design/ 김건동, 스마트패드 활용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p.54 재인용



- 28 -

정보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 되므로 하
나의 국한된 표현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보편적 개념으로는 복잡하고 
방대하게 나열된 의미 없는 데이터를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가치와 의미를 가진 
정보의 형태로 구성하는 총체적 과정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
게 방대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접하는 사용자의 관점에
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목적 및 구조와 속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에 적합하게 정보를 조직화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Nathan 
Shedroff(1994)은 [그림 12]와 같이 정보의 이해과정을 정보제작자인 정보디자
이너 관점, 그리고 사용자인 사용자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31) 

[그림 12] Nathan Shedroff의 정보의 이해과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 배열, 조직화한 후 시각화를 포함한 표
현된 정보의 형태로 담는 과정까지는 정보생산자의 역할이고, 그 정보를 사용자
별 목적에 맞게 유용한 기억의 조합 형태로 저장시키기 까지 지식의 단계는 정보
사용자의 역할이다. 지혜는 좀 더 개인화된 이해의 마지막 단계로서 경험을 통해 

31) http://nathan.com/information-interaction-design-a-unified-field-theory-of-desig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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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모든 과정의 정보에 대해 환경과 맥락 하에 사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개인
적 혜안으로 승화시킨 단계이다.32) 이 중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지혜
로 연결되는 단계에서 피지컬 오브젝트와 디지털 콘텐츠의 연계된 활용은 사용
자에게 참여성의 동기부여를 주며 오감이 연계된 자극을 바탕으로 몰입감을 증
진시키는 강점이 있다. 

동서 비교를 바탕으로 정보디자인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3i'의 관점에서 축약 접두어 'i'의 일관성을 위해 인포메이션 디자
인으로 명칭을 정의하였지만 이어령은 서구에서 사용해 온 ‘인포메이션’과 한국
인이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의 뜻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 문화권의 
‘information’은 본래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알리
다’, ‘전하다’를 의미하기에 이르렀으며 다분히 발신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한국어의 ‘정보’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정(情)을 알리는(報) 것으로 한국인의 
정보 전달 양식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성 측면보다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참여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크다.33) 또한 전헌(2015)은 정(情)을 제거하고 
디자인을 이야기하면 미메시스(형상)34)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정을 강조하였
다. 여기에서의 정(情)은 우주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몸에 대
한 나의 의식,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공유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의미한다. 
즉 동양의 정보는 서구의 발신 지향적 알림 성격의 ‘information’보다 함께와 공
유, 참여 나눔의 의미가 크며 2장 2절에서 언급한 원의 상징성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키워드 측면에서 ‘인포메이션’은 이성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에 대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지의 명료한 전달이라는 목적에 가치를 두며 
키워드 측면의 ‘정보’는 사전적으로 ‘인포메이션’의 한국어 표기이지만 의미적 측

32) Robert Jacobson, Information Design, The MIT Press, 1999. p.271
33) 오병근, 강성중, 정보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p.23
34) 미메시스는 그리스어로 '복제'라기보다는 '재현'의 뜻을 지닌 '모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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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객관성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과장하지 않는다. 

목적성 정보 수신자는 해당 정보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받아들인다.

상대성 정보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보편성 하나의 문화나 언어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역사성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다. 

심미성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움 또한 중요하다. 

전달 용이성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므로 전달이 용이해야 한다. 

매체성 정보 그 자체로는 형태가 없으므로 반드시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가치 변화성 정보는 장기보존 가능하나 그 가치는 시간과 함께 변화될 수 있다.

가치성
똑같은 데이터여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보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아니듯이 정보의 가치는 수신자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성
한국정서에서 정보란 정(情)을 알리는 (報) 것으로 정보의 정확한 

전달성보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참여성을 중시한다. 

[표 4] 정보의 특성

면에서는 원의 상징성과 함께 정을 함께하는 공유, 참여, 나눔의 감성적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 [표 4]는 이상의 내용과 여러 선행 문헌을 종합하여 정보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3.2.2. 다중정보의 개념 및 유형
에디톨러지(Editology)35)라는 신조어가 주목을 받듯이 정보의 양이 방대

해질수록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개인마다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유
용하게 편집하여 정리시킬 수 있는지의 방법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 설계
(Information Architecture) 전문가와 같은 정보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 배열, 조직화, 재분류의 방법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지만,  주로 주요 정보의 추출과 구조화 쪽에 중점이 되어 있으며 정보
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분리와 새로운 재조합 차원의 연계 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의하는 다중정보(Multi-layered information)는 
정보에 대한 흥미, 이해와 기억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를 유형별로 계층화한 후 보는 방식에서 계층화된 정보를 둘 또는 셋 혹은 
35) https://www.youtube.com/watch?v=rMCffwr_5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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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을 연관 지어 하여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모달리티(Modality) 
측면에서도 시각이 주를 이루지만 청각, 촉각 등 다른 오감이 연계되어 정보 몰
입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레이어 간의 인터랙션 방식에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정보의 층을 [그림 13]과 같이 지리 및 공간정보(G), 시간정보(T) 
그리고 사건기반 정보(E), 통계 및 정량정보(S)의 4가지로 정의 하였다.  

[그림 13] 다중정보의 레이어

지리 및 공간정보(G)에 시간정보(T)가 추가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지점 간 이동표현이 가능하며, 여기에 사건정보(E)가 추가되면 각 지점의 시공
간과 연계된 스토리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및 정량정보(S)가 추가됨으로
써 발생된 스토리의 지점별 분절형 정량정보, 혹은 지점 구간의 추이를 볼 수 있
는 연결형 정량정보를 통해 정보의 비교 및 원인, 결과 측면에서의 관계성 이해
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은 4장 사례분석에서 분석 툴로 적용하여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인 원형 인터페이스의 사용유형별 플랫폼에 맞춰 다중정보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2.3. 정보 조직화 방식
인포메이션 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

집하고 이를 적절하게 정리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과정으
로 선정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그 정보의 의미를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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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단계이다.36) 정보의 조직화는 혼돈의 상태로 존재
하는 데이터를 유사한 것끼리 묶는 분류(Classifying), 값의 의미에 따라 배치하
는 배열(Arranging),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관계 맺기(Organizing)의 방
법을 통해 사용자, 정보 사용목적, 사용 환경에 맞도록 질서를 부여 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분류의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포메이션 아
키텍처(IA)의 용어보급 및 정보이론체계의 선구자인 Richard Saul 
Wurman(1990)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LATCH(Location, Alphabet, 
Time, Category, Hierarchy)를 소개했고37),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라 개별 혹은 
복합 형태로 다양하게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보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디자인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조작을 통해 정보 콘텐
츠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따라 적합한 LATCH 분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용
자가 주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정보의 개요 및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38) 원형은 중심에 시선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중앙에 있는 콘
텐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원형 정보 조직화는 [그림 14]의 
왼쪽 이미지와 같이 홈 화면 하위의 복잡한 위계(Hierarchy)방식보다는 오른쪽
과 같이 상하 좌우로 이동이 용이한 대등 내비게이션 구조가 더 적절하다. 김동
후, 정유리, 김서연, 임혜진(2015)은 사각 프레임의 왼쪽상단 내비게이션 구조는 
보통 닫기 버튼(Close button)이나 뒤로 가기 버튼(Back button), 홈 버튼
(Home button)을 고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경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만, 원형 디스플레이는 공간적 제약으로 메인(Main)과 서
브(Sub)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영역이 대등하게 나열되며 단계성이 있도록 표
현할 수도 있고 각기 독립적인 카테고리를 갖도록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
36)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안그라픽스, 2012, p.433
37) Richard Saul Wurman, Information Anxiety, Bantam, 1990, p.27
38) Jenn Visocky O'Grady, Ken visocky O'Grady, The Information Design Handbook, How Books, 
2008.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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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레이어 간 이동 방식은 이전 버튼(Previous button), 다음 버튼(Next 
button)을 제공하거나 좌/우 플릭(Flick) 제스처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카테고리
가 여러 개라면, 페이지 인디케이터(Page indicator)를 화면에 표시하여 현재 위
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39) [그림 14]는 위계와 대등 내비게이션 
구조의 차이로 뎁스(Depth)의 최소화는 원형인터페이스에 도움이 된다. 

[그림 14] 위계와 대등 네비게이션 구조의 차이40)

[그림 15]는 원형 인터페이스에서 정보조직화의 예시로 주로 회전 인터랙
션을 통해 정보 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묶음 정보의 종적 깊이인 뎁스(Depth)체
계와 횡적 나열방식에 다중정보와 LATCH를 그룹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5] 원형 인터페이스에서의 정보 조직화의 예41)

39) http://story.pxd.co.kr/1044
40) http://story.pxd.co.kr/104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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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LG전자 키즈온(Kiz-On)의 차기 UX를 위한 프로젝트 제안으
로, 원형 스마트 워치의 베젤링과 화면 터치 인터랙션의 병행방식을 바탕으로 정
보 조직화를 시도한 예시이다. 원형의 피지컬 형태와 사각그리드의 레이아웃을 
병행하고 있으며 앱 실행까지 2회 이하의 뎁스(Depth)체계를 지향하였다.   

[그림 16]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에서의 정보 조직화 작업예시

3.2.4. 정보 시각화 유형
시각화된 정보는 시각화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인지 능력을 확

대시킬 수 있다. 시각화란 그림이 아닌 언어나 수치로 된 데이터와 정보를 마음
속으로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사고하는 성향을 말한다. 정보의 시각화란 
정보 수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 형상화되어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
픽 요소로는 색, 기호, 그래프, 타이포그래피, 그림, 사진, 다이어그램, 캐릭터, 

41) https://developer.tizen.org/design/wearable/ux-overview/gesture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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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각화의 장점 정보시각화의 유의점
• 정보처리 능력의 확장 가능

• 동시에 많은 데이터의 차별화 가능

• 지각적 추론 가능

• 감성적 표현 가능

• 정보정황의 전달 가능

• 정보의 입체화 가능

• 해석을 위한 지적 능력이 필요

• 정보의 왜곡 위험성

• 과도한 시각화는 효율 저하

• 문화적 요인이 개입됨

[표 5] 정보시각화의 장점 및 유의점

3D 표현 등 문자와 시각적으로 차별되는 형태를 갖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42) 
[표 5]는 정보시각화의 장점 및 유의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보시각화는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시지란 전달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호화된 후 처리과정을 거쳐 겉으로 표현된 의미
를 가진 결과물을 말한다.  메시지의 3요소는 [그림 17]과 같이 내용(Contents), 
기호(Sign, Code), 처리(Treatment)라고 할 수 있다.43) 첫 째, 내용은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 둘 째, 기호는 이해될 수 있도록 담긴 내용에 형태를 부여한 것이며, 
셋 째, 처리는 이 기호를 목적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림 17] 메시지의 3요소

메시지 유형을 정보처리 이론과 연결시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림 
18]과 같다. Peterson(1983)은 정보그래픽의 정보전달 기억력(Retention)과 회

42) 오병근, 강성중, 정보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p.45
43) 이명규, 장우권, 지식정보사회와 디지털콘텐츠, 전남대학 출판부, 2004. p.91. 박미영, 정보디자인에
서 메시지 유형이 정보전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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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Recall)에 관한  연구에서 표, 막대그래프, 지도가 사용자의 회상과 기억력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44) 막대그래프가 가장 회상이 높고, 정보 내용에 
대한 이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ta & Gao(1995)는 사용자의 연
령이 낮을수록 시각정보에 대한 흥미가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각정보 사
용이 기억과 이해에 높인다고 분석 하였다.45) 이와 같이 정보처리 이론의 효과
측면에서 메시지 유형은 관련이 밀접하다.

[그림 18] 메시지 유형에 따른 정보처리 이론

정보시각화 방법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보면 그림을 기반으로 한 이미
지 정보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텍스트 정보의 시각화가  있다. 먼저 이미지 
기반의 시각화를 보면 선정 정보의 시각화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림 19]는 바나나의 단순화 단계별 정보 시각화 방식의 예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단계의 시각화 표현이 정보내용의 직관성과 전달력이 있는지, 그
리고 감성적으로는 어느 표현 단계가 주목과 흥미를 끌며 설득적인지, 아울러 어

44) Peterson, B. K., Tables and Graphs Improve Reader performance and Reader Reaction,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1983. pp.47-55. 신명희, 통계 정보그래픽의 유형이 수용자의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2005. pp.7-8에서 재인용. 
45) Wanta, W., & Gao, D., Young Readers and The Newspaper: Information Recall and
Perceived Enjoyment, Readability, and Attractiveness. Journalism Quarterly, 71(4), 1995, 
pp.926-936. 신명희, 통계 정보그래픽의 유형이 수용자의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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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시각화 방식이 인쇄용과 인터랙티브 플랫폼의 콘텐츠로 각각 적절한 방식인
지 이와 같은 시각화 기준을 정의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46) 

[그림 19] 바나나의 단순화 단계별 정보시각화 방식

다음은 텍스트 정보의 시각화로, [그림 20]과 같이 원형 인터페이스의 경
우 사각형 인터페이스와 달리 정사각형에서 정원의 영역만 활용하게 된다면 정
원을 제외한 각 '귀퉁이 영역', 즉 정사각형 면적의 21.5%를 버리게 되는 레이아
웃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고 화면 영역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47)

[그림 20] 사각 프레임과 원형 프레임48)

박승택(2014)은 [그림 21]과 같이 원형 스마트워치에서 글자정보 프레임 
비율과 글자 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다. 비록 원형 

46) 김건동, 윤주현, 정량적 정보디자인에 있어서 사진과 벡터그래픽기반 정보 시각화 방식에 대한 사용자 
유형별 설득효과, 기초조형학연구, 16(2), 2015. p.33
47) http://story.pxd.co.kr/1044
48) http://geekshavelanded.com/google-watch-concept/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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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내부에 사각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경우 가장 많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은 1:1비율이지만 21:9비율이 연속정보를 가장 잘 표시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아울러 실증연구를 통해서 16:9 화면비율과 9pt의 글자 크기를 사용
하는 것이 원형 디스플레이에서 사각프레임으로 글자정보를 구성할 때 가장 좋
은 대안임을 확인하였다.49)

[그림 21] 글자정보 프레임 비율과 가독성 관계

이와 같이 정보시각화 관점에서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이미지 정보와 텍
스트정보를 원형 인터페이스에 적절히 담는 방법과 기준의 중요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 있는 텍스트 정렬방식을 분석 툴의 한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3.2.5. 원형 정보의 시각화와 모션처리 방식
원형 정보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원형 레이아웃 상에서의 정보의 속성 및 관

계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중 정보의 계층화가 중요하다. 정량적인 정보 전달 능력
은 막대형 차트가 다소 우위에 있으나 사용자의 정성적 선호도 및 인지 성능은 
원형 및 도넛 형 차트가 우세하므로 특정 표현 양식을 고집하기보단 시각화 대상
의 속성이나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시각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원형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경우에는 [그림 22]와 같이 기점과 
종점을 의미하는 두 개의 동심원 계층으로 구성한 후 두 계층 사이에 흐름을 표
시하는 연결선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연결선 색상에 그라디언트
49) 박승택, 원형 스마트워치에서 글자정보 프레임 비율과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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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s)를 적용하여 해당 흐름이 상대 계층의 어느 지점으로 연결되는지를 
의미하게 할 수 있다.50) 이와 같이 원 안에 정보를 시각화 하는 방식은 본 연구
의 목적이기도 하듯이 해당 정보의 내용, 그리고 정보의 조직화 방식, 대상 플랫
폼, 사용 유형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공통되는 적합한 원형 정보의 시각화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림 22] 원형 인터페이스에서의 데이터 시각화 예시

정보 검색 시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형 인
터페이스에서 원형만이 갖는 특징을 살려 모션 처리 방식 유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은 이와 같은 모션 처리의 원칙 중 겹침의 원근 (Perspective of 
overlap)에 대한 예시로 둘 이상의 물체가 서로 겹쳐있을 경우 형태가 완전하게 
보이는 물체가 그렇지 않은 물체보다 가깝게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현 원형 스마트워치의 좌우, 상하 스와이프(Swipe)인터랙션으로 페이지 간 
장면을 전환 할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23] 겹침에 의한 원근

[그림 24]는 X, Y, Z의 공간 좌표를 운용한 선행 연구 내용을 참조하여 대

50) 김석열, 오영주, 박진아, OD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다중 계층 래디얼 테이블,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pp.3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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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이미지 특성 및 시각적 역할

줌(Zoom)

Z축의 특정 위치를 통해 크기가 커지거나 

이동. 상대적 크기의 표현으로 중첩 효과와  

원근감을 부여

면 회전

(Flip)

X, Y축을 중심으로 목표된 각도로 면을 

회전. 투시 개념으로 원근감 도입 가능, 

페이지 양면 정보 매핑

오픈

(Open)

X, Y축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회전. 폴더 

열리는 효과를 만들어냄

[표 6] 원형 장면전환 효과

상물을 원형의 도형으로 변경하여 도입시켜 본 그림이다.  2차원  화면은 X, Y축
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 분할, 변형, 이동 등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서 ‘회전’은 X, Y값을 지니는 축의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3차원의 화면 구성
은 Z축이 추가된 경우로 여기에서의 움직임 혹은 변형은 X, Y, Z의 각 이동하려
는 값에 근거하게 되며, 회전은 점(X, Y, Z) 혹은 (X1,Y1.Z1 - X2,Y2.Z2)을 축
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51)

[그림 24] 2차원 상에서의 좌표면, 3차원 좌표면과 움직임

[표 6]은 문선영(2015)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원형에 맞게 이미지를 작
업한 후 장면 전환 효과의 예를 제시하고 각각 특성 및 시각적 역할 기준으로 재
정리해 본 내용이다. 

51) 문선영, 스마트워치의 화면전화 모션 효과가 효율적 정보탐색에 미친 영향,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1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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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회전

(Swap)

A와 B의 페이지 간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 

교차 이동을 통한 상호 위치 교체

 
[그림 25]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강강수월래’와 같이 원형을 기반으로 한 

모션에서 추출한 응용 가능한 움직임의 유형을 도출해 본 작업이다. 이와 같이 
원형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원형 모션 이펙트는 트랜지션 이펙트(Transition 
Effect), 랜딩페이지(Landing page), 스플레시(Splash) 화면 등 원형 플랫폼 유
형과 사용유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5] 강강수월래 등 원형 모션 요소에서 추출한 원형기반 모션 방식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가 있으나 아직 원형 플랫폼 유형과 사용유형에 맞게 
원형기반 모션을 정리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을 4장의 사례 
분석의 분석 툴로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3.3. 원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3.3.1. 인터페이스디자인의 개념

Dan Saffer(2007)는 인터페이스디자인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제품이나 서
비스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실제화할지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것으로, 소위 보이
지 않는 인터랙션 기능을 보이게, 그리고 사용되어지게 하는 실제화 작업이라 하
였다.52)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과 사물이 근원적으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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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사물간의 접점을 말하며 인
간과 사물을 이어주는 도구와 매개체로써 사람과 사물 사이를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통로 혹은 다리로써 존재한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사물 또는 시스템과 함께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행동할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으로도 설명된다.53) 이를 반영하듯 인터랙
티브 제품이나 서비스에서의 인터페이스디자인은 심미성 외에 “이 페이지를 이
렇게 이용하세요.” 라는 기능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인터페이스로 많이 생각하지만 
IoT환경으로의 변화와 함께  인터페이스로써의 피지컬 오브젝트의 역할 또한 중
요해지고 있다. [그림 26]은 피지컬 오브젝트가 사용자와 정보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이 때 정보는 메시지의 형태로 해
당 피지컬 인터페이스에 담겨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그 결과로 사용자와 정보 사
이에 의미적 이해차원의 소통이 생기게 된다. 피지컬 오브젝트는 그 자체로도 정
보의 메시지를 매개체로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형태나 컬러, 소재 측면에서도 또 
다른 고유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조화롭게 그리고 
상호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 하는 둘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52) Dan Saffer, Designing for interaction: Creating Smart Applications and Clever Devices, New 
Riders, 2007, p.122
53) JoAnn T.Jackos, Janice C. Redish, User and Task Analysis for Interface Design, Wiley, 1998, 
pp.1-5. 조성배, 이동민,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구현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4), 2009, 
p.2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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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요소 내용
유용성

(Usefulness)
필요성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여야 한다.

사용성

(Usability)

내비게이션 정보와 내비게이션 방식을 잘 연동한다. 

그룹화 시각속성을 활용해 요소를 그룹화하고 명쾌한 상하구조를 만든다.

시각흐름 모든 정보마다 명쾌한 시각적 구성과 흐름을 제공한다.

의미연계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이미지 활용

시각소음 불필요한 시각요소를 줄여 시각적 소음을 최소화한다.

일관성 일관적이고, 주변 정보에 맞는 적절 이미지를 활용한다.

감성

(Emotion)

스타일 목적에 맞게 기능과 스타일을 조화시킨다. 

트렌드 대상 사용자의 선호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시킨다.

개성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미적 인상이나 개성을 충실하게 표현

[표 7] 비주얼 인터페이스디자인 제작 시 고려점

[그림 26] 피지컬오브젝트를 통한 사용자의 정보경험

[표 7]은 인터페이스디자인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유용성, 사용성, 감
성의 기준으로 정리한 표로 이를 본 연구의 사용자 테스트 척도에 활용하였다.

3.3.2. GUI기반의 디지털과 TUI기반의 피지컬과 인터페이스
GUI(Graphic User Interface)는 실생활 사물의 개체들을 표상으로 사용하

여 스크린(screen)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적용시킨 후 이를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 구현시킨 것이다.54) 이는 주로 사용자가 마우스를 입력장치로 인터랙션하
54) 이만재, 이상선 공저, 멀티미디어교과서, 안그라픽스, 2002, p.183. 송지원, 체험주의에 기초한 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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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하는 정보로 이동해야 하므로 레이아웃과 함께 적합한 유형의 조작성을 담
고 있는 GUI컴포넌트(GUI component)의 적절한 표현이 중요하다. 하지만 마우
스를 대신한 인풋 장치로써 여러 형태의 피지컬 오브젝트(Physical Object)의 인
터랙션이 필요한 TUI(Tangible User Interface)는 인간의 감각에 대한 디자인
과 인터랙션 방식의 설계가 중요하며, 직관성이 생길 수 있도록 오브젝트의 표현
에 컨트롤(Control) 속성을 잘 조합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부분이다. [그림 27]
은 Hiroshi Ishii(1997)의 선행연구 이미지를 참조하여 컴포넌트 유형별 GUI와 
TUI의 비교에 대해 재구성해본 이미지이다.  

[그림 27] 컴포넌트 유형별 GUI와 TUI의 비교 재구성55)

TUI에서 실제 만져질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인포메이션과 컴퓨테이션
(Computation)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피지컬 오브젝트 자체의 형태, 컬러, 크기 
등을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인터랙션 결과의 표현은 주로 만져지지 
않는  비디오 프로젝션이나, 사운드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방식의 피드백(feedback)을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 검색 경험에 몰입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3에서 재인용
55) Hiroshi Ishii and Brygg Ullmer, Tangible Bits: Towards Seamless Interfaces between People, 
Bits and Atoms, Proceedings of CHI '97,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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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56) [그림 28]은 Hiroshi Ishii의 GUI와 TUI의 프로세스 스케치를 재
구성한 내용이다.  

[그림 28] 히로시이시의 GUI와 TUI의 개념 비교 다이어그램의 재구성57)

3.3.3. 가로와 세로형 인터페이스
[그림 29]는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패드의 가로형(Landscape)과 세로형

(Portrait) 방향 전환 모드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 방향 전환 방식은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경험이다. 하지만 원형 파이메뉴 방식이나 원형기반 콘텐
츠 디자인에서는 방향변화 혹은 사용자가 폰을 잡는 방식에 따라 조작하는 인터
랙션 방식이 이전 사각 레이아웃과는 다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9] 스마트폰의 가로형, 세로형 방향 전환58)

56) Bill Moggridge, Designing Interactions, The MIT Press, 2007, p.527
57) Hiroshi Ishii's Diagram about GUI vs. TUI. Bill Moggridge, Designing Interactions, The MIT 
Press, 2007, p.52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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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은 원형 스마트워치에서 팔의 회전에 따라 텍스트 방향의 자동회
전이 되는 선행연구의 프로토타입을 재구성한 이미지이다. 사각 프레임의 스마
트 폰, 패드와 달리 원형 인터페이스의 경우 원형과 회전 인터랙션의 맥락을 연
결시켜 좀 더 자연스러운 회전기반의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로
와 세로의 개념에 각도에 따른 회전 인터랙션을 더할 경우 원형 인터페이스의 사
용자 경험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30] 스마트 워치의 가로 세로 텍스트 방향 자동회전59)

스마트 폰 및 패드와 같은 핸드 헬드 디바이스(Hand Held Device)의 사례
와는 달리 [그림 31]과 같은 설치기반 프로젝트들은 양 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과 더불어 가로형, 세로형의 설치 형태에 따라 또 다른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는 인터랙티브 테이블과 같이 가로형 수평(Horizontal)방향 인터
페이스와 인터랙티브 월(Wall)과 같은 세로형 수직(Vertical)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설치 공간의 구조와 피지컬 외형의 설치 형태에 따라 사용자가 프
로젝트 앞에 위치하는 방식과 동선, 그리고 정보를 보는 시점을 포함한 인터랙션 
방식과 사용성에 영향을 준다. 
58) http://teraknorblogs.blogspot.kr/2015/07/dear-periscopeco-pretty-please.html
59) 박용배, 권소연, 구본승, 김형년, 장지현, 조광수, 사용자 중심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개발 및 사용성 
평가, Extended Abstract of HCI Korea 2016, p.8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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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테이블을 이용한 수평, 월(Wall)을 이용한 수직 인터페이스60)

가령, 수평인 가로방향 설치의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여러 오브젝트는 올려  
놓기에 용이하고, 그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기에 수월하며 좀 더 여러 사람의 
협업이 가능한 형태의 멀티유저 인터랙션에 용이하다. 반면 벽면 설치 등의 세로 
수직 방향 설치의 경우 사용자가 벽을 보고 좌우로 이동한다든지, 사람 몸 전체
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그 반응을 재현하기 용이하며, 일종의 무대의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군중이 함께 벽면의 정보에 주목하기 용이하다. 
최근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 수평, 수직 방식을 연계하거나, 천정이나 바닥면까
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여러 모달
리티(Modality)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설치 인터페이스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
므로 설치기반 원형 인터페이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특히 회전 인터랙션이 있
을 경우 설치 공간 및 방향에 맞추어 원형플랫폼의 외형 크기부터  사용자의 신
체이용 유형을 포함한 사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3.4. 인터페이스디자인에서 메타포의 활용과 시각화 방식
인터페이스디자인에서 메타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인

터페이스 메타포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개념 
60) Kiyokawa,  K.,  M.  Billinghurst,  et  al., Communication  behaviors  of  co-located  users  in 
collaborative  AR  interfac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MA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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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유형 내용
기능전달 및 

학습성 증가의 

활용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학습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정보를 친숙하게 표현하고 그 의미를 쉽게 

인지시키게 한 것이다. 예)매킨토시의 휴지통 아이콘 

일관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활용

메타포의 특징과 의미를 적용함으로써 기능이나 외관에 대한 적용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Coherence)된 인터페이스를 제시할 수 있다. 

독창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활용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활용된 이미지의 친근감을 통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효과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은 매력 있는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학습의 양을 최소
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기능 전달 도구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61)  또 다른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사용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형태를 컴퓨터 시스템
에 연결시키려는 개념으로 류시천(2000)은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정보의 구조와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표현의 도구로 정의하였다.62)  
송지원(2001)은 인터페이스 메타포를 기능의 전달과 학습성의 증가를 위한 활
용, 일관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활용, 그리고 독창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을 위한 활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표 8]은 이를 재구성한 내용으
로 원형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학습성, 일관성, 독창성이 담긴 메타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필요할 것이다. 
[표 8]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활용63)

메타포의 일종으로 숙어적 인터페이스(Idiom Interface)가 있는데 이것 또
한 자연스럽게 실생활의 개체를 직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메타포로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숙어적 인터페이스는 ‘창과 제목표시줄’, ‘닫기 버튼’, ‘화
면 구분선’, ‘하이퍼링크’, ‘드롭다운 메뉴’ 등이 있으며 숙어적 인터페이스를 제
작할 때에도 대상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특징, 그리고 논리와 시스템에 
61) 송지원, 체험주의에 기초한 메타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1, p.8
62) 류시천, 멀티미디어 디자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학회 학술대
회 논문집, 2000, p.17
63) 송지원, Op. cit., pp.9-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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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체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숙어적 인터페이스인 컨트롤러 기반의 
UI 컴포넌트(UI Component)들도 숙어의 형태로 메타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인
터페이스디자인에서 메타포의 대표적 시각화 방식은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최
근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플랫(Flat) 스타일의 아이콘이 유행하면서 사실
감 있는 표현을 바탕으로 한  스큐어몰피즘(Skeuomorphism)과 대비하여 메타
포로서 아이콘의 형태 및 의미단순화에 따른 단순화 단계별 제작은 학습성, 일관
성, 독창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Massironi(2001)는 모든 그래픽 표
현은 비례, 표현 등 얼마나 실제와 가까운지에 상관없이 그것의 해석에 관한 문
제라고 하였다. 64) 결과적으로 사실감 있는 이미지는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에서 최적화되어야 하며 그래픽은 언제나 해석을 돕는 형식으로 보
여줘야 한다. 아이콘의 의미 해석은 시각화된 추상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될 수 있다. Mihai Nadin(1988)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단순화시킬 
때 도식화가 되면 아이콘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는 지점 전 까지는 해석하기 더 
쉬워진다고 하였다.65) 이와 같이 아이콘 디자인의 경우 실제 사물과 시각화된 
내용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먼저 정립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아이콘의 해석을 위
해 표현된 아이콘의 내용과 해당 기능 사이의 연결을 시켜야 한다. 아이콘의 형
태는 그 아이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의미적 기호로 작용하므
로 문자, 컬러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부가 요소가 추가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명
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아이콘을 단순화 할 때에는 의미를 나타내
는 핵심 부분이 손실되지 않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호 형태는 보편적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66) 즉, 사용자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64) Malamed, Visual Language for Designers: Principles for Creating Graphics that People 
Understand., Rockport Publishers, 2011, p.103. 김건동, 윤주현, 사용자 유형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카테
고리 아이콘의 단순화 단계 선호도, 2015, 디자인학연구, 28(2), p.186에서 재인용
65) Mihai Nadin, Interface design: A semiotic paradigm, Semiotica, 1988, p.284. 황지연역, 비주얼 인
터페이스 디자인, 안그라픽스, 2001, p.1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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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스큐어몰피즘     미니멀리즘

익숙함

친밀감

조작성

현실 실재감을 통한 익숙함 제시. 

아날로그적 표현을 적용하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음. 사물을 그대로 

보여주어 사용법이 직관적임

실제 세계의 사실감 보다는 축약 

표현으로 인위적 느낌이나, 특징만 잘 

남기면 오히려 친밀감을 줄 수도 있음. 

잘 축약하면 조작성도 유지가능

정보표현
정확하고 구체적 전달가능. 반면 과다 

정보표현의 우려가 있음

명쾌하게 핵심 정보만의 축약이 

가능하나 잘못되면 의미의 혼선이 생김

시각 정보는 남아 있어야 하지만, 연관성이 별로 없는 정보는 제거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림 32]는 Nadin의 계산기 단순화 단계 사례
로 (1)번의 구체적으로 표현된 계산기에서 (5)번의 계산기의 연산기호만 남긴 
표현까지의 형태 및 의미 단순화 단계이다.(1)에서 (3)까지는 숫자와 버튼의 개
수가 줄어드는 등 계산기의 외연적인 형태를 단순화하고 있고, 반면 (4)번과 (5)
번의 경우는 계산기의 대표적 연산기호를 통한 의미단순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계산기의 형태 및 의미단순화

이 사례와 같이 우리가 함께 혼용해서 쓰는 ‘단순화’라는 단어는 나누어보
면 형태, 혹은 의미적 측면의 단순화인 ‘Simplification’과 표현측면에서 단순화인 
‘Minimaliz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Minimalization’는 묘사된 표현
형태인 스큐어몰피즘(Skeuomorphism)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표 9]는 스큐어
몰피즘과 미니멀리즘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이다. 
[표 9] 스큐어몰피즘과 미니멀리즘의 비교67)

66) Robert. J. Stemberg, 김민식, 손영숙, 안서원 역, 인지심리학, 박학사, 2005. p.93
67) 김건동, 윤주현, 사용자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OS아이콘의 의미와 표현 측면의 단순화 선호도, 기초조
형학연구, 16(3), 2015, p.4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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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측면

사실감으로 주의를 끄나 사실적 표현 

외에 시도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의 

표현 제약이 될 수 있음

깔끔한 인상과 절제된 세련미를 줄 수 

있으나, 과도한 단순화는 개성을 상실할 

수도 있음

기술측면
과도한 이미지로 스크린 사이즈별로 

묘사된 디테일의 공통적용이 어려움

최근 여러 스크린 사이즈에 반응형 웹 

등 공통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

의미의 단순화(Simplification)와 표현의 단순화(Minimalization)의 개념 
차이에 대해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33]과 같다. iOS 6의 카메라 아
이콘의 경우 계산기 사례와 같이 형태 및 의미의 단순화 측면에서는 카메라 렌즈
만 남겨두어 상당히 단순화시켰으나 표현 방식으로 볼 때는 사실감 있는 스큐어
몰피즘적 표현이다. 반면 이후 업그레이드된 iOS 7의 카메라 아이콘의 경우 렌즈
에서 다시 카메라 전체 형상을 다 담음으로써 형태 및 의미의 단순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되었지만 표현방식을 볼 때에는 사실감 있는 스큐어몰피즘이 
아닌 미니멀리즘으로 단순화되었다.68) 본 연구인 원형 인터페이스 메타포 요소
로서 아이콘의 시각화 방식과 단순화 과정을 언급할 때에는 의미와 표현의 단순
화가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33] 의미단순화와 표현단순화의 예시

 [그림 34]는 같은 개념을 공간 내에 피지컬 오브젝트에 적용시켜 재구성
해 보았다. 메타포로써 피지컬 오브젝트의 형태 및 의미의 단순화와 그 구체적 

68) ibid.,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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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단순화 단계도 사용자의 형태 인지에 도움을 주는 학습성, 전체 표현의 
일관성, 그리고 독창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메
타포와 함께 중요하다. 

[그림 34] 피지컬 오브젝트의 의미단순화와 표현단순화 적용의 예

3.3.5. 인터페이스디자인을 위한 시지각 및 게슈탈트 원리
게슈탈트(Gestalt)는 사전적으로 첫 번째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는 통일성, 전체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형태’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베르트하이머, 퀠러, 코프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그 후 약
25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험과 발전이 이루어졌고 주요 연구 목적은 인간이 지각
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의하였다. 게슈탈트 이론은 지각적 구성에 관한 문제에
서 출발해서 점차 지각 현상들과 관계가 있는 실험과 시도들을 추진하였다. 연구
의 주 내용은 형태의 윤곽이 따로 보일 때와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보일 때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지각의 윤곽적인 측면을 다
루었다.69) 시지각, 기억과 연상, 사고와 학습, 예술에서의 심리학 등을 다루었으
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도 이 원리는 많이 활용된다. [그림 35]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자주 활용되는 게슈탈트 원리를 원형 인터페이스 맞춰 정리한 내용
이다. 가까운 것 끼리 묶여 보이는 근접성의 원리, 같은 컬러나 속성끼리 묶여 

69) 박선의, 최호천,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99,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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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유사성의 원리, 뚫려 있으나 완성형 도형으로 묶여 보이는 폐쇄성의 원리, 
연속된 움직임의 방향으로 묶여 보이는 동일 연속성의 원리, 폴더체계 등 하나의 
묶음으로 함께 그룹화 된 공동운명의 원리, 그리고 쉽게 인지되기에 좋은 복잡성
이 없는 좋은 형의 원리, 버튼의 요소에서와 같이 도형이 되는 형과 바탕이 되는 
형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형과 바탕의 원리 등이 인터페이스 디
자인에서 자주 활용되는 게슈탈트 원리로 본 연구에서 선행 사례분석의 분석도
구 중 하나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35] 원형 인터페이스에서의 게슈탈트 법칙 적용 예시

3.3.6. 원형 인터페이스의 플랫폼별 화면 크기
[그림 36]은 선행문헌을 참조하여 원형 인터페이스 플랫폼별 화면 크기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 노트
북 PC에 적용될 원의 크기를 중심에 놓고 왼쪽은 그 보다 작은 화면 크기, 오른
쪽은 그 보다 큰 화면 크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단의 외형까지 원형인 본 연
구에서 주로 다루는 원형 인터페이스의 플랫폼을 현재 주로 활용되는 상단의 디
바이스별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적용하여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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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형 인터페이스의 플랫폼별 화면 크기

[그림 37]은 선행문헌을 참조하여 원형 인터페이스에 맞게 재구성한 이미
지로 플랫폼 별 사용자와 디스플레이 간 보는 거리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이 원형 인터페이스의 플랫폼별 크기와 함께, 해당 담긴 정보를 보기
위한 사용거리는 인터랙션을 위해 사용자가 활용하게 되는 신체활용 부위와 사
용성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37] 플랫폼별 유저와의 보는 거리 차이70)

70) Wolfram Nagel, Multiscreen UX Design: Developing for a Multitude of Devices, Morgan 
Kaufmann, 2015, p.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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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원형 인터페이스의 시각요소 및 컴포넌트 구성요소
비주얼 인터페이스의 시각요소는 이미지, 그래픽, 다이어그램, 테이블, 그

래프 등 이미지 기반의 일반적 디자인요소와 타입과 관련된 타이포그래피요소, 
그리고 WIMP(Window icons menu pointer)라 지칭되는 인터페이스에 특화하
여 사용되는 그래픽 요소인 윈도, 아이콘, 메뉴, 포인터. 스크롤바, 타이틀 바, 상
태 바, 툴 바 등의 UI 컴포넌트(UI Component)가 있다.71) 하지만 일반 시각요
소인 이미지와 텍스트는 정보와 밀접한 연계가 있어 3.2.4.인포메이션 챕터에서 
정보의 시각화 범주로 다루었으며 본 절에서는 UI 컴포넌트 구성요소를 중심으
로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메뉴는 사용자에게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손쉽게 해 준다. 메
뉴 바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정지 형 메뉴와 풀다운 메뉴, 팝업 메뉴 등의 가변 
형 메뉴가 있다. 또한 메뉴는 대안이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선형 메뉴와 비선형 
메뉴로 나누어진다.72) 선형메뉴는 위에서 밑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
시되는 단일 차원의 메뉴를 의미하며 비선형 메뉴는 파이메뉴와 태그 클라우드
(Tag Cloud)가 있다. 원형 기반의 파이 메뉴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파이의 중
앙에서 모두 균등하게 분포되어 전반적으로 메뉴의 선택이 신속하게 된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화면의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피지컬에서
메뉴의 개념은 오브젝트를 얹어서 선택하게 하는 트레이로 대치할 수 있다. 버튼
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여 
‘delete', 'confirm'과 같이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실행 버튼과 사
용자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버튼이 있다. 체크박스(Check box)는 N개
의 체크박스를 배열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라디오 
버튼(Radio Button)은 사용자가 여러 버튼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71)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2012, p.465
72) ibid.,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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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유형

메뉴의 유형

실행버튼의 유형

체크박스의 유형

라디오버튼의 유형

[표 10] 컴포넌트 구성요소

버튼으로, 중복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와 차이가 있다. 토글 스위치(Toggle 
Switch)는 켜고 끄는 등의 스위치 역할로 원하는 한 쪽 방향으로의 선택과 고정
을 할 수 있다. 스피너(Spinner)는 수치 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순환되는 구
조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값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하는 UI 
컴포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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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글스의치의 유형

스피너의 유형

이와 같은 조작기반 컨트롤이 가능한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초기 및 단계적 인터랙션 단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3.4. 원형 인터랙션 디자인
3.4.1. 인터랙션디자인의 개념

인터랙션디자인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디자인하는 단계로 시스템과 사람 간의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Alan Cooper, 
Robert Reimann, David Cronin(2007)은 행동(behavior), 형식(form), 내용
(content)의 문제를 다루는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인터랙션디자인 설
계 원칙이라 하였다.73) 즉, 인터랙션을 설계한다는 것은 글과 사진을 올리고 답
글을 다는 행위와 같이 시스템과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의 행위에 
반응하는 시스템의 단계적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동일한 콘텐츠의 정보일지
라도 어떤 순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지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

73) Alan Cooper, Robert Reimann, David Cronin, About Face 3, Wiley, 2007,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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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고려사항 세부 내용

조화로운 

인터랙션

 유연한 

인터랙션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시 그 과정상 발생하는 절차의 

수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다. 하지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주어야 한다.

예외 상황을 

고려한 인터랙션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능을 가장 알기 쉽고 잘 

보이게 제시하되, 그 외 기능들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즉시성과 지체를 

감안한 인터랙션

사용자의 행위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지체에는 사용자에게 ‘취소’버튼 제공 등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대화 가능 

인터랙션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빠른 길 설정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명령에 따르지만 필요 시 다른 대안의 행동 가능성을 

열어둔다.

부정요소를 

줄이는 

인터랙션 

접근이 쉬운 

인터랙션

초성 검색으로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자동검색기능의 예와 같이 사용자가 암기할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로의 쉬운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가 적은 

인터랙션

프리웨어 설치 화면과 과정 중 스폰서 프로그램을 일일이 

해제하지 않으면 함께 설치되게 하는 불편함과 같은 예

오류방지 

인터랙션

멘탈 모델에 어긋나는 취소 버튼의 위치와 같이 사전에 

사용자가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한다.

는 유용성, 사용성, 그리고 감성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위해
서는 사용자의 방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투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성
을 위해서는 제시된 과업(task)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
정에서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그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인터랙션은 시간에 따라 조건이나 상태가 달라지므로 인터랙션디자인은 시
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 형식, 내용의 조합을 설계한 후 사용자 태스크를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계한 인터랙션디자인일수
록 오감을 통해 수용된 자극이 새로운 경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
용자와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사용자의 모달리티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 11]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제작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11] 인터랙션 디자인 제작 시 고려점74)

74)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개론, 안그라픽스, 2012, pp.496-5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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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정보 없는 

인터랙션

대부분의 팝업창과 같이 당장 필요 없는 정보를 보도록 

강요받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강요 없는 

인터랙션

사용자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완전히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긍정요소를 

늘리는 

인터랙션 

관심 주는 

인터랙션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정황까지도 

기억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보는 

인터랙션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주고 태그 자동완성 기능의 

예와 같이 한발 먼저 내다봐야 한다. 

상식적 인터랙션 적시 적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융통성 있는 

인터랙션

사용자의 특정행동 지시 시 시스템은 순서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점에 원하는 기능을 바로 수행 

할 수 있는 대체속성이 필요하다. 

3.4.2. 멘탈모델과 사용자 행동방식
[그림 38]은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의 개념모델이다. 디자이너

는 사용자가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형성하는 시스템이미지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엮어 디자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제시된 
시스템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을 하고 경험하며 알아가기 때문이
다. 디자이너가 제시한 개념모델과 사용자의 모델이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과 연관된 적절한 메타
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멘탈모델을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
한 요인은 ‘일관성'과 ‘컨텍스트'이다. 원형인터페이스에서 원형이라는 형태가 주
는 사용자의 멘탈모델과 디자이너가 제시한 시스템 이미지인 개념모델을 일치시
켜 조화롭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행동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다음 절의 어포
던스와 조작성, 그리고 회전인터랙션과 맞물려 있으며 사용자의 행동방식으로 
연계된 실행 방안으로서 이들을 신중하게 고려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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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멘탈모델75)

3.4.3. 어포던스와 조작성
머그잔의 손잡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넣어 들고 싶게 만든다. 가위는 두 

원형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접었다 폈다 사용하게끔 유도 한다 이와 같이 어포던
스(Affordance)는 제품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사용자가 예상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사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일종의 행동유도 신호를 어포
던스라고 할 수 있다. 어포던스는 James Gibson(1979)이 처음 연구하고 Donald 
Norman(1988)이 재 정의한 이론이다. 지각 행동 유도성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
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하고자 하면 먼저 그 사물이 쉽게 지각되고 찾아낼 수 있
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76) 즉, 사람들이 형태를 보고 행동을 유추,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물
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어포던스는 사용자의 사고 과
정을 바탕으로 한 컨셉으로 사용자가 인지하는 속성이 더 중요하므로 제품의 
실제 속성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피지컬 오브젝트의 지각을 통해서 
75) Donald Norman, The Design Everyday Things, basic books, 1988, p.190 재구성
76) 김건동, 피지컬 오브젝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한 정보디자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15(1), 20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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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터랙션 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단서란 측면에서 
어포던스 속성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문을 열거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것을 주
문하는 등 특정 과업을 시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 도움이 될 만한 도
구나 사물을 찾으므로 이와 같은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사물이나 도구가 눈에 잘 보이고 그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
다. 가령 버튼은 누르고 싶게 하고, 손잡이는 잡거나 잡아당기고 싶게 한다. 원형 
판이나 둥근 원통형 물체는 돌리고 싶게 하고 작은 다이얼은 손가락으로, 큰 
바퀴는 두 손으로 돌리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조작 어포던스(Manual 
Affordance)라 한다. 

[표 12]는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첫 번째 문의 손잡이로부터 일상의 조작 
가능한 컨트롤러에 이와 같은 조작 어포던스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표 12]의 
두 번째 줄의 이미지는 공간(Space)어포던스의 예시로 사물이 갖는 특성과 그 
사물이 놓여있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참여하여 행위를 달
리 할 수 있는 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 이미지이다. [표 12]의 세 번째 줄에 제시
된 이미지는 GUI에 적용된 어포던스 속성으로 현상 세계의 버튼을 메타포로 옮
겨 놓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GUI에서도 어포던스 속성이 작용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플랫 디자인이 유행하며 명확하지 않은 어포던스의 표현들이 많아
지고 있으므로 단순화 단계에 맞춰 어포던스를 유지하며 디자인 심미성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표 12]의 네 번째 줄의 이미지는 원형 
운동과 직선운동을 기반으로 한 조작 어포던스 속성이 담긴 내용을 재구성해 본 
것으로 축은 누름과 회전의 어포던스를, 길이 방향의 공간은 직선운동의 어포던
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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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유형

조작어포던스의 유형77)

공간어포던스의 유형78)

GUI에서의 어포던스

원형 조작 어포던스 유형79)

[표 12] 유형별 어포던스

77) http://www.howdesign.com/web-design-resources-technology/key-concepts-multidisciplinary-interaction-designer/   
http://paaralan.blogspot.kr/2010/09/affordance-and-educational-games.html 재구성 
78) http://www.ijdesign.org/ojs/index.php/IJDesign/article/view/1556/659
79) http://www.sigchi.org/chi97/proceedings/paper/hi.ht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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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피지컬과 디지털 연계의 인풋과 아웃풋 유형
[표 13]은 6가지로 정리한 피지컬과 디지털 연계의 인풋과 아웃풋의 유형

으로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된 인터페이스와 소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하
게 되는지 그 경우의 수를 제시하였다. 이 내용 또한 사례 분석 툴 중의 하나로 
분석대상 사례의 인풋과 아웃풋 유형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표 13] 피지컬과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의 유형80)

80) 김건동, 피지컬 오브젝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한 정보디자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15(1), 2014, p.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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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인터랙션 유형

바퀴와 휠의 회전 인터랙션81)

각종 제품에 적용된 휠82)

설치형 프로젝트에 적용된 회전 휠의 유형83)

[표 14] 회전인터랙션 유형

3.4.5. 회전 인터랙션의 유형
바퀴가 수천 년 인류가 섬세하게 조정해 온 역사의 산물이듯 우리 일상에 

스크롤 휠과 같이 축을 중심으로 기본 회전의 원리를 활용한 조작 가능한 회전 
장치들을 볼 수 있다. [표 14]의 두 번째 이미지들은 여러 제품디자인에 적용되
어진 휠의 이미지 예시로 각 제품의 기능에 따라 회전 인터랙션의 조작방식 차이
를 보인다. 특히 애플의 아이팟 제품의 변천 이미지의 경우 버튼기능과 휠 기능
을 조합한 유형으로 최근 GUI 컴포넌트 중 위젯 등에 포함되는 다중 컨트롤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이미지들은 피지컬 손잡이(Knob)로부터 디지털 
터치 회전, 그리고 피지컬 휠을 직접 돌리는 회전 인터랙션까지 제시된 이미지의 
손과 팔의 동작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회전 인터랙션에서도 플랫폼 사이즈와 사
용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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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의 법칙 유형

피츠의 법칙에 대한 원리85)

[표 15] 피츠의 법칙

3.4.6. 피츠의 법칙(Fitt's Law)
피츠의 법칙(Fitt's Law)은 목표 대상 영역의 크기와 이동 거리 간의 관계

를 통해 인터랙션 시 사용성의 어렵고 쉬운 정도를 측정하는 법칙이다. Bruce 
Tognazzini는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목표까지의 거리와 목표물의 크기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84) 즉, 손에서 도구가 가깝게 있고 적당한 크기라면 사용
자의 인터랙션을 향상시키고, 도구를 정황(Context)에 따라 제공하면 인터랙션
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표 15]의 첫 번째 줄의 이미지는 피츠의 법칙에 대한 
원리로 마우스나 손이 이동할 때 타깃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버
튼의 크기가 충분히 클수록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수월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81) http://sciencepole.com/scroll-wheel/ 재구성
82)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7/40223?per_page=34&sch_txt=
83) https://artcom.de/en/department/communication-en/ 
84) http://asktog.com/atc/principles-of-interaction-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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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의 법칙 원리86) 메뉴에 적용된 피츠의 법칙에 대한 원리87) 

두 번째 줄의 왼쪽 이미지는 피츠의 법칙을 반영한 페이스북의 ‘Like'버튼
사례로 거리와 크기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오른쪽 이
미지는 원형 인터페이스기반 파이(Pie)나 아크(Arc) 메뉴에 적용된 사례이다. 

3.4.7. 힉의 법칙(Hick's Law)
힉의 법칙은 선택한 가지 수를 줄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영국 심리학자 

Hick(1951)은 10개의 램프가 있는 테이블에서 5초 간격으로 임의의 램프가 켜
지게 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이 때, 램프의 개
수를 2개에서 10개까지 변화 시키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변화
를 계산했더니, 램프의 개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렸다.88) 이와 같이 한 개
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데 1초가 걸렸다면 두 개의 선택지를 선택할 때에는 1.8초
가 필요하게 된다.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때 선택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선택 반응시간도 같이 증가하는데, 선택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

85) http://www.hcibook.com/e3/online/fitts-cybernetic/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itts_law.png
86) http://kaizen-ux.com/social-button-user-experience/
87) http://www.betriebsraum.de/blog/2009/12/11/extremely-efficient-menu-selection-marking-menus-for-the-flash-platform/
88) http://tech2ipo.com/5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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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의 법칙 유형

힉의 법칙과 정보 구조화 예시89)

리모콘에 적용된 힉의 법칙 원리90) 파이메뉴 개수와 힉의 법칙91) 

[표 16] 힉의 법칙

에 제시되는 정보량을 가능한 줄이는 게 좋고, 정보를 의미 덩어리로 묶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의미 덩어리로 만들어도 많으면 정보를 계층으로 구조화 시킨 
후 더 중요한 정보는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덜 중요한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은 채 
사용자 선택에 의해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리모콘과 파이메뉴에 
적용시킨 힉의 법칙 예시 이미지로, 원형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플랫폼 유형별 
그리고 사용 유형별 정보의 조직화 측면과 인터랙션 방식에서 메뉴의 개수 정의 
등 원형에 적합한 힉의 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89) http://www.strmod.com/bonus-points 
https://www.linkedin.com/pulse/hicks-law-how-applies-self-protection-james-smart
90) http://themetapicture.com/helping-grandma-with-the-controller/
91) http://www.infragistics.com/products/windows-forms/menus-lists/radial-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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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圓形)인터페이스의 사례 분석

4.1. 분석대상 및 분석 요소의 도출
스마트 워치, 스마트 폰, 패드, 노트북, 스마트 TV에 이르기까지 외형은 사

각형이라는 프레임(Frame)을 유지하며 디지털 콘텐츠로써 원형을 지니고 있는 
사례 유형의 경우 보통 파이(Pie) 및 래디얼(Radial) 메뉴와 관련된 공학 기반 
사용성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또한 원형 인터페이스 분석으로써 연구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취지에 더 근접한 피지컬 외형까지 원형인 [그림 
39] 하단의 원형 스마트워치, IoT기기, 운송기기, 설치기반의 4개 사례를 분석대
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9] 사례분석 대상

분석요소 도출을 위해 본 연구의 2장 이론적 고찰에서 정리된 원의 일반적 
특징과 3장 이론적 고찰에서 정리된 3i관점의 내용을 나열한 후 연계하여 [그림 
40]과 같이 분석요소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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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 다중정보의 유형

• 정보 조직화 방식

• 정보 시각화 방식

• 텍스트정보 표현 방식

• 모션처리 방식

• 가로형과 세로형 인터페이스 

• 메타포의 시각화 방식

• 게슈탈트 원리

• 플랫폼별 화면 크기 

• UI 컴포넌트 구성요소

• 어포던스와 조작성

• 피지컬과 디지털 연계방식

• 회전 인터랙션의 유형

[표 17] 사례 분석요소

[그림 40] 키워드의 연계 매핑

이 후 원의 일반적 특징의 내용을 3i기준에 최종 포함시켜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선정 분석대상에 적합한 분석요소를 [표 17]과 같이 최종 도출하였다. 

4.2.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인터페이스 사례분석
원형인터페이스의 경우 상용화된 제품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 산업 영역

으로 본 연구는 원형인터페이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시 제품과 함께 분석의 의
의가 있는 아직 상용화가 되기 전 단계의 컨셉 디자인 사례를 함께 대상으로 하
였다. 아울러 분석도구 일부 항목들을 기준으로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기타 사
례 또한 포함시켰다. 

4.2.1. 스마트 워치
원형 스마트 워치의 경우 ‘모토 360’과 ‘LG G워치 어베인’ 등의 제품도 있

으나 이는 화면을 터치하여 인터랙션하는 기반의 제품으로 본 연구의 취지인 피
지컬과 디지털의 연계 측면이 부족하다. 현재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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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의 상용화 제품 사례는 부족한 실정으로 [그림 41]과 같이 피지컬 
베젤링이 있는 삼성 갤럭시 기어 S2는 상용화 제품으로써 선정하였고, 최근 피지
컬 베젤 터치패드를 베젤링 대신 접목시킨 카카오의 IX Watch 컨셉 디자인을 본 
연구의 원형 스마트워치 사례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림 41] 삼성 갤럭시 기어S2(좌)92)와 카카오의 IX Watch 컨셉 디자인(우)93)

먼저 3i분석 중 인포메이션디자인 관점에서 이 둘을 비교 정리해 보면 [표 
18]과 같다. 다중정보의 유형을 보면 삼성 갤럭시 기어 S2와 카카오의 IX Watch 
컨셉 디자인 사례 모두 스마트 워치라는 특성에 맞게 기본 워치페이스(Watch 
Face)와 위젯(Widget), 알림(Notification)의 다중정보를 담고 있다. 두 사례의 
정보조직화 방식을 보면 갤럭시 기어 S2의 경우 워치페이스를 중심으로 왼쪽은 
알림, 그리고 오른쪽은 위젯으로 베젤링 인터랙션을 통해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
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의 IX Watch 컨셉 디자인의 경우 오른쪽 옆면 
피지컬 베젤 터치패드를 통해 위젯을 원형으로 순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조직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정보시각화, 텍스트 정보, 모션 처리방식도 각각 표의 내용
과 같이 분석하였다. 

92) http://blog.samsung.co.kr/5955 
93) http://ixd.kr/?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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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기어 S2 카카오의 IX Watch

다

중

정

보
Watchface, Widget, Noticafication Watchface, Widget, Noticafication, launcher

정

보

조

직

화

좌우 수평 이동방식 원형 순환방식

정

보

시

각

화

주로 원형 방사형 구조 그리드 활용 원과 사각형 그리드의 혼용

텍

스

트

정

보
중앙정렬 앞줄정렬

모

션

처

리

방

식 좌우 수평 이동방식 분산, 중첩, 회전진입 방식 등 활용

[표 18] 스마트워치 사례의 인포메이션디자인 분석94)

94) http://ixd.kr/?p=4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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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기어 S2 카카오의 IX Watch

가

로

형 

세

로

형

가로형, 세로형의 스크롤 정보연결 방식 가로형, 세로형의 스크롤 정보연결 방식

메

타

포

의 

시

각

화
메뉴, 측정, 상태 아이콘의 예 메뉴, 상태정보 아이콘의 예

UI

컴

포

넌

트

Radio Button, Check box 등 Radio Button, Check box 등

게

슈

탈

트

원

리 유사성, 동일연속성, 공동운명의 원리 등 근접성, 폐쇄성, 도형과 바탕의 원리 등

[표 19] 스마트워치 사례의 인터페이스디자인 분석

두 번째, 인터페이스디자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표 19]와 같다. 가로형
과 세로형의 정보 연결 방식, 그리고 메타포의 시각화, UI컴포넌트, 게슈탈트 원
리, 디스플레이 화면사이즈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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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면 

사

이

즈
1.2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컨셉디자인으로 정확한 사이즈는 미제시

삼성 갤럭시 기어 S2 카카오의 IX Watch

어

포

던

스

와 

조

작

성 베젤링의 조작성. 클래식 모델의 휠이 강함 피지컬 터치 영역의 탭 홀드 드래그 조작성

피

지

컬

디

지

털 함께 담겨 있고 피지컬이 디지털에 영향 함께 담겨 있고 피지컬이 디지털에 영향

[표 20] 스마트워치 사례의 인터랙션디자인 분석

인터랙션디자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표 20]과 같다. 두 디바이스는 베
젤링 회전과 터치패드 접촉 인터랙션 방식이라는 차이로 어포던스와 조작성의 
차이가 나며 피지컬 디지털의 인 앤 아웃풋 관계는 같으나 회전 인터랙션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이는 베젤을 조작하는 방식에서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 
사용 인터랙션과도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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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

인

터

랙

션

베젤링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 피지컬 터치패드를 터치하여 화전시킴

네스트 온도조절기 발뮤다 레인가습기

다

중

정

보

[표 21] IoT디바이스 사례의 3i관점 분석

4.2.2. IoT디바이스
현재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의 상용화 사례는 [그

림 42]와 같이 네스트(Nest)온도 조절기와 발뮤다(Balmuda)의 레인가습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는 이를 3i관점을 하나의 표에 함께 정리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그림 42] 네스트 온도조절기(좌)95)와 발뮤다 레인 가습기(우)96)

95) https://nest.com/thermostat/meet-nest-thermostat/
96) http://www.balmuda.co.kr/humid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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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

메

이

션

디

자

인

nest leaf, history, schedule, temperature 습도 및 풍량, 설정, 타이머, 메뉴변경

정

보

조

직

화

원형 순환방식 직선 원형 혼용방식

정

보

시

각

화

주로 원형 방사형 구조 그리드 활용 주로 원형 방사형 구조 그리드 활용

텍

스

트

정

보
중앙정렬 텍스트가 많지 않으나 요소 중앙정렬

모

션

처

리

방

식 선택시 180회전모션으로 콘텐츠 제시
물을 채우거나 터치인터랙션 시 원형 바의 

채워지는 모션 및 수치 텍스트의 트랜지션

가

로

형 

세

로

형
벽걸이형 세로형으로 좌우, 혹은 상하 연장 가로형 구조로 아래로 내려 보는 유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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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페

이

스

디

자

인

정보 제시 시점에 맞춰 중앙 위치에 정보제공 

메

타

포

의 

시

각

화 메뉴, 측정, 상태 아이콘의 예 메뉴, 상태 아이콘의 예

UI

컴

포

넌

트

Progress bar, Button, menu 등 Progress bar, Spinner 등

게

슈

탈

트

원

리 유사성, 폐쇄성, 좋은 형의 원리 등 근접성, 폐쇄성의 원리 등 활용

화

면 

사

이

즈
지름 5.3cm(2.08in) 제품 외곽까지는 350mm, 화면은 

120mm추정

인

터

랙

션

디

자

인

어

포

던

스

와 

조

작

성 휠 측면과 화면터치의 어포던스 윗면 외곽 휠과 중앙 하단의 터치 어포던스

피

지

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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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털
함께 담겨 있고 피지컬이 디지털에 영향 함께 담겨 있고 피지컬이 디지털에 영향

회

전

인

터

랙

션 베젤링을 통한 회전 인터랙션 가습기 윗면 휠의 회전 인터랙션

라이트 업 더 시티 펄스 링

인

다

중

정

보

[표 22] 설치기반 사례의 3i관점 분석

4.2.3. 설치기반
설치기반 사례는 [그림 43]과 같이 원형 테이블 기반 인터랙티브 맵인 라

이트 업(Light up) 프로젝트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설치된 더 시티 펄스 링
(The City Pulse ring)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2]는 이를 3i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그림 43] 라이트업 프로젝트(좌)97)와 더 시티 펄스 링 프로젝트(우)98)

97) https://www.te-online.net/en/studies/explore-the-world/
98) https://www.youtube.com/watch?v=EU1a5pMjf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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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메

이

션

디

자

인

nest leaf, history, schedule, temperature 맵, 시간, 타입, 장소 기반 뉴욕 정보

정

보

조

직

화

직선 원형 혼용 방식 순환형 정보

정

보

시

각

화

원형 그리드, 거리, 파이메뉴 형태 구성 원형 링형 그리드, 콘텐츠의 분리, 혹은 연결

텍

스

트

정

보

원형외곽 앞줄정렬 개별 스크린별 텍스트 중앙정렬

모

션

처

리

방

식 회전인터랙션에 따른 세부 메뉴 확장방식 순차적 회전 모션, 혹은 줌인 앤 아웃 모션

가

로

형 

세

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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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페

이

스

디

자

인

테이블 형(가로형)과 월 형(세로형)혼용 세로형 인터페이스

메

타

포

의 

시

각

화
메뉴, 상태 아이콘의 예 메뉴 아이콘의 예

UI

컴

포

넌

트
Hide&Show menu, Progress Arrow 등 Dot Button, Drop down menu등

게

슈

탈

트

원

리 근접성, 폐쇄성, 동일연속성의 원리 등 폐쇄성, 동일연속성의 원리 등

화

면 

사

이

즈 90-100cm 추정 3.5-4m 추정

인

터

랙

션

디

자

인

어

포

던

스

와 

조

작

성 피지컬 손잡이 모양이 돌림의 단서 제공 링 내부 제스처 회전 및 화면 터치 어포던스

피

지

컬

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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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피지컬 knob으로 디지털 테이블 화면, 

그리고 디지털 월 화면을 동시에 제어함
함께 담겨 있고 제스처가 디지털에 영향

회

전

인

터

랙

션 피지컬 손잡이의 회전 제스처 인터랙션을 통한 회전

미니쿠퍼 원형대시보드 스마트 핼로

인

포

다

중

정

보

[표 23] 운송기반 사례의 3i관점 분석

4.2.4. 운송기반
운송기반 사례는 [그림 44]와 같이 미니쿠퍼 S(Mini Cooper S)의 원형 대

시보드 인터페이스와 자전거 라이딩용 스마트 핼로(Smart Halo)를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표 23]은 이를 3i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그림 44] 미니쿠퍼 원형 대시보드(좌)99)와 자전거 라이딩용 스마트핼로(우)100)

99) https://www.youtube.com/watch?v=mMLOHqa_FRI
100) https://www.smarthalo.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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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이

션

디

자

인

Music, Radio, Navigation, Call, Menu 등 Navi, Notification, Alarm, Tracking data 등

정

보

조

직

화

원형 직선 혼용방식 원형 직선 혼용방식

정

보

시

각

화

원형 및 사각 그리드 혼용 원형 라인 바를 이용한 그리드

텍

스

트

정

보
앞줄정렬 미니멀 컨셉 UX로 텍스트 사용 자제

모

션

처

리

방

식 선택시 회전모션, 펼침 모션 콘텐츠 제시
방향표시 LED의 흰색영역이 점점 작아지며 

방향전환 위치까지 거리 표시

가

로

형 

세

로

형
대시보드 전면 세로형 인터페이스로 콘텐츠 가로형으로 아래로 내려 보는 유저의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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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페

이

스

디

자

인

리스트의 양에 따라 좌우 혹은 상하로 

스크롤링 됨
맞춰 원형 바의 컬러로 정보제공

메

타

포

의 

시

각

화 메뉴 아이콘의 예 컬러와 원형 바의 위치, 길이로 의미 전달

UI

컴

포

넌

트

menu, level bar, toggle 등 UI컴포넌트 대신 의미적 시각언어 제시

게

슈

탈

트

원

리 유사, 폐쇄, 동일연속의 원리 등 주로 폐쇄성의 원리 활용

화

면 

사

이

즈 7인치 터치스크린 5.5cm 스크린

인

터

랙

션

디

자

인

어

포

던

스

와 

조

작

성 피지컬버튼 터치, 트랙패드, 베젤 휠 조작이 없는 맵에 따른 방향의 멘탈 어포던스

피

지

컬

디

지

털 운전석 우측하단 베젤링, 트랙 터치 인풋에 모바일 폰을 통한 인풋, 그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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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용

스

마

트

워

치

시각장애인용 워치로 워치 상단은 시간정보, 옆면은 분 정보를 피지컬로 전달해준다101)

크라운 휠의 조절로 음악선곡을 할 수 있으며 베젤링과 다른 회전이 가능하다.102)

IoT

디

바

이

스

드럼세탁기의 투명 원형인터페이스는 원형 IoT기기 인터랙션 적용 가능성의 대표이다.103) 

드릴의 각도, 대상 재질을 알려주는 IoT드릴로 게슈탈트와 원의 완전성을 볼 수 있다.104) 

[표 24] 영감을 주는 사례

따른 디지털 아웃풋 반영 디스플레이 아웃풋 표시

회

전

인

터

랙

션 베젤링 기반 360도 회전 방향 디렉션에 따른 핸들 회전

4.2.5. 기타 영감을 주는 사례
[표 24]의 기타 영감을 주는 사례들은 앞의 집중 분석 사례에서 분석했던 

세부 조건을 함께 만족시키는 종합 요소로는 분석항목이 다소 부족하나 개별 요
소로 볼 때에는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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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원판의 열리는 각도를 유저의 시선방향에 적합하게 기울여 여는 부분이 흥미롭다.105) 

내부원과 외부원의 관계를 이용한 인터랙션이 흥미롭다.106)

원의 중앙집중성을 활용하여 칠판에 반지름 이용 컴파스 원리로 원을 그릴 수 있다.107)

설

지

기

반 

및 

기

타

도우넛 모양의 창문으로 Y축을 기준으로 돌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108) 

축을 통한 원의 돌림 인터랙션, 축을 기준으로 플립시키는 방식이 흥미롭다109)

각종 플립 인터랙션 방식은 원의 회전과 함께 또 다른 인터랙션 방식이다.110) 

101) https://www.youtube.com/watch?v=ZiNHDF2e54s
102) http://world.g-shock.com/eu/en/ble/gba/
103) https://www.youtube.com/watch?v=ukJ26aod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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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분석 결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i 중 인포메이션 

디자인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첫 째로 다중정보의 양이 많아 정보조직화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를 조작하기 위한 UI컴포넌트 구조가 많았다. 둘 째, 조직화 방식
에 따라 정보시각화 그리드 또한 원형, 상하 좌우 직선형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셋 째. 텍스트는 주로 원형 안에 한 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의 경우 중앙 정렬, 
원형 중앙정렬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는 앞줄 정렬을 활용
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션처리 방식은 회전과 좌우, 상하 교체 스왑 트
랜지션, 플립회전, 그 외 바운스 모션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
서는 첫 째, 가로형의 경우 상하 구조의 스크롤링 기반 텍스트 콘텐츠를, 세로형 
좌우 구조의 카드를 바꾸는 방식의 장면 전환 형태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었다. 
둘 째 게슈탈트의 원리를 보면, 동일연속성의 원리, 폐쇄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
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인터랙션 디자인 관점에서는 첫 째 스마트 워치 
및 미니쿠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랙션 방식 또한 피지컬 베젤휠, 피지
컬 터치, 디지털 화면 터치의 단계를 함께 활용하고 있었다.  둘 째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보면 축을 기반으로 한 회전과 기울기를 이용한 방식을 원의 회전운동
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피지컬 원형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활용 방
식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의 다중정보 연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4) https://www.behance.net/gallery/21573095/HOYO-drill
105) https://www.behance.net/gallery/35124749/BKKU
106) http://www.yankodesign.com/2008/10/28/rotary-style-music-navigation/
107) http://www.yankodesign.com/2007/05/21/compasses-for-blackboards/
108) https://kr.pinterest.com/pin/407153622533772507/
109) https://kr.pinterest.com/pin/500321839826495248/   https://kr.pinterest.com/pin/71916925278391509/
https://kr.pinterest.com/pin/534380312017050778/
110) https://kr.pinterest.com/pin/534380312017342522/   https://kr.pinterest.com/pin/534380312017113333/ 
https://kr.pinterest.com/pin/534380312017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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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설문 조사 분석과 가이드라인 제작

5.1. 전체 실험 설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전체 실험 및 설문조사 프로세스는 [그림 45]와 

같다. 4장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파일럿테스틀 시행하고, 사전설문, 본 설문을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 프로토타입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후 전문가와 학생그룹 
테스트를 통해 보완된 프로토타입 작품을 제작한 후 최종 웹기반 가이드라인에 
결과물을 정리하였다. 

5.2. 파일럿 테스트용 실험 설계
5.2.1. 실험목적 및 대상

파일럿 테스트의 실험 목적은 원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
며, 새로운 사용자 경험 및 경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된 이슈를 발견
하는데 있다. 아울러 플랫폼과 사용 환경에 따른 사용 행태 및 방식을 관찰하고, 
기존 사용 경험과 구별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점을 발견하고, 이를 둘러싼 사
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대상은 국내 H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대학생 7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남자가 20
명 여자가 55명이었다. 학년으로 보면 4학년 학생 17명, 3학년 학생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대상은 3년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타블렛 PC 사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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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체 실험 설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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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실험도구 및 방법
실험도구는 소재와 크기가 상관없는 원형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직접 Low 

-Fidelity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1차 실험에서는 형태와 기능을 최소
화한 단순한 프로토타입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하게 열린 가능성을 탐색하고 임
의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방법은 대상자들에게 실험 내용, 방
법에 관한 설명 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과정 중 필요한 경우 피험자의 동
의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였다. 전 실험 과정에 걸쳐 떠오르는 생각과 의견, 아이
디어를 스케치나 프로토타입 결과물로 제시하도록 피험자에게 요청하였다.

5.2.3. 실험도구용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실험도구용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은 2016년 4월 14일에서 2016

년 4월 20일까지 대상자111) 참여 워크샵 형태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남학생 
20명, 여학생 55명으로 총 75명이며 이는 4학년 학생 17명, 3학년 학생 58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6]은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모습이다. 

[그림 46]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장면

 
111) 세 개 분반으로 구성된 H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비주얼인터페이스디자인(2) 수업참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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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 대상자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유형분류

스마트 워치 기존 갤럭시 S2기반 앱 안: 3명(남1, 여2)

베젤 분리 안: 1명(남0, 여1)

화면 확장 안: 6명(남5, 여1)

화면 확장 안(시계줄): 1명(남1, 여0)

디바이스 연계: 4명(남1, 여3)

탁상용, 캘린더 등: 4명(남1, 여3)

스마트 워치: 19명(남:9, 여:10)

IoT 디바이스 정보생활가전: 7명(남0, 여7)

제품: 7명(남1, 여6)

리모컨: 3명(남1, 여2)

[표 25] 프로토타입 제작 유형별 인원

사용자 의견 경청용 질문은 프로토타입 제작 후 형태를 통해 가정해볼 수 
있는 사용 유형별, 그리고 플랫폼 유형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하였으며 직접 프로
토타입을 만져보며 질의 응답하는 태스크 병행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사
용자 테스트는 2016년 4월 20일에서 2016년 4월 27일에 걸쳐 실행되었으며 자
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태스크 병행 시 관찰
할 수 있는 실험 중 발견되는 피험자의 특이 행태에 대한 질의응답 또한 즉각적
으로 실시하는 정성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피험자 동의하에 촬
영을 허락 받았다. 

5.3. 실험 결과
5.3.1.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표 25]는 최종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의 대상자별 유형 분류를 해 본 내용
이다.  남학생의 경우 조작성, 화면확장 방안, 구조, 맵 연계 공간 지각 쪽이 여학
생보다 개수의 우위를 나타내었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정보생활가전(키친, 생활
제품), 기타(화장 거울, 와인 소뮬리에, 애견목줄) 등의 안이 남학생보다 우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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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플레이어: 2명(남2, 여0)

조절기: 3명(남1, 여2)

텀블러: 3명(남1, 여2)

건강, 헬스: 4명(남1, 여3)

기타: 5명(남0, 여5)

IoT: 34명(남:6, 여 28)

설치 천체관측: 8명(남1, 여3)

테이블 정보: 2명(남1, 여3)

지리, 맵 정보: 4명(남1, 여3)

기타: 2명(남1, 여3)

설치:16명(남:3명, 여:13) 

운송 4륜: 3명(남1, 여2)

2륜: 3명(남1, 여2)

운송: 6명(남:2, 여:4)

총: 75명(남: 20명, 여: 55)

Low 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스

마

트 

워

치 

베젤링과 그 안의 디지털 콘텐츠의 평면, 

혹은 입체 겹침 실험

시계 안에 점의 구조물을 넣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실험

[표 26]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표 26]은 참여 대상자에게 이미지 활용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은 후 정리
한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이다. 각 플랫폼 유형별
로 도출된 프로토타입 안들 중에서 대표 예시 사례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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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병 캡을 여는 방식과 같이 열려서 투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는 실험

플라스틱 컵 뒷면을 실험하여 원의 상판과 

옆면 베젤을 분리하는 아이디어 제시

돌출형 버튼식 베젤링이 추가되어 화면을 

확장 시키는 방식의 실험

원의 하단 판에 위와 같은 구조물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원판이 확장되는 구조

수직구조로 길이 확장과 다른 기울기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실험 

투명 시계줄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원형 

시계를 이용하여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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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기준으로 360도 방향으로 눌러 

기울어지고 돌리는 구조에 대한 실험. 

워치와 벽걸이 혹은 교육용 시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프로토타입 실험

IoT 

디

바

이

스

크기와 배치 구조에 대한 주방용 인덕션 

IoT 원형인터페이스 관련 실험

3개의 원형패널을 활용하여 1개의 주 

원형과 보조의 2개 원형을 연계하는 방식의 

실험

그릇 2개를 겹쳐서 축에 의한 기울기와 

회전 방식에 대한 실험

원판과 도우넛 형태의 구조물의 관계를 축의 

회전 방식으로 진행한 실험

위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태깅과 위치 인식 기반 IoT스피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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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케이터를 이용한 회전 실험 원형 볼륨 셋업 인터페이스 실험

IoT스피커를 위한 실험 IoT드럼세탁기를 위한 실험

IoT스피커를 위한 실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IoT 향초 

캔들을 위한 실험

설

치

기

반

축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는 회전 

원형 판에 대한 실험

투명과 불투명 두 원형 판의 겹침 단계와 

방식에 대한 실험

윗면과 옆면을 함께 조작할 수 있는 원판형 

테이블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험

회전, 기울기, 좌우 이동 등 회전축의 

다양성을 연계한 다중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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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송

기

반

회전 휠과 스마트 카 계기판 원형 

인터페이스 연계를 위한 실험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이륜 운송기기의 

내비 및 다기능 원형인터페이스에 대한 실험 

연구문제 도출을 위한 리스트

연

구

문

제

발

상

Q.1 피지컬인터랙션이 디지털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Q.2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 패드, 디지털 터치 회전은 각각 어떤 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Q.3 가로형과 세로형 중 방위 기반의 공간정보는 가로형에 더 적합하다. 

Q.4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어느 것이 360도 끊임없는 스크롤 기능에 

적합하고 어떤 것이 선택 등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까? 

Q.5 돌림과, 축의 기울기, 플립회전에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가 적합할까?

질

문 

브

레

인

스

토

밍

-사람들이 원을 그리는 방식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원의 크기는? 원의 크기별 차이 
-소재(재료) 특징: 투명, 휘어짐, 천으로된 원? 
-원의 촉감, 질감은 사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원의 구조: z축으로 세웠을때, 겹쳤을 때, 도우넛 형태? 축을 교차? 
-안과 밖: 원의 안과 밖의 관계? 
-회전의 방식: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축 플립, 베벨기어 방식

-인체구조와 사용방식(손가락, 손바닥, 팔, 몸)

두 사람이 손잡고 한사람은 중심축, 다른사람은 바닥에 컴파스처럼 원을 크게 그린다면?

손가락하트, 팔을 이용한 큰 하트와 같이 크기에 따른 원형인터랙션 방식 차이 등

-터치 인터랙션 시 원을 만지는(터치하는) 방식은? 
-원에 적합한 시각화 방식, 가독성이 좋은 텍스트 매핑 방식은? 

[표 27] 연구문제 도출 리스트

5.3.2. 연구문제 도출을 위한 리스트  
[표 27]은 가설 검증 연구문제 도출을 위한 리스트 작업의 진행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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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과 다르게 원에 적합한 레이아웃용 디자인 그리드는? 
-원에 적합한 사운드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에 따라? 
-원 안의 레이아웃과 원 밖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피츠의 법칙, 힉의 법칙 기준으로 원안의 메뉴개수와 매뉴사이 거리, 크기 관계는? 
-다중정보(지리공간, 시간, 사건, 정량 정보)를 어떻게 매핑할 수 있을까? 
-원 개수를 늘리기, 겹치는 방식은? 

-피지컬과 디지털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피지컬 회전, 피지컬 터치 회전, 디지털 회전의 각각의 사용성은?

원형레이아웃에서의 시선흐름은?

원형 GUI component 분석, 원형의 TUI 속성 분석

각종 기기에서 베젤을 설정하는 방식은?  (GUI /TUI)

원형운동과 직선운동을 겹치는 방식은? (스크롤을 휠로 돌린다)

원형 IoT디바이스

원형의 멘탈모델, 어포던스 세로로테이션, 가로로테이션, 베벨기어 로테이션, 한손가락, 

두손가락 펼침, 얹음, 돌리기

오브젝트 있을 시 없을시, 얇을시 두꺼울시 컴파스, 네스트, 원형거리재기, 감는다, 

되감는다. 태엽, 오르골 컨셉

원형을 위한 접촉 및 비접촉 제스처 인터랙션 정의

원형운동을 이용한 원형 모션콘텐츠제작방식

기기간 연동에서 원적 정보와 프레임 정보의 연계방식은? 순환형 인터페이스 

플렉서블에서 회전체로 구부리는 방식은? 

투명디스플레이에서 원형 사물을 인식하여 적합한 원형 GUI를 제시하는 방식?

원의 높이 값, 원기둥 형태. 기울기 슬로프 인터페이스

둘 이상의 원판을 연동하는 방식: 투명, 불투명, 구브러짐, 레이어드, 교집합적, 베벨

(원형 스케줄러로 스택화. 원의 크기변화, 색채변화, 명도변화.  피자형 구조, 도우넛형 

구조. 여러개의 원판을 레이어로 투과하여 보는 방식)

원을 접으면 반원이 된다. 보름달, 초승달 인터페이스로 월력제시?

망원경 인터페이스, 현미경 인터페이스  작은 원, 큰 원, 궤도형 인터페이스 

원형 구조물을 이용한 정량정보시각화 방식 제안 

시공간 연계방식

지도보기 방식에서 나침반과 시간정보 개념 도입 방식 방위와 시간 고도 연계방식 확대 

축소개념 도입하여 자동차 고도계, 방위계의 연계를 시도.



- 101 -

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비율) 6명(24%) 19명(76%)

연령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비율) 25명(100%) 0명(0%) 0명(0%) 0명(0%) 0명(0%)

직업

구분 학생 직장인 주부 전문직 기타

응답자(비율) 25명(100%) 0명(0%) 0명(0%) 0명(0%) 0명(0%)

[표 28] 사전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5.4. 설문조사 설계
5.4.1. 설문개요 및 목적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다중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한 원형 인터페
이스의 플랫폼과 사용 유형에 따른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
전 설문과 본 설문의 2차에 걸친 설문을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에서는 본 설문의 
질문 항목 구성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기본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주관식 문항 위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원
형인터페이스에 관한 공통된 질문과 함께 원형 플랫폼 유형별 질문의 2개 그룹
으로 나누었고 조사 목적에 따라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용하여 질문지를 구
성한 후 진행하였다. 

5.4.2. 사전 설문 대상자 
사전 조사는 2016년 6월 8일 총25명의 국내 H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28]과 같이 참가자 중 남성은 6명, 여
성은 19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로 본 연구의 원형인터페이스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에 참여한 대상자로 진행하였다.

5.4.3. 사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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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피지컬 인터랙션이 디지털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6.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 패드, 디지털 터치 회전은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피지컬 베젤링(                                                                        )

피지컬 터치패드(                                                                      )

디지털 터치회전(                                                                      )

7. 세로형과 가로형인터페이스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세로형(                                                                               )

가로형(                                                                               )

8.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다중정보와 기능 연계에 적합할까?

상판(                                                                                 )

측면(                                                                                 )

9. 돌림과, 축의 기울기, 플립회전에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가 적합할까?

돌림(                                                                                 )

축(                                                                                   )

플립회전(                                                                             )

[표 29] 사전 설문 문항

사전 설문은 본 설문의 문항구성을 위한 목적으로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1번에서 4번은 인구통계학적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 5번은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 질문, 6번에서 9번까지는 사례 이미지 제시 후 답변하는 방식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29]는 질문 문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5.4.4. 사전 설문 결과
[표 30]은 문항별로 정리한 답변 결과이다. 문항 5번의 4.4%로 피지컬 인

터랙션이 디지털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한 쪽으로 평균값이 나
왔다. 6번에서 9번은 주관식 답변의 결과로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연구는 남녀의 
성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차이를 중심 연구로 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의 경향
정도는 비교해 보기위해 남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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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피지컬 인터랙션이 디지털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6.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 패드, 디지털 터치 회전은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피지컬 베젤링>

(남) 작은 화면 메뉴선택 시 적합할 듯.-조작 시 화면을 가리지 않으므로 타 정보로의 

이동-하나의 선택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의 이점

(여)순환되는 정보, 연결성 있는 정보, 메뉴선택-돌린다는 컨셉이 메뉴선택에 적합한 듯. 

뮤직재생-원하는 부분부터 재생하고자 할 때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순환성이 있는 것, 

선택(큰), 전화 다이얼, 항목 선택(어플리케이션 선택). 메뉴 등의 기능이 작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보여져야 할 때. 음향조절, 크기조절-베젤을 통한 수치 조절은 일반적 습관에서 나온 것 

같음.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때. 메뉴를 선택하거나 알림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때. 항목, 리스트/ 

목록이나 내용이 많은 것 - 원형이라는 작은 화면에서 쉽게 영역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선택과정, 

위치정보, 시간정보: 아날로그 시계의 작동방식과 유사해서. 돌리는 행동이 콘텐츠가 돌라가는 

것과 일치해서, 그리고 가장 직관적일 듯. 베젤링을 돌리는 행위가 약간의 수고(?)를 요하는 

만큼, 이 인터랙션을 통해 중요 정보를 받으면 좋겠다. 회전하는 개념에 적합한 음량조절. 

항목선택, 이동 등. 

<피지컬 터치 패드>

(남)터치는 세부 항목이 정해진 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시 유용할 것 같음. 터치의 오류가 있기 

때문. 간편 조작이 가능할 듯 하여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어에 적합할 듯. 정보선택-2D상의 

공간변화,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아이패드 등에 널리 사용되므로. 기존 랩탑, 스마트폰의 

터치패드에 연계되어 있는 기존 콘텐츠를 담을 수 있을 듯. 축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연계

(여)같은 레벨의 정보(연결성보다는 큰 카테고리), 돌리는 연결성은 없어서. 리스트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순환 x) 선택(세부), 키보드(자판), 홈 화면 가기, 앞으로가기, 뒤로 가기 등

정도 조정 등 세밀한 정보 입력 가능, 핸드폰의 소리크기 기능처럼. 기본적 기능(선택 및 선택 

초기화). 간단한 정보 변경 - ON/OFF/ 볼륨 UP/DOWN. 크기정보(음량, 조도 등)-스탠드 

스위치와 터치 느낌이 비슷해서. 베젤링이랑 같은데 베젤링 보다는 덜 와 닿을 듯 좋지 않아 

보임. -터치 강도에 따른 정량정보와 공간, 시간.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 피지컬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정보가 On/Off라고 생각, 확대, 축소

<디지털 터치 회전>

(남)터치회전은 정량적 정보의 양을 조절할 때 적합할 듯. 인터랙션이 즉각적일 듯. 화면 가리는 

영역이 생겨 음악 같은 콘텐츠 조작 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듯. 정량정보 변화 값 -화면에 

손을 계속 붙인 상태에서 인터페이스가 작동되기 때문. 디제잉, 전축 등 원형 운동성 정보연계 

[표 30] 사전 설문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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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정적이지 않은 느낌. 유저의 자유도가 높은 느낌. 확대, 축소-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듯

시간-1부터 60까지의 숫자를 빠르게 넘길 수 있기 때문(범위가 긴).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려서 안될 듯. 예를 들어 지도? 조절(음량, 채널)-개수 조절(화면 밝기 등) / 

화면이동, 기능 선택(탭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버튼으로 간단하게 목적변경, 및 사용이 가능한 

정보.  (1)음량, (2)밝기). 화면의 분위기나 색감이 바뀌는 것. 많은 양의 정보들을 볼 때(사진, 

음악 등 선택지가 많을 때), 정량정보 연계 기능정보, 시간정보. 정보 펼치기, 트랜지션에 어울릴 

듯 - 부채가 펼쳐지는 운동방향과 비슷해서. 터치 후 돌리는 인터랙션에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듯. 손가락으로 하는 작은 정도와 팔을 움직이는 큰 액션에 따라 달라질 듯. 사운드나 

채널과 같은 정량정보 조절, 웨어러블 쪽을 연계해도 될 듯(보지 않고도 손으로 대략적인 조절이 

가능하게). 영상 되감기- 피지컬로 선을 감듯이 영상을 재생하는 상황에서 영상의 속도조절 또는 

되감기 등의 다중정보 연계가 적합하다고 생각. 조절(재생 바, 메뉴 바 이동 등...) 화면에 

동그라미 그림 그리는 것으로 변경, 음량조절, 상태정보

7.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세로형>

(남)위, 아래(위는 아래의, 아래는 위의)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 연계에 적합. 위와 아래 

내용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보충해주는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 길 안내나 실제현실에 

매핑되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적합해 보임. 방향정보-앞에서 볼 수 있는 정보와 

합쳐지는(상호작용)정보. 예(방향)-시선의 이동 최소화. 노트북 2대가 다른 각도로 놓여있는 것을 

상상하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앞에 보이는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좋을 듯. 세로형 인터페이스는 시선이 세로로 향하므로(위->아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이 

적합하지 않을까?(채팅, 카톡). 주변 환경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운(시선이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 

콘텐츠의 설명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듯

(여)스크롤 정보-책, e-Book, 글을 읽을 때 세로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기 때문. 타임라인: 

상하관계. 시선이 정면에 있으니 밑면은 피지컬(정면은 정보), 피아노 건반과 악보정보 같은. 

음량, 스크롤-위로 올라가는 느낌 때문에, 시계 및 목록형 정보를 보여주기에 적절한 

디스플레이. 시계일 경우 특성 상 증강현실이 가능해 보임. IoT기반은 세로형이 인터페이스 

설치에 적합. 텍스트가 적고 상반되거나 완전히 다른 정보들을 화면에서 보일 때. 시간 등 다른 

정보. 확실한 위계 체계를 보여줄 수 있어 무언가의 순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정보도 

함께 담을 수 있을 듯함. 연도별 역사 사건 흐름 등

<가로형>

(남)좌우로 보았을 경우 쉽게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 우 연관성 있는 정보 연계에 

적합해 보임.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간 기반 정보(예. 지도) 지도들을 보면 탑뷰가 많음. 건물 

도면 및 길을 보다 쉽게 확인 가능. 가로축으로 화면이 진행되면 고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로로 

스크롤하며 볼 수 있게. 주변 환경요소의 방해가 적은 정보연계(시선이 하단에 위치)

(여)텍스트형 인터페이스. 영상, 동일한 단계의 사진이나 글 등 비슷한 느낌의 정보를 나열하는게 

적합해보임. 비교하는 정보. A, B를 각 화면에 놓고 한 눈에 비교하는 것. 채널, 가로로 

연장되는 이미지. 가로형의 운동방향이 큰 갈래에서 뻗어 나오는 가지를 연상하게 한다. 거리, 

기본으로 잡는 정보가 일단 가로로 들어가야할 것 같으나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것이 일상에 서로 

가로여서 더 적합해 보임. 넓은 가로 폭은 공간, 위치 정보를 담기 적합할 것이고, 공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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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는 사건정보와 연계해도 될 것 같다. 위 아래 내용비교보다 좌우 내용비교가 더 쉽다. 

-비슷한 내용 비교

8.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다중정보와 기능 연계에 적합할까?

<상판베젤>

(남)화면확대, 네비게이션, 검색. 콘텐츠의 이동이나 메뉴이동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적합해 

보임. 디스플레이(2D)상의 공간변화. 중심정보들의 연계. 표면에서 보여지는 정보.

(여)더 작은 카테고리의 정보(하위 정보 나열). 음악정보(턴테이블), 요리(음식이나 음료 휘젓는 

느낌)보여주는 정보-텍스트나 이미지 위주. 화면 자체를 회전시키는 것. 선택된 정보들, 결과물, 

하위항목. 버튼형식의 다중정보. 중요한 정보들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때- 선택지가 많을 때. 

상세정보를 보거나 기본적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 카테고리 선택 인터랙션으로 측면보다는 하위 

카테고리일 듯. 상판 정보는 하단의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보로 상단은 온도체크, 하단은 

집의정보, 스마트 홈. 메뉴, 시간의 경과 표현. 커피 글라인더 모양을 돌려 원두의 입자크기 조절

화면 이동, 확대, 축소. 지도처럼 고정된 정보 위에 변하는 정보

<측면베젤>

(남)소리크기, 시간. 콘텐츠의 확대 축소나 음량조절 등의 기능. 시간변화와 요소의 전환. 

세부정보들의 연계. 깊이에 따른 정보

(여)시간정보-시계의 측면이 연상됨. 같은 레벨의 큰 카테고리 정보(큰 카테고리 선택) 가로이동, 

방문기록(열쇠 돌리는 느낌이 나서). 숫자조절 기능. 확대, 축소 기능. 메뉴 등 선택형 정보들, 

상위항목. 소리, 시간, 메시지 확인 등 알림을 확인할 때(간단한 정보들을 볼 때). 아이팟 휠 

터치 기능처럼 메뉴 선택이나 세세한 설정조작이 필요할 때. 항목선택. 세밀한 인터랙션. 더 

상위 카테고리일 듯. 상판 정보들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할 듯. 

예: 온도조절. 화면의 확대, 음량조절 항목이동, z축(3D효과)의 줌인앤 아웃

9. 돌림과, 축의 기울기, 플립회전에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가 적합할까?

<돌림>

(남)둘레, 수치. 공간정보의 이동에 연계. 물레방아식으로 돌아가는 정보의 선택.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정보를 돌림인터랙션으로 볼 수 있을 듯

(여)시간 및 날씨정보. 랜덤(돌림판), 시간표, 타임 슬립, 기능 선택. 베젤링과 비슷한 정보의 

활용. 수치정보, 시간정보, 공간정보 연계. 정보의 트랜지션을 유도하는 회전, 시간. 돌림에 따라 

본인의 위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의 정보. 시간, 나침반, 레코드판(음악재생정도), 음량, 

채널, 주파수, 원형무대 위치. 모양의 변화, 상태조절, 반전. 순서 섞기, 고정 등

<축>

(남)평행조절. 축의 기울기를 통해 화면 전환 혹은 2D에서 3D로의 전환. 축에 따른 시점 변화. 

기울기에 따라 보이는 면이 다르고, 완전하게 보일수도 안보이게 될 수도 있음

(여)공간정보(나침반), 우주, 천체관측 정보. 상품의 정보습득, 접었다 폈다하는 통장정보. 컬러 

변경. 살짝 넘어가는 것(일부, 부분만). 특정 내용 선택(많은 이미지, 슬라이드 되듯이) 

지우개가루 털기 위해 종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세우면 파일이 지워지는 방식? 지하, 수면, 

지면, 천체 등 0도의 베이스가 있는 정보제공에 유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정보, 알람, 

공지 등. 이미지 정보의 미세한 변화, 공간정보, 위치. 거리, 방향정보, 디지털 나침반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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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도될 듯. 지구 자전, 별자리, 태양계 궤도, 회전. 자연재해, 날씨, 정보

<플립회전>

(남)해당 정량정보에 따른 분석 결과. 음악 콘텐츠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들의 전환 기능에 적용

시간정보(낮-밤, 밤-낮의 전환) 또는 정보의 중첩. 화면 전환

(여)정보 보다는 화면전환의 느낌에 더 가까움. 구매 등 무언가의 변화 과정. 정보가 A, B 

두개로만 구성된 케이스, 한쪽은 A, 한쪽은 B로 반전이 있는 것. 낮과 밤에 대한 정보. 원문과 

해석. 전체 페이지 넘김. 제품 넘김. 날씨나 스케줄 넘김(다음날로) 상반되는 내용, 혹은 

상세설명 페이지로의 전환. 정보의 분리에 적합할 듯, 양면 인쇄처럼. 앞면(이미지), 뒷면(설명)

확률, 무의식의 정보를 제공. 상반되는 정보나 숨겨진 정보. 가령 영어단어를 외울 때 뜻과 단어 

분리 등, 주식 오르거나 내릴 때 회전하여 다르게 보여줌. 전면과 후면에 각각 다른 

정보(반대되는 정보). 정보의 전환, 반전 정보, 새로운 정보나 앞서 나온 정보의 응용, 다방면에 

적용된 것. 안경의 플립회전-양면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완전히 달라도 될 듯. 앞쪽에는 

이미지, 뒷면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 교육, 삭제 기능. 빠른 시간 안에 정보가 계속 바뀌는 것

5.4.5. 본 설문을 위한 가설 설계  
Low-Fidelity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연구문제 도출내용과 사전 설문 주관

식 답변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설문을 위한 가설 설계를 진행하였다. 독립 
변인으로는 피지컬과 디지털, 그리고 가로형과 세로형에 따른 플랫폼 유형과 신
체 사용유형과 인터랙션 유형으로 구성된 사용 유형을 두었고, 종속변인으로는 
어포던스, 사용성, 흥미, 감성, 기능, 다중정보로 구성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47]은 본 설문의 가설 검증을 위한 가설 설계 구조이다. 

[그림 47] 가설 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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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계구조에 따라 유형별로 정의된 본 설문의 가설은 총 4개 그룹
으로 구성되며 그 그룹별 가설과 그에 속한 세부 가설, 그리고 관련된 설문지의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가설 그룹은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
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
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변인은 플랫폼 유형(피지컬 / 디지털)이고 
종속변인은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이다. 

가설 1(H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플랫폼 유형(피지컬 / 디지털), 종속변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

성 / 기능 / 다중정보)

H1-1.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이 더 좋을 것이

다. (12번 문항)

H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로울 것이다. (13

번 문항)

H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이끌 것이다.

(14번 문항)

H1-4.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할 것이다. (15번문항)

H1-5.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

하다. (플랫폼 문항별 결과 비교)

H1-6. 어포던스 속성과 흥미도 답변성향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플랫폼 문

항별 결과 비교)

두 번째의 가설 그룹은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
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변인은 
플랫폼 유형(세로형 / 가로형)이고 종속변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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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H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플랫폼 유형(세로형 / 가로형), 종속변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

H2-1.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

하다. (16번 문항, 31번 문항, 32번 문항, 33번 문항)

H2-2. 플랫폼(상하 세로 회전조작 / 좌우 가로 회전조작)유형에 따라 각각 다

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하다. (17, 35번 문항)

세 번째의 가설 그룹은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
변인은 사용 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이고 종속변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
보)이다. 

가설 3(H3).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사용 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 종속변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

H3-1.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분리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19번 문항)

네 번째의 가설 그룹은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변인은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이고 종속변
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이다. 

가설 4(H4).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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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비율) 24명(27.9%) 62명(72.1%)

연령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비율) 71명(82.6%) 14명(16.3%) 1명(1.1%) 0명(0%) 0명(0%)

직업

구분 학생 직장인 주부 전문직 기타

응답자(비율) 74명(86%) 10명(11.6%) 0명(0%) 2명(2.3%) 0명(0%)

직업

구분
디자인 마케팅/기획

개발/프로그래

머
기타

응답자(비율) 81명(94.1%) 2명(2.3%) 3명(3.48%) 0명(0%)

스마트기기 사용 기간

구분 1년 이하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기타

[표 31]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 종속변인: 선호도

(기능 / 다중정보)

H4-1.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할 것이다.(28번 문항)

5.4.6. 설문 대상자
본 설문 조사는 세 그룹에 나누어 2016년 6월 13일에서 2016년 6월 30일

까지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총69명의 국내 H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6명의 국내 S대학교 시각디
자인 대학원생 대상으로, 마지막 그룹은 국내 디자인 에이전시인 E사의 실무종
사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총 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은 
24명(27.9%), 여성은 62명(72.1%)이었으며, 디자인 영역은 UX, UI, GUI, 시각
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모션그래픽, 웹디자
인, 공업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이었다. [표 31]은 본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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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비율) 0명(0%) 10명(11.6%) 0명(0%) 2명(2.3%) 0명(0%)

원형 인터페이스 사용 및 조작경험

구분 있다 없다 기타

응답자(비율) 53명(61.6%) 32명(37.2%) 0명(0%)

원형인터페이스에 관한 공통된 질문

7. 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 회전성       (2) 연속성과 순환성      (3) 완전성     (4) 균형성       (5) 중앙집중성  

8. 원형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유용성(서비스를 담기에 유용함)      (2) 사용성(컨트롤 등 사용하기 쉬움)       (3) 

감성(아름다움 등 심미성)     (4) 인터페이스의 친숙성     (5) 인터페이스의 차별성          

(6)기타(                     ) 

9. 원형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활용될 콘텐츠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것은? 

(1) 시간흐름 등 순환성, 연속성이 있는 서비스      (2) 나침반 등 방위, 공간 위치관련 서비스  

(3) 음향, 크기, 온도 등 수치 조절 서비스          (4) 회전 운동과 관련된 서비스         

(5)기타(                             ) 

[표 32] 설문 문항

5.4.7. 설문 문항
본 설문은 총 38개 문항으로 5페이지의 지면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1번부

터 6번까지는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질문, 7번부터 21번, 그리고 37번과 38번
은 원형인터페이스에 관한 공통질문, 마지막으로 22번부터 36번까지는 원형 플
랫폼 유형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8]은 5페이지 설문 문항의 유형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그림 48] 설문 문항의 유형

[표 32]는 본 설문의 문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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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

(1) 스마트워치       (2) IoT및 제품디자인        (3) 키오스크 및 설치작품         (4) 

운송수단(스마트카, 오토바이 등의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에)  (5)기타(                       ) 

11. 원형 인터페이스 중 특히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과 그 이유는?

(1) 스마트워치       (2) IoT및 제품디자인        (3) 키오스크 및 설치작품         (4) 

운송수단(스마트카, 오토바이 등의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에)  (5)기타(                       )

* 선택한 이유(                                                                          )  

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 

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롭다. 

14.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이끈다.

15.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16.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16-1. 세로형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16-2. 가로형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17. 아래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8. 아래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이라고 생

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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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컨트롤 기능과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각

각 적합할까?

19-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기, 줌기능   (5) 기타 (                 )    

19-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19-3.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기, 줌기능   (5) 기타 (                 )    

19-4.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20. 원형인터페이스 장면전환에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모션방식은?

21. 원형인터페이스에 적용될 텍스트정보의 정렬방식으로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은?

37. [원형일반질문 추가] 원형 인터페이스를 연상하였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원의 지

름 사이즈는?

(1) 3cm이하      (2) 3cm~10cm사이     (3) 10cm~20cm사이     (4) 20cm~30cm사이    

 (5) 30cm이상    (6)기타 (              )  

38. [원형일반질문 추가] 피지컬 원형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신체의 이용 유형은?

(1) 한 손가락(검지 등)      (2) 양 손가락(엄지+검지 등)     (3) 한 손      (4) 양 손     (5) 

한 팔     (6) 양 팔   (7) 기타 (              )  

원형 플랫폼 유형별 질문

18. 아래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이라고 생



- 113 -

각되는 것은?

22-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기타 (               )   *선택이유(             )

22-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선택이유(             ) 

23-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기타 (               )   *선택이유(             )

23-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선택이유(             ) 

24-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기타 (               )   *선택이유(             )

24-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선택이유(             ) 

25. 아래 회전 인터랙션 단서 중 어포던스가(가장 돌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은?

26. 아래 디스플레이의 확장 방식 중 다중정보 연계와 인터랙션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화면의 

확장 방식은?

27. IoT디바이스 중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좋을 듯 한 대상은? 

(1) 정보생활가전      (2) 뮤직플레이어 등 휴대기기        (3) 온도 등 각종 조절기      (4) 

건강, 헬스관련 기기  (5) 기타(                           ) 

28.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어떤 기능연계에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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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각도에 따른 화면 기울기의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장면전환 (           )   (6) 기타(             )

28-2. 원판회전의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장면전환 (           )   (6) 기타(             )

28-3. 360도 플립회전의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

기, 줌기능   (5) 장면전환 (           )   (6) 기타(             )

28-4. 다중정보 연계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1) 각도에 따른 화면 기울기        (2) 원판회전         (3) 360도 

플립회전         (4) 기타 (                 )    

* 다음은 원형을 이용한 설치형태의 사례입니다. 각 문항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 위의 사례 중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과 그 이유는? 

(1) 대형 회전원판         (2) 가로형 회전원판          (3) 회전 슬라이드        (4) 360도 

플립회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선택이유(                    )

30. 위의 사례 중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사례는?

(1) 대형 회전원판         (2) 가로형 회전원판          (3) 회전 슬라이드        (4) 360도 

플립회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31. 위의 사례 중 공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1) 대형 회전원판         (2) 가로형 회전원판          (3) 회전 슬라이드        (4) 360도 

플립회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32. 위의 사례 중 시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1) 대형 회전원판         (2) 가로형 회전원판          (3) 회전 슬라이드        (4) 360도 

플립회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33. 위의 사례 중 정량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1) 대형 회전원판         (2) 가로형 회전원판          (3) 회전 슬라이드        (4) 360도 

플립회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34. 다음 중 차량 내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은 곳은?

(1) 운전석 핸들 앞 계기판      (2) 운전석 앞유리 HUD       (3) 운전석과 선탑석 사이 대시

보드(내비, 뮤직플레이어 등 위치된 곳)  (4) 뒷좌석 옆면 유리    (5) 기타(                 ) 

35. 다음의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로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은 기능과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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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기, 

줌기능   (5) 기타 (               ) 

35-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36. 다음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돌려 중심부 원형인터페이스를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은 기

능과 정보는?

36-1. 컨트롤 기능

(1) 메뉴선택       (2) 스크롤기능     (3) 영상, 음량조절    (4) 크기, 

줌기능   (5) 기타 (               ) 

36-2. 다중정보

(1) 공간정보       (2) 시간정보       (3) 사건정보         (4) 

정량정보       (5) 기타 (             )  

* 끝으로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반과 가이드라인 제작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자유로운 추가 

의견을 기술해 주셨으면 합니다. 

5.5. 설문조사 결과
5.5.1. 가설 검증 및 해석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SAS 9.4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χ
2-test)과 일표본 T-test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문 문항의 성격에 따라 크
게 세 그룹의 검정 유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카이제곱 검정
을 통해 진행하였고, 두 번째 리커트(Likert) 7점 척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항
그룹은 일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그 외의 세 번째 그룹은 일반 빈도분석을 
통해 답변의 선호 순위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7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연속성과 순환성’, ‘회전성’, ‘중앙 집
중성’, ‘균형성’, ‘완전성’의 순서로 원의 특징 중 중요 속성에 대해 답변하였다. 
‘연속성과 순환성’, 그리고 ‘회전성’이 타 항목대비 빈도가 높으므로 더욱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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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림 49] 원의 특징 중 중요속성에 대한 고려 순서

8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사용성’, ‘차별성’, ‘감성’, ‘유용성’, ‘친
숙성’의 순서로 원형 인터페이스의 가치의 중요도 고려 순서에 대해 답변하였다. 
원형이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돌림을 통해 쉽고 직관적으
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친숙성’의 경
우 ‘knob’등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경험 덕에 보다 친숙하게 느껴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8. 원형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림 50] 원형 인터페이스의 가치의 중요도 고려 순서

9번 문항의 경우도 일반 빈도분석으로 ‘시간흐름’, ‘음향, 크기 및 온도조
절’, ‘회전 운동’, ‘나침반 ’의 순서로 원형 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활용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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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 것으로 답변하였다. 원형을 생각할 때 시계와 조절기와 관련된 서비스
를 많이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인터페이
스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답변이 있었다. 
9. 원형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활용될 콘텐츠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림 51] 원형 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활용될 콘텐츠 서비스

고려 순서

10번과 11번 문항의 경우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에 대해 일반 원형 인
터페이스와 특히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의 답변 경향을 비
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10.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은?

11. 원형 인터페이스 중 특히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과 그 이유는?

[그림 52]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될 시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 순서 비교

[표 33]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3918로  유의수준 1%(0.01)보다 
크므로 일반 원형인터페이스 플랫폼과 특별히 피지컬과 디지털 연계 원형 인터
페이스 플랫폼에 따른 답변 분포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즉, 원형 인터페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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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워치

(남)현재 적용되어 있는 상용제품이라 선택하였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하고 비슷함. 

사용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여)모양이 친숙하고 사용법이 직관적일 것 같다. 돌리기 편리하다,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계'를 피지컬과 연계시키면 유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시계 자체가 원형적이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다루기 쉽다고 느껴짐. 시계의 원형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디지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 편하게 실시간으로 이용(인터랙션)할 수 있어서 

시계의 회전성이 스마트 워치와 잘 맞는다고 생각. 일반적으로 시계는 원형이기도 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 손목시계는 공간이 작으니까 원형인터페이스가 적합해 보인다. 기존 디바이스의 

형태와 이질적이지 않아 친숙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휴대성이 좋아서  

2) IoT및 제품디자인

(남)사물인터넷의 무형의 공간과 유형의 제품을 이어주는 인터랙션이 감성적 접근방식인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통해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디지털화되어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원형 연계성이 많고 사용성이 적합한 측면. 다양한 기능이나 인터랙션 방식이 

다른 복잡한 제품일수록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 실내에 

사용될 제품디자인에 원형의 형태가 많고, 심미적으로도 인테리어적으로 고려됨. 사물인터넷을 

[표 34] 11번 문항의 주관식 답변 결과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플랫폼)

1)스마트 

워치

2)IoT및 

제품디자인

3)키오스크 

및 설치작품
4)운송수단 합계

전체 21 44 6 16 87

24.14 50.57 6.9 18.39

피지컬과 21 46 10 9 86

디지털연계 24.42 53.49 11.63 10.47 44

합계 42 90 16 25 173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3 2.9988 0.3918

우도비 카이제곱 3 3.0358 0.386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0.6251 0.4292

파이 계수 0.1317

우발성 계수 0.1305

크래머의 V 0.1317

[표 33] 두 문항 답변 경향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은? 의 질문에서 대상자들은 이미 플랫폼에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계하여 사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1번 문항에 대한 주관식 답변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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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것은 수치를 조절한다는 것. 수치를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조작하기에 적합. 향후 

IoT서비스가 계속 발전할텐데, 원형은 회전성, 순환성에 있어 여러 정보가 순환되거나 반복되는 

서비스라면 그러한 특징을 피지컬이 잘 담을 수 있을 듯.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 및 발전된 편의성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여)편한 인터페이스로 빠르게 진행 가능. 동작시에 재미 및 감도? 피지컬로 만질 수 있어서 

체감이 높아 보임.심미성 및 시계와 같은 연속, 순환성과 제일 관련 있는 듯.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조작에 대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원형인터페이스의 장점으로서 IoT등의 사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원형으로 된 

제품이 친숙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우리의 몸(특히 손, 팔의 움직임)은 회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제품 중 원형이 이용된 제품이 많아 이와 연계한다면 사용성에 좋을 것 같다. 

원형이 주는 제품의 미와, 사용에 있어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준다. 조작이 간편해 사용이 

쉬울 것 같다. 가장 다방면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원형인터페이스는 소형이어도 선택하기 

편리하고, 직관적이며 미래적 이미지의 IOT와 어울리는 것 같다. 스마트워치는 모바일의 기능이 

많아 아직 사각 인터페이스가 유용해 보인다. 외형으로 인해 다가가기 좋아 보임. IoT제품의 

다중정보와 인터랙션이 만나면 흥미로울 것 같다. 제품에 원형이 도입되면 또 다른 사용감이 

편리하게 녹아들 것 같아서. 세탁기-밥솥같이 시간과 연관 있는데서 활용성이 좋을 듯 하다.

피지컬적 행동을 디지털로 곧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 피지컬활동으로 인해 가장 직관적 반응이 

일어나서. 디지털과 피지컬이 같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방법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3) 키오스크 및 설치작품

(남)피지컬적인 조작을 요구했던 기기로 키오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익숙함. 크기가 커서 

사용자가 조작할 때 느낄 수 있는 원의 특징들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여)가장 신체적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인 듯함. 피지컬 조작이 다양하게 나올것 같다.  

다중정보를 접하기 가장 알맞은 플랫폼이어서. 설치작품에서 원형이 가질 수 있는 집중성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 원형 인터페이스에서 구현 가능한 인터랙션 제스처는 

플랫폼에 따라 동작범위가 변하는데 비교적 사이즈가 큰 키오스크나 설치작품을 통해 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재미요소가 높을 듯

4) 운송수단

(남)운전자의 사용성을 고려 시 터치 패널보다 피지컬이 UX적 경험이 좋을 것으로 보임. 조작의 

편리함 및 익숙함. 원형인터페이스로 새로운 분야에 접근하기에 재미있다고 생각함

(여)운전 시 조작이 더 편리할 것 같다. 원과의 연상 및 연관성. 운송수단엔 다양한 부품이 

붙어있고 필수적이기에 그런 것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수치조절이나 수치 판단에 좀 더 

정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준다.

12번에서 15번 항목까지는 원형피지컬인터랙션과 원형디지털인터랙션의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플랫폼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일표본 T검정으로 
차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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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TEST Procedure

N Mean Std Dev Std Err Minimum Maximum

86 0.907 1.1944 0.1288 -2 3

Mean 95% CL Mean Std Dev 95% CL Std Dev

0.907 0.6509 1.1631 1.1944 1.0387 1.4054

DF tValue Pr > |t|

85 7.04 <.0001

[표 35] 12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The TTEST Procedure

N Mean Std Dev Std Err Minimum Maximum

87 0.6667 1.291 0.1384 -2 3

Mean 95% CL Mean Std Dev 95% CL Std Dev

0.6667 0.3915 0.9418 1.291 1.1235 1.5176

[표 36] 13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사용성이 좋다.

12번 문항의 경우 [표 35]및 [그림 53]과 같이 일표본 T검정 결과 
p<0.001로  유의수준 1%(0.01)보다 작으므로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
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은 유의하게 더 좋다.

[그림 53] 12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그래프

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롭다.

[표 36]및 [그림 54]와 같이 일표본 T검정 결과 p<0.001로  유의수준 
1%(0.01)보다 작으므로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흥미도
는 유의하게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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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TEST Procedure

N Mean Std Dev Std Err Minimum Maximum

86 1.2674 1.1825 0.1275 -3 3

Mean 95% CL Mean Std Dev 95% CL Std Dev

1.2674 1.0139 1.521 1.1825 1.0283 1.3914

DF tValue Pr > |t|

85 9.94 <.0001

[표 37] 14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DF tValue Pr > |t|

86 4.82 <.0001

[그림 54] 13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그래프

14.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이끈다.

14번 문항의 경우 [표 37]및 [그림 55]와 같이 일표본 T검정 결과 
p<0.001로  유의수준 1%(0.01)보다 작으므로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
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유의하게 더 이끈다.

[그림 55] 14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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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TEST Procedure

N Mean Std Dev Std Err Minimum Maximum

65 1.1538 1.2653 0.1569 -2 3

Mean 95% CL Mean Std Dev 95% CL Std Dev

1.1538 0.8403 1.4674 1.2653 1.079 1.5299

DF tValue Pr > |t|

64 7.35 <.0001

[표 38] 15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15.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15번 문항의 경우 [표 38]및 [그림 56]과 같이 일표본 T검정 결과 
p<0.001로  유의수준 1%(0.01)보다 작으므로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유의하게 더 유용하다. 

[그림 56] 15번 문항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 그래프

16번 문항의 경우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 연계에 적합한 다중정보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16.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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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다중정보)

1)공간정보 2)시간정보 3)사건정보 4)정량정보 합계

세로형 13 43 12 17 85

15.29 50.59 14.12 20

가로형 45 11 11 18 85

52.94 12.94 12.94 21.18

합계 58 54 23 35 170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3 36.6902 <.0001

우도비 카이제곱 3 39.0206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4.4685 0.0345

파이 계수 0.4646

우발성 계수 0.4213

크래머의 V 0.4646

[표 39]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다중정보에 대한 카이검정

[그림 57]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다중정보에 대한 답변

16번 문항의 경우 [표 39]와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플랫
폼(세로형/가로형) 유형에 따라 적합한 다중정보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번 문항의 경우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
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의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17.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른 디지털 메뉴

피드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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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메뉴피드백)

1)상하 2)좌우 3)회전 합계

베젤링 1 13 70 84

1.19 15.48 83.33

옆면 크라운휠 71 3 9 83

85.54 3.61 10.84

합계 72 16 79 167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2 121.4052 <.0001

우도비 카이제곱 2 149.4899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113.12 <.0001

파이 계수 0.8526

우발성 계수 0.6488

크래머의 V 0.8526

[표 40] 베젤링과 크라운휠 답변경향에 대한 카이검정

[그림 58] 베젤링과 크라운휠 조작에 따른 디지털 피드백에 대한 답변

17번 문항의 경우 [표 40]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1로써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베젤링/ 옆면 크라운휠) 유형에 따라 생각되는 디지털 메뉴피드
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18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59]와 같이 ‘동일연속성’, ‘유사
성’, ‘공동 운명’, ‘근접성과 도형과 바탕’, ‘폐쇄성’, ‘좋은 형’의 순서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게슈탈트 원리에 대해 답변하였다. 
18. 원형인터페이스에의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 게슈탈트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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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컨트롤기능)

1)메뉴선택 2)스크롤
3)영상, 

음량조절

4)크기, 

줌기능
5)기타 합계

상판베젤 24 26 19 9 3 81

29.63 32.1 23.46 11.11 3.7

[표 41] 베젤링 사용 유형에 따른 컨트롤 기능 답변분포의 카이검정

[그림 59]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 게슈탈트 원리에 대한 답변 

19번 문항의 경우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컨트
롤 기능과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각각 적합할지의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
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해 보았다. 컨트롤 기능
과 다중정보를 나누어 19-1과 19-2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9-1.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

까?

[그림 60]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적합할 컨트롤 기능에 대한 답변 

19-1번 문항의 경우 [표 41]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4로써 베
젤링의 사용 유형(상판베젤 / 측면베젤)에 따라 선호되는 컨트롤 기능은 유의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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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베젤 19 7 33 20 1 80

23.75 8.75 41.25 25 1.25

합계 43 33 52 29 4 161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4 20.457 0.0004

우도비 카이제곱 4 21.3598 0.0003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6.0115 0.0142

파이 계수 0.3565

우발성 계수 0.3358

크래머의 V 0.3565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다중정보)

1)공간정보 2)시간정보 3)사건정보 4)정량정보 5)기타 합계

상판베젤 19 16 22 25 1 83

22.89 19.28 26.51 30.12 1.2

측면베젤 22 12 16 34 1 85

25.88 14.12 18.82 40 1.18

합계 41 28 38 59 2 168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4 3.0878 0.5432
우도비 카이제곱 4 3.0989 0.5414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0.2311 0.6307

[표 42] 베젤링 사용 유형에 따른 다중정보 연계 답변분포의 카이검정

19-2. 베젤링의 상판, 측면 베젤 분리 시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림 61]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 시 적합할 다중정보 연계에 대한 답변 

19-2의 경우 [표 42]와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5432로서 1% 유의 
수준을 넘어서므로 베젤링의 사용 유형(상판베젤/측면베젤)에 따라 선호되는 다
중정보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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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계수 0.1356
우발성 계수 0.1343
크래머의 V 0.1356

20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2]와 같이 ‘위치회전’, ‘줌’, 
‘면 회전’, ‘오픈’의 순서로 원형인터페이스의 장면전환에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모션방식에 대해 답변하였다. 
20. 원형인터페이스 장면전환에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모션 방식은?

[그림 62] 장면전환에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모션방식에 대한 답변

21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3]과 같이 ‘원형중앙정렬’, ‘앞
줄정렬’, ‘중앙정렬’, ‘원형 앞줄정렬’, ‘양끝정렬’의 순서로 원형인터페이스에 적
용될 텍스트정보의 정렬방식으로 좋을 것 같은 방식에 대해 답변하였다. ‘앞줄정
렬’은 긴 내용이 나올 때, 그리고 ‘원형 중앙정렬’은 한 눈에 보일 때 좋을 것 같다
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21. 원형인터페이스에 적용될 텍스트정보의 정렬방식으로 가장 좋을 것 같

은 것은?



- 128 -

[그림 63] 원형인터페이스에 적용될 텍스트정보의 정렬방식의 선호도 결과

추가된 원형일반질문인 37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4]와 
같이 ‘3cm~10cm사이’, ‘10cm~20cm사이’, ‘20cm~30cm사이와 30cm이상’, 
‘3cm 및 기타’ 의 답변 순으로 원형 인터페이스를 연상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연
상되는 원의 지름사이즈에 대해 답변하였다. 
37.(원형 일반질문 추가) 원형인터페이스를 연상하였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원의 지름 사이즈는?

[그림 64] 일반적 원형인터페이스 원의 지름 사이즈 연상에 대한 답변 결과

추가된 원형일반질문인 38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5]와 
같이 ‘양 손가락’, ‘한 손’, ‘한 손가락’, ‘양 손’ 의 답변 순으로 피지컬 원형 인터페
이스의 인터랙션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신체의 이용 유형에 대해 답변
하였다. 
38.(원형 일반질문 추가) 피지컬 원형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신체의 이용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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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컨트롤기능)

1)메뉴선택 2)스크롤
3)영상, 

음량조절

4)크기, 

줌기능
5)기타 합계

피지컬 38 10 24 14 1 87

베젤링 43.68 11.49 27.59 16.09 1.15

[표 43] 플랫폼 유형에 따라 선호되는 컨트롤기능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그림 65] 피지컬 원형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의 신체 이용 유형 답변 결과

22, 23, 24번 문항의 경우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를 이
용한 회전은 어떤 컨트롤 기능과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각각 적합할까에 대한 답
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해 보았다.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를 나누어 22,23,24-1과 22,23,24-2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1, 23-1, 24-1.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를 이용한 회

전은 각각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까?

[그림 66] 각 회전은 각각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지에 대한 답변

22-1, 23-1, 24-1 문항의 경우 [표 43]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플랫폼 유형(피지컬 베젤/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에 따라 
선호되는 컨트롤기능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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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지

컬

 

베

젤

링

의

 

회

전

1) 메뉴선택

(남)메뉴 네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하므로. 현미경에 크게 조절하는 것과 작게 조절하는 

용도가 따로 있듯이 큰 네비게이션 이동수단으로 베젤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많이 보아서. 직접 작동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좋다. 

피지컬은 디지털보다 조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요함. 돌리는 동작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다. 메뉴가 원형으로 연속해서 배치되었을 때 휠 회전 메뉴 선택이 

가장 직관성, 접근성이 좋을 듯.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피지컬인터랙션이어서 디지털 

반응도 그에 따라 가장 기본이라 생각되는 메뉴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친숙함. 스크린이 

작기 때문에 돌려서 메뉴선택이 자연스러움. 미세한 작업 시는 불편함이 있을 듯.

(여)메뉴가 돌아가는 것이 생각남. 사용해왔던 워치와 비슷해서. 화면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이 나서. 상하컨트롤과 연계되는 것이 연상됨. 실질적으로 베젤이 움직이는 부분이 

메인의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생각. 가장 익숙하게 보아오던 인터랙션 방법이고, 메뉴선택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컨트롤러를 이용할 경우는 카테고리 중 가장 상위 부분일 것 

같다. 테두리의 메뉴선택과 잘 어울린다. 직관적 선택가능, 친숙함. 원형으로 이루어진 

메뉴형태를 많이 봐서 메뉴선택이 가능할 것 같다. 가장 직관적이다. 동그라미를 보면 

돌아가겠구나 싶으니까. 전체적인 띠를 이루는 것이 내부의 중요한 메뉴를 움직일 것 같이 

생겼다. 항목들이 차례로 나올 것 같다. 회전을 하는 모션 자체가 어떤 특정한 것을 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메뉴를 넘기는 느낌

2) 스크롤

(남)콘텐츠를 작은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읽을 때 상하 순서대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스크롤 기능을 적용하면 적합할 듯. 조절이 가장 친숙. 마우스 휠을 잡을 때 검지를 

사용했던 익숙함으로 

[표 44] 플랫폼 유형별 컨트롤 기능 적합성에 대한 주관식 답변 결과

피지컬 12 40 25 10 1 88

터치패드 13.64 45.45 28.41 11.36 1.14

화면터치 35 10 19 20 1 85

41.18 11.76 22.35 23.53 1.18

합계 85 60 68 44 3 260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8 48.2689 <.0001

우도비 카이제곱 8 48.5351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0.5121 0.4742

파이 계수 0.4309

우발성 계수 0.3957

크래머의 V 0.3047

[표 44]는 적합한 컨트롤 기능이라고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이 문항의 주관
식 답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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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피지컬 베젤링이 기기에 별도로 장착되면서 중요도가 생긴 듯 

3) 영상, 음량조절

(남)익숙함. 좌우로 돌리는 행위를 통해 정도를 조절하는 피드백이 가장 자연스러움

익숙한 어포던스여서 기존 기기가 가지고 있는 회전에 따른 음량조절 경험이 관여될 것 

같다. (여)익숙함. 2nd, 3rd 뎁스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시 사용할 것 같음. 1st 메인 

메뉴는 아님, 그리고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스피커 음량조절과 같음. 익숙한 제스처. 

흔하게 음량이나 영상을 컨트롤할 때 썼던 기억. 기존 스마트폰이나 mp3에서 피지컬 휠이 

주로 음량조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도 피지컬 베젤링이 같은 역할은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스피커 같은 느낌. 기존 음량조절 버튼과 유사한 사용감을 

준다. 기존 아날로그 스피커의 작동법과 유사성이 느껴진다. 라디오 음량 조절하는 

인터랙션이 생각남. 원형 이퀄라이저 컨트롤과 연관되는 음량 크기, 줌이 어울려 보인다. 

그리고 음량조절은 화면을 켜지 않고 버튼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사용자가 

익숙한 방법으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4) 크기, 줌 기능

(여만)조절하는 느낌이 든다. 베젤을 돌리면서 키우고 줄이면서 크기 조절될 것 같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확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축소, 두 손가락을 이용하고, 화면 

밖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것 같음. 카메라 줌렌즈와 비슷한 형태라서 

익숙하기도 함. 왼쪽으로 회전 시 줌 아웃, 오른쪽으로 회전 시 줌인될 것 같아서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유사(카메라 줌 렌즈 등). 크기를 줌아웃할 것 같이 직관적 생각이 

든다. 카메라 줌(DSLR)동작과 닮아서. 돋보기나 현미경, 렌즈 등을 돌리는 사용자 경험이 

떠오른다. 

5) 기타

시간선택: 옛날 아날로그 시계에서 베젤이 돌아갔던 경험, 정확하지 않지만 시간대별로 

정보를 입력하는 용도였던 것 같다.  

피

지

컬

 

터

치

패

드

의

1) 메뉴선택

(남)아이콘 배열이 스크린(디스플레이)에 표시되기 때문 

(여)원형메뉴에 대한 동작이 연상된다. 터치패드 위에서 제스처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오락실 펌프같은 인터페이스가 생각남. 돌리면서 선택하는 구조(회전판 같이). 스마트워치의 

메뉴가 떠오름. 메뉴가 원형 배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 선택에 적합한 제스처인 듯 

2) 스크롤

(남)익숙함, 수직적 조작. 옆에 있어서. 원형인터페이스는 화면이 작아서 스크롤 중에 

화면을 가리게 된다. 행위와 피드백의 행동유도성. 위아래로 움직이는건 확실히 스크롤로 와 

닿는다. 마우스 휠 같아서. 우측에 있는것이 웹에서의 스크롤 같아서. 터치패드를 위해서 

아래로 문지르는 행위에서 스크롤을 내리는 모습이 연상됨. 스크롤 조작이 가장 큰 

기능이라 생각. 수직 방향이라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을 연상시킨다. 시작점과 끝점이 

설계되어 있어 이동이라는 개념이 떠오른다. 화면을 가리지 않고 스크롤하기 적합한 위치 

(여)상하 움직임이 스크롤 기능을 연상시킴. 피지컬보다 돌리기 쉬울 것 같아서, 빈도가 

높아서 베젤보다 접근성이 좋아 보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의 스크롤기능과 가장 

유사한 인터랙션이라 사람들에게 사용서이 좋을 것 같다. 위 아래의 방향으로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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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기존의 스크롤 바(웹, 앱)과 유사해서.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한번 하고 

더 가려면 한 번 더 움직여야 함. 원형 구조를 스크롤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인상이 

있고, 원형구조의 아이콘을 스크롤하기에 어울린다. 화면을 직접 조작한다는 느낌. 

터치센서라 베젤링보다는 정량정보를 입력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스마트폰 스크롤 

제스처와 비슷. 베젤링이 아니고 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변하는 느낌보다 스스로 

되는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웹페이지에서의 스크롤과 위치가 비슷해서. 한손 조작이 

베젤링보다 훨씬 편하다. 손가락도 한 개면 된다. 가장 적합할 것 같다. 마우스 스크롤과 

동작원리가 닮아서. 위에서 아래로 넘기는 느낌. 방향성이 뚜렷하다. 하면에 직접 터치하여 

스클롤하면 화면 속 아이콘이 눌릴 가능성이 있다. 

3) 영상, 음량조절

(남)익숙한 패턴의 조작이기 때문에 습관에서 오는 예상 가능한 경험이 컨트롤 기능을 

인지하기 편할 듯. 자주쓸 것 같고, 영상 재생이나 음량조절에 용이할 것 같다. 음량은 

정확히(52,51)등 맞추기보다 대략적 정보를 맞추는데 용이해서 

(여)핸드폰 측면의 볼륨조절과 같음. 이때까지 사용했던 원형 구조에서 저기에 위치한 

조절기능이 음량정보였던 것 같다. 선택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음량조절에 적절해 보임

메뉴는 터치 스크롤은 화면, 크기는 베젤, 남은 것은 영상음량, 적당히 조정하긴 좋아 보임 

보통 휴대폰도 그렇고 디바이스 옆면을 건드리는 것은 소리조절 같다. 시계처럼 회전을 

이용해 음량을 조절하기 좋아보임. 스피커의 볼륨이 떠오른다. 스마트폰 옆에 있는 버튼의 

역할과 비슷할 것 같다. 보면서 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 중요도가 낮은 느낌을 주고 가볍다.

4) 크기, 줌 기능

(남)원형과 제일 적합한 기능인 듯

(여)휴대폰에서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줌 기능을 사용하듯. 줌기능이 재미있다. 스프링처럼 

말려들어가는 것. 피지컬과 터치에서 오는 느낌이 다르다. 터치는 스크롤이나 줌처럼 있는 

정보의 보여지는 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음. 위치와 위, 아래의 모션이 줌이나 

크기조절을 의미하는 것 같다. 가급적 테두리의 테는 음량조절, 줌 아웃 등으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직관적 느낌(애플의 줌 트랙패드와 같이)

5) 기타

터치가 아닌 회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테스크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드래그앤 드랍 외에는 없을 것 같다. 

화

면

터

치

를

 

통

한

1) 메뉴선택

(남)화면상 첫 번째 보여지는 메뉴를 최초 선택하기 때문. 익숙함. 터치가 가능하면 더욱 

직관적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음. 일반적이므로. 화면을 터치하는거라 메뉴들을 직접 잡고 

돌리는 것 같다 

(여)화면의 메뉴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객관적이므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 같다. 이미 터치에 익숙한 세대니 원형에서 곡률만 추가될 뿐 별 차이 없을 듯. 메뉴가 

나열되어 있을 때 선택. 스마트워치의 잔상. 방사형 메뉴 UI를 많이 봐서. 일반적인 메뉴는 

양 옆에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터치를 떠올리게 한다. 기존 터치(휴대폰)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아이콘 클릭하듯이 화면 자체를 컨트롤하니까. 메뉴 아이콘들이 원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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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되어 있을 것 같음. 적은 정보, 정확한 선택. 메뉴가 화면에 바로 뜨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인터랙션이 더 직관적이다. 메뉴들이 보통 둥글게 배치되어있기 때문. 화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인터랙션 방법이기 때문 

2) 스크롤

(여만)시계방향 원 돌리기가 쓸어내리기 대신 사용가능할 수도 있겠음. 터치 원형 스크롤 

360도가 가능하고 빠르게 돌릴 수 있다. 컴퓨터의 스크롤바도 가장자리에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 스크롤 넘기기 좋아보임

3) 영상, 음량조절

(남)이전에 썼던 CD플레이어가 비슷한 방식이었음. 사용성이 좋기 떄문에. 화면을 만지는 

거니까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컨트롤 하는 것이 연상된다. 원형 게이지 라인을 

따라서 조작. TV나 라디오스피커의 음량조절 버튼과 인터랙션 방식이 닮아있다. 

(여)연속된 회전보다 한 화면에 지정된 값을 컨트롤하는 것이 조작 시 편할 것 같다. 화면 

내부를 터치하는 것은 안의 세부사항을 조정할 것 같음. 화면터치를 통한 컨트롤은 쉽지 

않으므로 자주 쓰지 않고 모르고 터치되지 않으면 좋은 기능. 기존의 워치 음량조절이 

이렇게 생겨서. 화면 직접 터치라.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 가능

4) 크기, 줌 기능

(남)기존 확대 축소 방식을 원형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기엔 무리. 화면을 터치하는 행위가 

시각적인 화면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보다 덜 정확하게 확대해도 될 것 같은 

(여)스크롤이나 메뉴와 같이 왼쪽이나 상으로 못 가므로, 두 손가락 핀치 확대와 같이 

줌인엔 아웃에 적절할 듯. 360도 이상으로 연속회전이 가능하므로 크기 줌 기능에 적합할 

것 같다. 화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공간, 크기와 연결된다고 생각.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에서 터치로 사용되는 줌 기능일 것 같음

화면 자체에 직접적인 변형을 주는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이미지나 화면자체를 움직인다는 

이미지가 강해 추상적인 것은 잘 연상이 되지 않음. 형태적인 것들을 조절하는 느낌. 작은 

화면을 터치하는 목적은 줌 기능에 있다고 생각한다.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직접 조작하는 

느낌으로 공간정보와 어울린다. 

22-2, 23-2, 24-2의 경우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22-2,23-2,24-2.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를 이용한 회전

은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그림 67]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와 적절한 다중정보

이 문항들은 [표 45]와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111로 플랫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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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

(남)공간은 직접 옮겨야 변한다. 줌 기능 연계 시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여)줌 기능에 대한 인식 때문. 줌을 통해 지도 등의 크기가 큰 정보를 보기 쉬워질 것 같음 

동일한 것들이 나열되는 것으로 보임. 크기, 줌아웃과 연계되어 공간정보가 나올 듯 

확대, 축소의 의미. 줌 하여 공간의 형태를 파악함. 공간을 넘길 때 사용할 것 같다

2) 시간정보

(남)손목시계에 익숙함. 손목시계의 태엽이 옆에 있으므로. 시간 흐름에 따른 정보 나열을 

살펴보기에 용이할 것 같다. 늘 우리가 보는 기계처럼 원형으로 형태가 생겼을 때 휠을 

돌리며 연속되는 시간 혹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기 좋을 듯. 시계가 돌아가는 형태와 

가장 유사한 컨트롤 방식인 듯 

(여)간단한 정보를 보고 싶다. 시계와 비슷한 어포던스. 시계의 시침 분침을 조절할 때의 

인터랙션과 유사해서. 시계를 돌리는 느낌이어서. 워치 형에 가장 익숙한 피지컬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시계에서 오는 인상이 남아서 유사성이 느껴진다. 시계 회전이어서 

시계 조작방법과 비슷해서

[표 46] 플랫폼 유형별 다중정보 연계성에 대한 주관식 답변 결과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다중정보)

1)공간정보 2)시간정보 3)사건정보 4)정량정보 5)기타 합계

피지컬 14 18 25 28 0 85

베젤링 16.47 21.18 29.41 32.94 0

피지컬 9 17 30 37 3 96

터치패드 9.38 17.71 31.25 38.54 3.13

화면터치 26 15 20 23 0 84

30.95 17.86 23.81 27.38 0

합계 49 50 75 88 3 265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8 19.8057 0.0111

우도비 카이제곱 8 20.4167 0.0089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3.202 0.0736

파이 계수 0.2734

우발성 계수 0.2637

크래머의 V 0.1933

[표 45] 플랫폼 유형별 다중정보 연계의 답변분포 동일성에 대한 카이검정 결과

(피지컬 베젤/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에 따라 선호되는 다중정보는 5% 유
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표 46]는 적합한 다중정보라고 선택한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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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정보

(남)콘텐츠의 순서와 연관성 있는 사건정보를 해당 회전 컨트롤 기능 접목에 적합하다고 

생각. 사건정보를 시간순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용성이 높으리라 생각 

사건의 순서에 따른 장면전환

(여)큰 카테고리의 정보를 다룰 것 같다. 스크롤기능과 연관되어 보여서. 베젤을 한번에 

360도 회전이 어려워 큰정보를 담기에 좋을 것 같다. 나열형 정보를 탄력적으로 보여주는게 

가능할 것 같다. 무엇인가 헤비한 정보를 컨트롤할 것 같다. 사건이 차례로 나올 것 같다. 

회전각도에 따라 특정한 사건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계를 구분해 목록화하기에 

유용하다. 

4) 정량정보

(남)익숙함. 정량정보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다루는게 자연스러움. 수치들을 설정하기 편할 

것 같고 효과적일 듯 

(여)정량 데이터를 조절하기 쉬움.일정한 양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량정보를 

나열해 보거나 정리할 때 유용해 보임. 양적인 걸 미세하게 조정하기 좋아 보임. 화면은 

너무 작음.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 값이 올라가고 반대일 시 내려갈 것 같은 느낌. 

볼륨조절 버튼 형태가 생각난다. 다른 것보다 어울리는 것 같다. 터치는 작은 화면 속에서 

손가락의 면적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 세밀한 수치를 조절하고 다양한 수치를 한 화면에 

담아야 한다면 피지컬 베젤링이 적합. 아웃풋이 정량값, 회전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 

피

지

컬

 

터

치

패

드

의

 

회

전

1) 공간정보

(남)익숙함. 공간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강함. 공간적 텍스트 이동, 

텍스트->텍스트

(여)공간을 선택하는 인터랙션 느낌이 난다. 뎁스 조절이 될 것 같다. 

2) 시간정보

(남)상하 방향으로 시간정보에 관련된 단계별 콘텐츠를 경험하는데 유산한 조작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여)시계 작동으로 인한 인식 때문.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할 것 같아서 시간이 조절될 것 

같다. 시간 역시 빠르게 휠 할 수 있어 사용성이 편리할 것 같다. 원형(2d)에서 시계회전을 

떠올리게 된다.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의 회전성 때문. 빠르게 조절이 되고 느리게 하면 

미세하게도 될 듯 함

3) 사건정보

(남)스크롤의 기능과 연결되어 리뉴얼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움. 다양한 

사건정보를 스크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메뉴를 선택하듯이 익숙할 듯. 사건의 흐름, 

페이지 뷰 

(여)스크롤이 필요한 많은 양의 정보를 읽기에 더 편할 것 같음. 많은 양의 정보를 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음. 장면선택 개념. 내용을 내려가며 볼 수 있는 스크롤 기능 

줌인을 할만한 정보에 적합한 것 같음. 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사건에 대해 쭉 읽는 느낌

여러 사건(스크롤하는)행위들과 함께 연계되기 좋은 것 같다. 화면 자체를 밀고 당기고 

움직이는 느낌. 정량적 정보가 움직이기보다 정해진 사건을 스스로 해보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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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스크롤)과 회전의 연계가 잘 연상되지 않는다. 메뉴를 돌리는 느낌

4) 정량정보

(남)완벽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정량정보가 적당할 듯 함. 직관적으로 확인가능

위에서 아래로 문지를수록 양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을 듯 

(여)다량의 정량정보에 적합할 것 같다. 정보의 양만큼 배열되는 형태. 양을 조절할 것 

같다. 한계가 있는 정보와 한계가 있는 움직임이 연결된다. 수위를 조절할 것 같은 생김새 

목록화 되어있는 것을 넘기는 게 쉬울 것 같다. 인포그래픽적 내용이 아닌 양의 +-로 

연계되어서. 양적인 정보를 차례로 내려볼 것 같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 사건정보의 순서와 

그 순서대로 읽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성이 뚜렷하기 떄문에 '순서' '방향'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회전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정량적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디테일한 조작이 어렵다.

화

면

터

치

를

 

통

한

 

회

전

1) 공간정보

(남)익숙함. 공간에 대한 줌/아웃을 다루는 기능. 공간의 위치변경. 공간을 돌리거나 

확대하기에 적합

(여)줌 기능이 주로 필요한 정보라서. 화면을 직접 터치하기 때문에 공간정보 같은 많은 

정보가 적합할 것 같음. 워치나 크기 같은 개념을 조절하기에 쉬운 느낌(줌)

사용자가 보다 높은 자유도로 화면공간과 직관적으로 인터랙션 되는 것이 더 이해가 쉽고 

흥미로울 것 같다. 공간정보 시각화가 용이할 것 같다. 평면적 화면에 줌기능을 이용한 

공간정보가 들어있으면 흥미로울 것 같다. 터치하는 화면 내에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기 

때문. 화면이 원형으로 테이블, 아이스링크 등과같은 2D공간으로 보여주며 무언가 

조작하기에 적합하다.

2) 시간정보

(남)위와 같은 맥락으로 영상의 시간정보를 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된다. 회전에 따라 

시간의 정보가 바뀔 수 있을 듯 

(여)아날로그 시계를 조작하는 움직임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 시간에 대한 것과도 

연계가 될 것 같다. 시간 역시 빠르게 할 수 있어 사용성이 편리할 것 같다. 시간의 흐름, 

시계방향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워치니까 시간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다.

3) 사건정보

(남)부드럽게 연결이 잘 될 것 같다. 화면을 돌려가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 중 사건정보가 나아 보인다. 간단한 터치에 적합

(여)사건을 보고 선택하는 인터랙션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다. 사건 정보와 컨트롤 방식이 

원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스크롤하여 여러 문단을 넘어가면서 읽음

4) 정량정보

(남)메뉴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기위한 정량적 정보 검색에 활용될 것 같음. 수치조절에 유용할 것 같음. 양이 

정해져 있는 어떤 정보를 원안에 담는 것과 그것을 돌리는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임

(여)속도감을 함께 넣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음. 무언가의 수치를 조정할 것 같음

스마트워치의 잔상. 일상적 정보 탐색에 가까운 인터랙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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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8]과 같이 ‘피지컬 베젤링’, ‘화면 
터치’, ‘피지컬 터치패드’의 답변 순으로 어포던스가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25. 다음 회전 인터랙션 단서 중 돌리고 싶은 어포던스가 가장 큰 것은?

[그림 68] 회전 어포던스가 클 것 같은 순서

26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69]와 같이 ‘캡을 돌려’, ‘캡을 
위로 열어’, ‘투명 시계 줄’, ‘상하 판을 나누어’의 답변 순으로 화면 확장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26. 다음 디스플레이의 확장 방식 중 다중정보 연계와 인터랙션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화면의 확장 방식은?

[그림 69] 다중정보, 인터랙션 측면에서 화면 확장방식의 선호도

27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70]과 같이 ‘온도 등 조절기’, 
‘뮤직플레이어’, ‘정보생활가전’, ‘건강 및 헬스관련’의 답변 순으로 화면 확장방식
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천체를 관찰한다거나 수조 속 물고
기, 벌레 관찰 등의 아동용 관찰도구, 온도 외에 조명기능 등의 답변이 있었다.
27. IoT디바이스 중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대상은?



- 138 -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컨트롤기능)

1)메뉴선택 2)스크롤
3)영상, 

음량조절

4)크기, 

줌기능

5)장면 

전환
5)기타 합계

화면기울기 10 20 13 18 22 4 87

11.49 22.99 14.94 20.69 25.69 4.6

[표 47] 인터랙션 유형에 따라 선호되는 기능분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그림 70] IoT디바이스 중 원형인터페이스 적용 시 좋을 대상에

대한 답변

28번 문항의 경우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어떤 기능연계에 적합할지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
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해 보았다. 
28.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어떤 기능

연계에 적합할까?

[그림 71]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에 적합할 컨트롤 기능

28번 문항의 경우 [표 47]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인터
랙션 유형(화면 기울기, 원판회전, 360도 플립회전)에 따라 선호되는 기능 답변
분포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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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회전 34 15 22 10 6 1 88

38.64 17.05 25 11.36 6.82 1.14

360도 6 4 2 3 69 1 85

플립회전 7.06 4.71 2.35 3.53 81.18 1.18

합계 50 39 37 31 97 6 260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0 134.8377 <.0001

우도비 카이제곱 10 139.7286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20.188 <.0001

파이 계수 0.7201

우발성 계수 0.5844

크래머의 V 0.5092

28-4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72]와 같이 ‘원판회전’, 
‘360도 플립회전’, ‘각도에 따른 기울기’의 답변 순으로 다중정보 연계에 유용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28-4.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 중 다중정보 연

계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그림 72]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에

적합할 다중정보

29번과 30번 문항의 경우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과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것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29.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과 그 이유는?

30.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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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회전원판

(남)조작이 쉽고 보기편함, 텍스트 방향이 일정. 친숙해서. 손잡이가 있어서. 4, 5의 겨우 돌릴 때 

내 시야에서 디스플레이가 사라진다고 느껴진다. 먼가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호기심이 

생긴다. 돌리는 부분이 명확해서(손잡이)

[표 49] 29번 어포던스가 강한 것의 선정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 결과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설치형태 사례)

1)대형회전

원판

2)가로형 

회전원판

3)회전 

슬라이드

4)360도 

플립회전

5)세로축을 

통한 회전
합계

어포던스 24 22 5 14 21 86

27.91 25.58 5.81 16.28 24.42

인터랙션 4 9 8 33 31 85

4.71 10.59 9.41 38.82 36.47

합계 28 31 13 47 52 171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4 30.0287 <.0001

우도비 카이제곱 4 32.0065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22.68 <.0001

파이 계수 0.4191

우발성 계수 0.3865

크래머의 V 0.4191

[표 48] 어포던스와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것에 카이검정결과

[그림 73] 어포던스와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것에 대한 답변 결과

29번과 30번 문항 비교의 경우 [표 48]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어포던스가 강한 사례와 인터랙션이 흥미로운 사례의 선호분포
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29번 문항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의 선정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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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많이 접할 수 있고 손잡이가 노출되어있기 때문. 물리적으로 돌려야할 것 같이 생김. 경험 

빈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음. 주로 게임에서 돌리는 것을 많이 봄. 그냥 돌리기도 쉽고 돌아가는 

것만 봐도 재미있다. 돌리고 싶게 생겼다. 회전판처럼 돌아갈 것 같다. 회전원판이라는 콘텐츠가 

한 눈에 볼 때 가장 익숙해서.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돌리고 싶어질 것 같다. 커다란 판이 

크기에서 다가오는 동기도 있고 그것이 의례 돌려보고 싶게 한다. 손잡이 존재, 돌려야만 할 것 

같음. 제일 노멀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가는게 가장 잘 보여서. 익숙해서. 커서 돌리고 싶다. 

2) 가로형 회전원판

(남)조작이 쉽고 보기편함, 텍스트 방향이 일정. 친숙해서. 손잡이가 있어서. 4, 5의 겨우 돌릴 때 

내 시야에서 디스플레이가 사라진다고 느껴진다.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호기심이 

생긴다. 돌리는 부분이 명확해서(손잡이)

(여)많이 접할 수 있고 손잡이가 노출되어있기 때문. 물리적으로 돌려야할 것 같이 생김. 경험 

빈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음. 주로 게임에서 돌리는 것을 많이 봄. 그냥 돌리기도 쉽고 돌아가는 

것만 봐도 재미있다. 돌리고 싶게 생겼다. 회전판처럼 돌아갈 것 같다. 회전원판이라는 콘텐츠가 

한 눈에 볼 때 가장 익숙해서.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돌리고 싶어질 것 같다. 커다란 판이 

크기에서 다가오는 동기도 있고 그것이 의례 돌려보고 싶게 한다. 손잡이 존재, 돌려야만 할 것 

같음. 제일 노멀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가는게 가장 잘 보여서. 익숙해서 커서 돌리고 싶다. 

3) 회전 슬라이드

(남)회전하기 전 숨겨진 정보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여)나머지는 조작하기 너무 거대해 보인다. 안쪽이 궁금해서 열고 싶다. 가장 힘 안들이고 돌릴 

수 있을 것 같음. 회전 슬라이드가 원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흥미로울 것 같다.

4) 360도 플립회전

(남)재미있을 것 같다. 뒤에 뭐가 있을지 가장 궁금하다. 왠지 선물 여는 것 같음. 

(여)인터랙션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잡고 돌릴 수 있는 축이 있어서. 원형 밑 판에 구 형태가 

있어 돌리고 싶은 인터페이스이다. 손으로 밀면 되기 때문에 편리. 뒤집고 싶음 

뒷면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인터랙션이 흥미로워 보임 

5) 세로축을 통한 회전

(남)흔히 볼 수 없어서 흥미를 유발시킨다.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할지 한 눈에 파악이 된다. 

크기가 커서 가장 간편하게 돌릴 수 있어 보임. 어릴적 놀이터에서 갖고 놀던 것과 닮아있다.

(여)사용하기 쉽다. 힌트가 있어서. 이전에 있던 조작 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어 조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이끈다.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 것도 이유 심미성과 흥미로운 인터페이스. 

신선하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커서 돌려보고 싶고 돌리는 느낌이 좋을 것 같다. 가장 

돌리기에 용이할 것 같은 형태를 띈다. 가장 재미있을 것 같고 입체적이라 친숙할 것 같다. 

다양한 정보가 여러 면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음. 돌리기 편할듯. 제일 재미있게 생겼음. 놀이 교구 

같고 가장 생경해서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든다. 

31번과 32번, 33번 문항의 경우 공간정보, 시간정보, 정량정보를 연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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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설치형태 사례)

1)대형회전

원판

2)가로형 

회전원판

3)회전 

슬라이드

4)360도 

플립회전

5)세로축을 

통한 회전
합계

공간정보 6 31 7 19 21 84

7.14 36.9 8.33 22.62 25

시간정보 50 12 8 4 5 79

63.29 15.19 10.13 5.06 6.33

정량정보 10 28 22 18 8 86

11.63 32.56 25.58 20.93 9.3

합계 66 71 37 41 34 249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8 98.5584 <.0001

우도비 카이제곱 8 95.6365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2.989 0.0838

파이 계수 0.6291

우발성 계수 0.5325

크래머의 V 0.4449

[표 50] 정보에 따른(공간정보/시간정보/정량정보) 선호분포 카이검정 결과

적합한 사례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31. 제시된 사례 중 공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32. 제시된 사례 중 시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33. 제시된 사례 중 정량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그림 74] 공간, 시간, 정량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에 대한 답변 

이 문항들을 비교했을 때 [표 50]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
써 정보에 따른(공간정보/시간정보/정량정보) 설치형태 사례 선호 분포는 유의
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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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문항의 경우 일반 빈도분석으로 [그림 75]와 같이 ‘운전석 선탑석’, 
‘핸들 앞 계기판’, ‘앞유리 HUD’, ‘기타’의 답변 순으로 차량 내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활용성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34. 다음 중 차량 내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활용성이 좋을 곳은?

[그림 75] 차량 내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은 곳에 대한 답변

35번과 36번 문항의 경우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
쪽 손잡이로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은 기능과 정보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
하기 위해 카이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값을 도출해 보았다. 컨
트롤 기능과 다중정보를 나누어 35,36-1과 35,36-2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5-1. 다음의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로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

은 기능은?

36-1. 다음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돌려 중심부 원형인터페이스를 조절하

기에 적절할 것 같은 기능은?

[그림 76] 차량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손잡이에 적합할 컨트롤 기능

이 문항들 비교의 경우 [표 51]과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간의 선호되는 컨트롤 
기능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 144 -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컨트롤 기능)

1)메뉴선택 2)스크롤
3)영상, 

음량조절

4)크기, 

줌기능
5)기타 합계

차량 21 6 53 3 0 83

25.3 7.23 63.86 3.61 0

오토바이 38 17 21 7 2 85

44.71 20 24.71 8.24 2.35

합계 59 23 74 10 2 168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4 27.5771 <.0001

우도비 카이제곱 4 29.1503 <.0001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6.9178 0.0085

파이 계수 0.4052

우발성 계수 0.3755

크래머의 V 0.4052

[표 51] 차량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손잡이 간 선호 컨트롤기능 답변분포

다중정보에 대한 답변 경향은 다음과 같다. 
35-2. 다음의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로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

은 다중정보는?

36-2. 다음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돌려 중심부 원형인터페이스를 조절하

기에 적절할 것 같은 다중정보는?

[그림 77] 차량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손잡이에 적합할 다중정보

이 문항들 비교의 경우 [표 52]와 같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999로써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간의 선호되는 다중정
보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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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의견

(남)구체적이고 어떠한 목적에 따른 상황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용법이 포함되면 좋을 듯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스크롤 가속 기능 등 효과적인 기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된다면 근사할 것 같다. 물방울에서 착안된 모션, 인터랙션을 넣을 수 있을 

듯. 기울면 물방울이 흘러 내려가듯이 화면이 찰랑찰랑 거린다거나 화면을 오래 눌렀다 떼면 

물방울이 화면 위로 올라오듯 줌 되면서 화면이 전환된다거나 원형은 자연물에서 찾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듯. 원형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소개하면 좋을 듯. 

원형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꼭 원을 따라 인터랙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워치 등 여러 

디바이스가 원형으로 제작된다면 영상이나 사진을 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측면의 연구

인터페이스 상에서 원형을 활용한 트랜지션 그래픽. 기존 사각형 인터페이스에 상대적으로 원형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발전되면 흥미로운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다. 

(여)원형이 가진 장점과 차별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랙션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원형 인터페이스 제작 시 주의할 점을 구글처럼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 화면구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원형이라는 특성이 보이면서, 편리한 인터페이스이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원형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 인터페이스와는 다르기에 원형이어서 편리한 점이 부각되면 

좋을 것 같다. 회전하는 것들 공업적으로 원형인 것들, 나사, 핸들 등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듯. 원형 피지컬 인터랙션 기기를 사용할 시 베젤을 돌림에 따라 

[표 53]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반과 가이드라인 제작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답변

테이블: Q * Response

Q Response(다중정보)

1)공간정보 2)시간정보 3)사건정보 4)정량정보 합계

차량 19 10 16 37 82

23.17 12.2 19.51 45.12 0

오토바이 24 11 26 23 84

28.57 13.1 30.95 27.38

합계 43 21 42 60 166

Q * Response 테이블에 대한 통계량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3 6.2534 0.0999

우도비 카이제곱 3 6.3072 0.0976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 2.4761 0.1156

파이 계수 0.1941

우발성 계수 0.1905

크래머의 V 0.1941

[표 52] 차량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손잡이 간 선호 다중정보 답변분포

[표 53]은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반과 가이드라인 제작에 포함되었으
면 하는 추가 의견에 대한 정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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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오는 사운드나 진동 같은 인터랙션도 함께 결합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세로축을 통한 회전 너무 흥미롭습니다. 어느 제품에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원형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인 당위성, 유용성, 차별성이 확실히 느껴졌으면 좋겠다. 

5.5.2. 설문조사 결과
이상 본 실험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에서 설정한 총 4개 그룹

의 가설에 대한 그룹별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가설 그룹은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

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이었으며 이때 독립변인은 플랫폼 유형(피지컬 / 디지털)이고 종속변인은 선호
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이었다.

가설 1(H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플랫폼 유형(피지컬 / 디지털), 종속변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

성 / 기능 / 다중정보)

H1-1.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이 더 좋을 것이

다. (12번 문항)

H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로울 것이다. (13

번 문항)

H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이끌 것이다.

(14번 문항)

H1-4.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할 것이다. (15번문항)

가설 1중 H1-1에서 H1-4의 검증결과는 리커드 7점 척도에 의한 일표본 
T검정 결과 4개 가설 모두 p<0.001로  유의수준 1%(0.01)보다 작으므로 ‘원형
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 흥미, 감성, 다중정보 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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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이다’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플랫폼 유형별로 적합한 원형 피지
컬 인터랙션은 사용성, 흥미, 감성, 다중정보 연계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터랙션
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H1-5.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

하다. (플랫폼 문항별 결과 비교)

가설 1의 H1-5에서 컨트롤 기능의 경우 22-1, 23-1, 24-1.번 문항인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를 이용한 회전은 각각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까?’에서도 p<0.0001로써 지지가 가능하였으며, 28번 문항 ‘각도
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어떤 기능연계에 적합할
까?’의 문항에서도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가설을 지지할 수 있었다. 
즉, 플랫폼(피지컬/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는 가설에 대
한 통계적 검증이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 1의 H1-5에서 다중정보 연계의 경우 
22-2, 23-2, 24-2번 문항인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를 이
용한 회전은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에서는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111로 5% 유의수준에서만 지지가 가능하였다. 즉, 플랫폼(피지컬/디지
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가 필요하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5%유의 수준에서만 지지되었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이 피지컬과 디지털 플랫폼 
유형별 적합한 다중정보에 대한 답변은 적합한 기능에 대한 답변보다는 비슷하
게 겹쳐지는 답변을 했음을 볼 수 있다. 즉, 일반 빈도분석과 주관식 답변을 참조
하여 플랫폼 유형에 따른 다중정보 연계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1-6. 어포던스 속성과 흥미도 답변 성향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플랫폼 문

항별 결과 비교)

가설 1의 H1-6의 경우 29번과 30번 문항에서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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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과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것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해 보았고,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두 문항은 답변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이 둘의 답변 성향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흥미도만이 어포던스 속성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어포
던스 속성은 단순 흥미도 외에 조작 하고자 하는 동기, 사용성 및 그 외의 요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가설 그룹은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
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변인은 
플랫폼 유형(세로형 / 가로형)이고 종속변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였다.  

가설 2(H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플랫폼 유형(세로형 / 가로형), 종속변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

H2-1.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

하다. (16번 문항, 31번 문항, 32번 문항, 33번 문항)

가설 2의 H2-1의 경우 다중정보 측면에서, ‘16번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
이스는 각각 다른 다중정보 연계가 필요하다’의 문항은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플랫폼(세로형/가로형) 유형에 따라 
적합한 다중정보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로형은 시간정보, 
그리고 가로형은 공간정보 연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31, 32, 33번 문항의 ‘ 
공간, 시간, 정량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다를 것이다’에 대한 비교
에서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이 가설은 지지할 수 있었다.  즉, 정보
(공간정보/시간정보/정량정보)에 따른 설치형태의 다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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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플랫폼(상하 세로 회전조작 / 좌우 가로 회전조작)유형에 따라 각각 다

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하다. (17, 35번 문항)

17번 문항의 경우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
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이 다를 것이다’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었다. 이 문항은 기능과 구체적인 다중정보 연계의 검증
이 아닌 디지털 메뉴의 표현적 피드백이 다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35-1번과 
36-1번 문항에서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돌려 중심부 원형인터페이스를 조절할 때 적절한 기능에 대한 답변 경향을 비교
해 보았고,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써 이 가설 또한 지지할 수 있었다.  
즉,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간의 선호되는 컨
트롤 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5-2번과 
36-2번 문항에서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돌려 중심부 원형인터페이스를 조절할 때 적절한 다중정보 연계에 대한 답변 경
향을 비교해 보았으나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999로써 이 가설은 기각 되었다. 
즉,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간의 선호되는 다
중정보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토바이를 세로형, 운전석 옆 조절기를 
가로형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전조작을 조절의 단서로 동일시 사고하여 답변하였
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세 번째의 가설 그룹은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때 독립
변인은 사용 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이고 종속변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
보)이었다. 

가설 3(H3).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 150 -

독립변인: 사용 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 종속변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

H3-1.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분리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19번 문항)

‘19-1.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
할까?’ 문항에서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4로써 1% 유의수준에서 이 둘의 컨
트롤 기능 답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와 지지되었다. 반면 ‘19-2.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문항
에서는 카이제곱 검정결과 p=0.5432로써 답변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
르지 않아 기각되었다. 원형인터페이스의 사이즈와 터치하는 인터랙션 방식에 
따라 사용 손가락이 다르고 그에 따른 기능이 다를 수 있으나 실제 돌리는 행위
에 적합한 다중정보 연계에 대한 답변은 유사성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손가
락 유형과, 접촉 시간, 유형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경험 
디자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네 번째의 가설 그룹은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
으며 이때 독립변인은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이고 종
속변인은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였다. 

가설 4(H4).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독립변인: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 종속변인: 선호도

(기능 / 다중정보)

H4-1.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기능과

다중정보에 적합할 것이다.(2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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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H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1-1.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 지지

H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롭다. 지지

H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끈다. 지지

H1-4.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지지

H1-5-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하다.

H1-5-2.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하다.

지지

지지(5% 

유의수준)

H1-6. 어포던스 속성과 흥미도 답변 성향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기각

H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2-1-1.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하다. 

H2-1-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에 적합하다. 

일반빈도

지지

H2-2-1. 플랫폼(상하 세로조작 / 좌우 가로 조작)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하다.

H2-2-2. 플랫폼(상하 세로조작 / 좌우 가로 조작)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하다.

지지

기각

H3.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3-1-1.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분리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를 보일 것이다. 

H3-1-2.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지지(1% 

유의수준)

기각

[표 54] 가설검증 결과

28번 문항의 경우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연계 기능이 다를 것이다’에 대한 가설로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001로서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인터랙션 유형(화면 기울기, 원판회전, 360도 플립회
전)에 따라 선호되는 기능 답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
중정보의 경우에는 28-4번 문항과 같이 ‘원판회전’, ‘360도 플립회전’, ‘각도에 
따른 기울기’의 순으로 다중정보 연계에 용이할 것 같다고 답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4개 그룹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해보
면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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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4.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4-1-1.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할 것이다.

H4-1-2.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다중정보에 적합할 것이다.

지지

일반빈도

본 연구가 남녀 성비를 정확히 통제하고 진행한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는 아
니지만 설문을 진행하며 답변상의 차이가 나온 문항을 비교하여 토의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 [그림 78]과 같이 빈도분석에서 답변차이가 보이는 7, 8, 10, 
19-1, 19-2, 21, 22-2, 24-1, 24-2, 30, 35번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답변차이가 발생하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위 문항 중 
8번 원형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10%유의 기준으로 답변차이가 지지되었다. 답변 세부내용을 보면 남성은 감성, 
사용성, 차별성, 친숙성 순이었고, 여성은 사용성, 차별성, 감성, 유용성, 친숙성 
순이었다. 35-1번 차량 운전석 옆 중앙 원형조절기로 조절하기에 적합할 것 같
은 기능에 대한 답변은 p=0.0399로 5%유의 기준으로 답변 차이에 대해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 답변 세부내용을 보면 남성은 메뉴선택, 영상 및 음량조절, 스크
롤, 크기, 줌 기능. 여성은 영상 및 음량조절, 메뉴선택, 스크롤, 크기, 줌 기능 순
이었다. 남성은 조작에 따른 메뉴의 선택, 여성은 수치적 조절에 더 관련성을 갖
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외 문항은 답변 차이에 통계적 의의를 둘 수 
없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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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인터페이스에 관한 공통된 질문

7. 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8. 원형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9. 원형인터페이스에 가장 많이 활용될 콘텐츠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것은? 

10.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

[표 55] 설문 문항별 세부 결과

[그림 78] 남녀 성별에 따른 답변차이 문항의 빈도분석과 카이검정 결과

5.6.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상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표 55]와 같이 문항별 답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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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형 인터페이스 중 특히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가장 좋을 

플랫폼과 그 이유는?

 

12-15.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 흥미, 감성, 다중정보 연계에) 

더 좋다.

16. 세로형과 가로형 인터페이스는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17. 베젤링과 옆면 크라운 휠의 피지컬 회전 인터랙션에 따른 디지털 메뉴피드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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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형인터페이스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게슈탈트 원리의 순서는

19-1.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컨트롤 기능에 적합할까?

19-2. 베젤링의 상판과 측면 베젤이 분리될 시 각각 어떤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할까?

20. 원형인터페이스 장면전환에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모션방식은?

21. 원형인터페이스에 적용될 텍스트정보의 정렬방식으로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은?

37. [원형일반질문 추가] 원형 인터페이스를 연상하였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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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사이즈는?

38. [원형일반질문 추가] 피지컬 원형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신체의 이용 유형은?

원형 플랫폼 유형별 질문

22, 23, 24-1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의 회전은 어떤 기능에 적합할지?

22, 23, 24-2 피지컬 베젤링, 피지컬 터치패드, 화면터치의 회전은 어떤 다중정보에 적합할지?



- 157 -

25. 아래 회전 인터랙션 단서 중 어포던스가(가장 돌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은?

26. 아래 디스플레이의 확장 방식 중 다중정보 연계와 인터랙션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화면의 

확장 방식은?

27. IoT디바이스 중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좋을 듯 한 대상은? 

28.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어떤 기능연계에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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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다중정보 연계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29. 사례 중 어포던스(돌림 등 조작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것은? 

30. 사례 중 인터랙션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사례는?

31. 사례 중 공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32. 사례 중 시간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33. 사례 중 정량정보와 연계되기 좋을 것 같은 사례는?

34. 다음 중 차량 내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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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1 차량 운전석 원형조절기 및 오토바이 손잡이를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은 기능은?

35,36-2 차량 운전석 원형조절기 및 오토바이 손잡이를 조절하기에 적절할 것 같은 다중정보는?

이상 정리한 [표 55]는 문항별 답변 수에 대한 정리내용이므로 각각의 개
별 답변결과를 보기에는 용이하나 실제 아이디어 구축을 위한 활용성 있는 가이
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컨트롤 유형과 다중정보 기준으로 재정리가 필요하였
다. 그래서 [표 56]은 먼저 컨트롤 유형에 따라 각 플랫폼별 답변결과를 재정리
한 표이다. 답변 유형에 따라 1순위, 2순위 답변의 인터랙션 방식을 함께 정리하
였고 답변이 많았던 결과에 대해 크기의 차이를 두어 표현하였다. 답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주관식 문항의 답변 경향도 함께 반영하여 객관식, 주관식 문
항을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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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컨트롤 유형별 정리

 
[표 57]은 같은 방식으로 다중정보 연계 유형에 따라 [표 55]의 문항별 정

리내용을 재정리한 표이다. 마찬가지로 답변 유형에 따라 1순위, 2순위 답변을 
주관식과 함께 정리하였고 답변 수는 크기의 차이로 표현하였다.

[표 57] 다중정보 유형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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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6.1.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
            6.2. 다중정보 연계 원형(圓形)인터페이스 작품제작
                6.2.1. 인포메이션디자인
                    6.2.2. 인터페이스디자인
                    6.2.3. 인터랙션디자인
                    6.2.4. 프로토타입 영상제작
                    6.2.5. 피지컬 프로토타입 제작
            6.3. 사용자 테스트
                6.3.1. 사용자 테스트용 설문 문항 
                6.3.2. 사용자 테스트 
                6.3.3. 사용자 테스트 결과 
            6.4. High-Fidelity 프로토타입과 및 가이드라인 제작
                6.4.1. High-Fidelity 프로토타입 영상제작
                6.4.2. 가이드라인의 제작 
                6.4.3. 웹 가이드라인 브랜딩 작업
                6.4.4. 웹 가이드라인의 메뉴구조 
                6.4.5. 웹 가이드라인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
                6.4.6. 전시 도록 및 전시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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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6.1.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
6장에서는 5장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작품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 전문가그룹과 학생그룹을 나누어 설문과 FGI병행 사용
자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사용자 테스트에서 수렴된 의견을 경청하여 보완시킨 
최종 프로토타입 작품제작과 함께 웹 기반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79]는 프로토타입 작품제작과 사용자테스트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이다.  

[그림 79]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테스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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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 다중정보 시나리오와 정보조직화 정보시각화

스마트워치 1 공간정보

(내비정보

+AR증강공

간정보) 

리스트메뉴

스마트워치의 캡 오픈 형 화면확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검색하는 시나리오. 

On➞메뉴검색➞캡오픈➞목적지검색➞
화면증강➞캡좌우틸트➞파노라마➞캡

틸트➞버드아이뷰와 탑뷰 전환➞Off

내비정보시각화 공간 

실사이미지와 맵 

이미지 연계. 

파노라마 이미지. 

타입정렬: 앞줄 정렬

스마트워치 2 음원정보, 

정량정보

스마트워치의 슬라이드 좌우회전 

화면확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날씨와 

기분에 따라 교집합으로 음원소팅을 

하는 시나리오. 

On➞메뉴검색➞슬라이드 화면확장 

➞2개화면 확장 원형메뉴➞날씨에 

따른 음원소팅➞기분에 따른 음원 

소팅➞화면을 닫으며 교집합되는 

음원소팅➞Off

음원정보 리스트메뉴 

시각화. 음원 곡별 

앨범 실사 이미지. 

2개화면 확장 

원형메뉴 회전형 동적 

정보표현

타입정렬: 앞줄 정렬

IoT디바이스 1 공간정보, 

정량정보

(온도조절+

각종 

측정정보)

시제품 온도조절기 네스트에 회전 

슬라이드로 화면이 확장되어 각종 

에너지 사용측정 정보를 유형별로 

검색하는 시나리오. 

On➞메뉴검색➞평면도➞방별온도조절

각종 원형기반 측정 

정량정보 시각화 

평면도의 공간 

이미지. 

타입정렬: 앞줄, 중앙 

[표 58] 인포메이션디자인

6.2. 다중정보 연계 원형(圓形)인터페이스 작품제작
다중정보가 연계된 피지컬, 디지털 결합형 원형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작

품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과정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3i 디자인 관점으로 나누
어 단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6.2.1. 인포메이션디자인
첫 번째로 인포메이션디자인 단계에서는 본 연구가 정의한 4개의 플랫폼 

유형별로 아이디어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각 플랫폼별로 2-3개의 시나리
오를 최종 결정하였다. [표 58]은 인포메이션디자인 관점에서 다중정보, 시나리
오와 정보조직화, 정보시각화 방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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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온도조절➞상하 슬라이드 

화면확장➞각종 에너지 사용내역 

정량정보 검색➞Off

정렬

IoT디바이스 2 시간정보,

공간정보, 

정량정보

(조절정보,

측정정보,

기울기정보

등) 

회전 슬라이드로 화면이 확장되어 

각종 운동관련 칼로리 소모량 정보를 

교집합으로 검색하는 시나리오. 

On➞슬라이드 화면확장➞ 
목표운동거리 조절➞시간에 따른 

목표달성률 제시➞화면 틸트에 따른 

런닝머신 기울기조절➞화면 교집합 

겹침➞소모된 칼로리 등 각종 

정량정보 제시➞Off

칼로리 소모량 등 

운동관련 각종 

정량정보 시각화. 

운동하는 실루엣 

인체표현 모션시각화 

처리

타입정렬: 앞줄, 중앙 

정렬

설치기반 1 시간정보, 

공간정보, 

정량정보, 

베젤 회전과 함께 좌우로 틸트가 되는 

공항설치기반 원형 키오스크로 

공항에서 유용한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시나리오. 

상시On➞항공편 시간별로 원형 

시간정보 연계➞항공편 

선택➞게이트정보➞지구본(구글 어스 

시각화 기반) 목적지 항공 경로검색(총 

운항시간, 거리, 경로)➞현지날씨, 

시차 정보➞목적지 주변 관광지 

정보➞관광지 좌우 틸트로 파노라마 

뷰

항공편 시간기반 

원형리스트정보시각화

각종 공항 공간 정보,  

항공시간, 경로, 거리 

날씨, 시차 등 

정량정보 시각화. 

관광지 파노라마 

이미지 

타입정렬: 앞줄, 중앙 

원형 정렬

설치기반 2 시간정보,

공간정보, 

정량정보, 

베젤 회전과 함께 상하로 틸트가 되는 

아동용 키즈뮤지엄에 설치되는 원형 

키오스크로 공룡관련 각종 정보를 

흥미롭게 검색하는 시나리오. 

상시On➞상하 틸트로 

리스트메뉴(기울기에 따른 자동스크롤 

속도조절)➞베젤메뉴선택➞공룡선택➞
세로축상하조절로 공룡키높이 

소팅➞360도 플립회전➞공룡화석정보

실사 및 실루엣 공룡 

정보시각화(키 높이별) 

엑스레이와 같이 

반전된 

화석정보시각화

타입정렬: 앞줄, 중앙 

원형 정렬

설치기반 3 시간정보,

공간정보, 

정량정보, 

베젤 회전과 함께 상하로 틸트가 되는 

아동용 키즈뮤지엄에 설치되는 원형 

키오스크로 태양계 행성과 위성 관계 

등 각종 정보를 흥미롭게 검색하는 

시나리오. 

상시On➞상하 틸트로 탑 뷰와 투시 

뷰를 조절➞베젤 회전➞행성선택 

태양계 극 사실 

3D이미지와 

달(초승달, 

보름달)주기변화 

정보시각화 

타입정렬: 앞줄, 중앙, 

원형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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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경우 지구의 자전에 따른 

달의 공전주기와 함께 초승달에서 

보름달의 주기변화를 행성 위성 

패널의 회전으로 보여줌

운송기반 1 공간정보, 

정량정보, 

차량용 운전자 핸들에 부착된 

원형조절기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시나리오. 

On➞베젤휠 메뉴검색➞내비게이션 

선택➞목적지터치패드인풋➞핀치 줌 

인앤 아웃➞사방위버튼 상하 축 

틸트➞버드아이뷰와 탑뷰로 

시점변화➞Off

내비정보시각화 공간 

이미지와 맵 이미지 

연계. 

시점변화정보시각화

타입정렬: 앞줄, 중앙, 

리스트 정렬

운송기반 2 공간정보, 

정량정보, 

2륜용 운전자 핸들 좌우에 부착된 

축이 다른 원형조절기로 내비게이션과 

음원을 조작하는 시나리오. 

On➞메뉴검색➞내비게이션 실행(4륜과 

비슷한 시나리오)➞음원검색시 리스트 

메뉴는 운동방향이 같은 왼쪽 

세로형회전조절기활용➞볼륨조절 등은 

오른쪽 워형 베젤회전 휠 활용

내비정보시각화 맵 

이미지 연계. 

음원리스트정보시각화

타입정렬: 앞줄, 중앙 

정렬

플랫폼 피지컬인터페이스 디지털인터페이스 GUI컴포넌트

스마트

워치1

[표 59] 인터페이스디자인

6.2.2. 인터페이스디자인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디자인 단계에서는 4개의 플랫폼 유형별로 외형인 피

지컬 인터페이스와 그와 연동되어 화면에 적용될 디지털인터페이스, 그리고 구
체적으로 표현되어질 아이콘과 같은 GUI컴포넌트를 정리하였다. [표 59]는 인
터페이스디자인 관점에서 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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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2

IoT디

바이스

1

IoT디

바이스

2 

설치기

반1

설치기

반2

설치기

반3

운송기

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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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

반2

인풋 아웃풋 유형 플랫폼 유형

[표 60] 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인풋 아웃풋 관계

플랫폼 유형 회전 및 인터랙션 방식

스마트 워치

IoT디바이스

[표 61] 플랫폼 유형별 회전 및 인터랙션 방식

6.2.3. 인터랙션디자인
마지막으로 인터랙션디자인 단계에서는 [표 60]과 같이 피지컬과 디지털

의 인풋 아웃풋 유형에 따른 플랫폼 유형을 먼저 정리하였다.

이후 플랫폼 유형별로 회전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전체 피지컬 인터랙션 방
식을 [표 6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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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반

운송기반

[그림 80]은 5장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된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에 
대한 가이드를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프로토타입의 인터랙션 시나리오에 적
용해본 예시이다. 설문 주관식 의견을 포함하여 최대한 설문결과내용을 각 시나
리오에 반영하여 플랫폼별 아이디어 도출을 진행하였다. 

[그림 80] 표 56, 57의 기능 및 다중정보를 연계한 플랫폼별 프로토타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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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프로토타입

스마트 워치 1. 캡을 열어서 추가 화면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스마트 워치 2. 좌우로 슬라이드로 펼쳐 화면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IoT디바이스 프로토타입

IoT디바이스 1. 상하 슬라이드로 펼쳐 화면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표 62] 인터랙션 시나리오 기반 플랫폼 유형별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

[표 62]는 인포메이션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의 3i관점
을 종합하여 각 플랫폼 유형별로 도출된 아이디어의 인터랙션 시나리오 기반 컨
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방식을 최종 정리한 내용이다.



- 171 -

IoT디바이스 2. 좌우로 슬라이드로 펼쳐 화면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설치기반 프로토타입 

설치기반 1. 베젤링과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 틸트를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설치기반 2. 베젤링과 중심부 상하 픞립 회전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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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반 3. 행성과 위성의 두 개 원형인터페이스를 축으로 돌려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운송기반 프로토타입 

운송기반 1. 원형 컨트롤러로 베젤회전, 축의 틸트, 터치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운송기반 2. 원형 컨트롤러와 세로축 회전을 연계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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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

스마트 워치 1

스마트 워치 2

IoT디바이스 1

[표 63] 제작된 영상작업의 스크린샷

6.2.4. 프로토타입 영상제작
[표 62]의 정리된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표 63]와 같이 각 플랫

폼별로 총 9개 프로토타입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는 사용자테스트 설문과 FGI를 
위한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영상으로 시나리오별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
계방식의 아이디어가 피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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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디바이스 2

설치기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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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반 2

설치기반 3

운송기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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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반 2

플랫폼 유형 3D프린팅 및 피지컬 목업제작 과정

스마트 워치

캡 오픈형

(3D프린터용 

구조 모델링)

스마트 워치

좌우 슬라이드

(3D프린터용 

구조 모델링)

[표 64] 피지컬 프로토타입 제작

6.2.5. 피지컬 프로토타입 제작
[표 64]는 피지컬 프로토타입의 제작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피험자가 영상

을 보며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할 시 그 구조와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사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3D프린터와 실제사이즈의 목업 구조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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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반용 휠

(3D프린터용 

구조 모델링)

설치기반용 

다중 축 설계도

제작된 

프로토타입 

이미지

(스마트워치, 

운송용 휠, 

IoT는 실제 

제품 nest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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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프로토타입 

이미지

(설치기반 

제작물)

6.3. 사용자 테스트 
6.3.1. 사용자 테스트용 설문 문항 

제작된 9개 영상의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표 65]와 같이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총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 1은 인구통계학적 질문, 그룹 
2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 7점 척도(9개 영상 공통 
설문)로 구성하였고, 그룹 3은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
문, 그룹 4는 전체 9개 영상 중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1,2,3위 선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번 그룹의 경우 공통 7개 문항 중 1번 2번
은 유용성 질문, 3번, 4번, 5번은 사용성 질문, 6번, 7번은 감성질문으로 구성하
였다. 아울러 유용성 질문 중 두 번째는 개인 의지 기준이 더 담겨진 질문으로 
가령,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비용을 들여 구매하고 싶다.’ 구매가 힘든 설치 
쪽 사례는 ‘꼭 사용하고 싶다’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룹 3과 4의 선호도 질
문에는 설문 답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선호도 답변에 대한 
자신감(소신)에 대한 7점 척도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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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

그룹 1. 인구통계학적 질문

CUBEE번호기입(           )

원형 스마트워치, 원형 가전제품(온도조절기, 세탁기 등), 설치물, 차량(원형계기판 등) 원형 

인터페이스의 사용 및 조작경험은?

(1)있다     (2)없다    (3)기타(            )

그룹 2.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 7점 척도(9개 영상 공통 설문)

그룹 3.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스마트워치 1)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스마트워치 2)

[표 65] 사용자 테스트용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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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IoT디바이스 1)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IoT디바이스 2)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설치기반 1)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설치기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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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설치기반 3)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운송기반 1)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운송기반 2)

그룹 3. 각 플랫폼별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질문(스마트워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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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4. 전체 9개 영상 중 기능 및 다중정보 연계기준 인터랙션 선호도 1,2,3위 선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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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비율) 10명(50%) 10명(50%)

연령분포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응답자(비율) 5명(25%) 10명(50%) 2명(10%) 3명(15%) 0명(0%)

직업

구분 학생 직장인

[표 66] 사용자 테스트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6.3.2. 사용자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그룹은 2016년 11월 3일부터 2016년 11월 12일까지 학생

그룹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각 대상자는 학생그룹 15명, 전문
가그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비는 남 10명, 여 10명으로 시행하였다. 학생
그룹은 국내 S대학교 재학생들로 약학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 공과대 재료공
학, 경영대 경영학부,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 경제, 생활 과학대 의류학과, 사회
과학대 사회복지, 생활과학 소비자 아동학부, 사회과학 정치외교학부, 공과대 기
계항공공학부, 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부,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 인문대 국사학
과, 미술대 조소전공으로 디자인 비전공자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스마트
워치의 경우 삼성 원형 스마트워치 갤럭시기어 S2 실제 제작자인 S전자 특화 에
이전시의 이사와 실장, IoT디바이스는 L전자 HED(home entertainment design 
team) IT혁신팀 팀장과 V사의 이사, 설치기반은 설치 전문 V사 이사, 운송기반
은 H자동차 SUV, CUV 팀 및 감성디자인 선행팀 근무경력 팀장을 대상으로 하
였다. 전체 원형디스플레이 및 OLED기술 기반 인터뷰는 S디스플레이 임원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66]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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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비율) 15명(75%) 5명(25%)

원형 인터페이스 사용 및 조작경험

구분 있다 없다 기타

응답자(비율) 13명(65%) 7명(35%) 0명(0%)

그룹유형 테스트 장면

세션구성

학생그룹

[표 67] 피험자그룹 사용자 테스트 장면

[표 67]은 두 개 피험자 그룹의 사용자 테스트 장면이다. 학생그룹은 2016
년 11월 3일 오전 10시-12시까지 5명씩 두 그룹으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였
고, 두 번째 세션은 오후 1시-3시에 같은 방식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 총 4개 그
룹을 UX Lab에서 진행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2016년 11월 4일-11월 12일까지 
방문 인터뷰 병행 설문 형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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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

플랫폼 유형 답변결과 그래프

인구통계학적 

정보

스마트워치1

[표 68] 사용자테스트 설문 결과 그래프

6.3.3. 사용자 테스트 결과
[표 68]은 사용자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이다. 설문문항의 

그룹과 같이 개별 플랫폼별 7점 척도와 플랫폼별 선호도, 전체 선호도 1, 2, 3위, 
그리고 1위를 5점, 2위를 3점, 3위를 1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전체 합산한 
최종결과를 마지막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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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2

스마트워치 

선호도

IoT디바이스1

IoT디바이스2

IoT디바이스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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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반 1

설치기반 2

설치기반 3

설치기반 

선호도

운송기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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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반 2

운송기반 

선호도

전체 1,2,3위

가산점 전체 

선호도

답변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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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차트와 선호도답변 결과

[표 69] 플랫폼별 레이더 차트와 선호도 답변

[그림 81]은 [표 68]의 사용자 테스트 설문답변 결과를 레이더 차트로 정
리한 예시 이미지이다. 먼저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으로 질문하였던 7개 문항
의 각 리커드 7점 척도 답변을 개별 정리하여 음영 처리하였고, 그 위의 삼각형은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대한 각 그룹 문항 합산 평균값으로 결과 값이 제일 높은 
컬러를 반영하였다. 이 예시에서는 사용성(4.95) > 감성(4.925) > 유용성
(4.55)으로 사용성 문항의 평균 값이 가장 높으므로 사용성 컬러에 해당하는 블
루 톤을 삼각형 컬러에 반영시켰다. 오른쪽 이미지는 해당 플랫폼에서 가장 선호
했던 인터랙션에 따른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의 답변 결과이다. 

[그림 81] 플랫폼별 설문결과에 대한 레이더 차트와 선호도 답변 예시

[표 69]는 [그림 81]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4개 플랫폼의 총 9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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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1, 2

IoT디바이스 1, 2

설치기반 1, 2, 3

운송기반 1, 2

[그림 82]는 [표 69]의 결과를 색상별로 그룹화 시켜 유용성, 사용성,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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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1위인 플랫폼들을 정리해본 내용이다. 유용성은 IoT디바이스 2의 화면
확장형 온도조절기로 온도제어 및 각종 에너지 사용량 다중정보 제공 등을 유용
한 서비스로 사고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사용성은 스마트워치 1의 캡 오
픈형 스마트워치, IoT디바이스 2의 러닝머신 운동 칼로리 측정, 설치기반 2의 아
이들을 위한 공룡정보 서비스로 정리되었고, 그 외의 플랫폼은 감성의 척도 값이 
높게 나왔다. 

[그림 82]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 1위 답변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리

[표 70]은 전체 선호도 답변을 유형별로 그룹지어 정리한 내용이다. 표의 
1번은 각 플랫폼별 인터랙션 방식에 따른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 선호도 
결과는 각각 ‘좌우회전 방위조정’, ‘날씨와 기분에 따른 교집합 음원선곡 제공 정
보’, ‘화면터치 방별 온도조절’, ‘운동결과 교집합 정보’, ‘시간정보 연계 항공편보
기와 베젤링 회전 메뉴선택’, ‘좌우 축 회전 파노라마 보기’, ‘360도 플립회전 반
전 화석정보’, ‘행성주위회전 위성정보’, ‘원형터치패드 목적지 입력’, ‘핸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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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답변 결과 유형별 그루핑 

1. 각 플랫폼별 인터랙션 방식에 따른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 선호도 결과

2. 플랫폼 별 선호도 답변 결과

3. 전체 1, 2, 3위 선호도 가산점 기준 합산 최종 결과

[표 70] 전체 선호도 답변의 유형별 결과

에 다른 방위자동회전’, ‘세로 회전축 이용 음원리스트 검색’의 답변이 선호 유형
으로 도출되었다. 표의 2번인 플랫폼 별 선호도 답변 결과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2번 좌우 슬라이드 회전, IoT디바이스의 경우 1번 상하슬라이드 회전 온도조절
기가 선호되었으며, 설치기반은 3번 태양계 행성 위성정보가 운송기반은 2번 이
륜 자전거용이 선택되었다. 표의 3번 전체 1, 2, 3위 선호도에 가산점 기준의 합
산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표의 4번이며, 마지막 5번은 각종 선호도 답변
에 대한 자신감(소신)의 답변 순위를 정리한 내용으로 설치기반 > 스마트워치 
> 운송기반 > 전체공통 1, 2, 3위 > IoT디바이스 순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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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그룹 인터뷰와 주관식 답변

<스마트 워치 1>

사용자의 기술수용 정도와 사용성에서 다른 컨셉보다 더 유용할 듯. 캡의 경우 힌지의 견실성, 

구조에서 좌우 회전 부분은 구조적으로 심화되어야 될 듯. 내비게이션도 한 예이겠지만, 캡을 

여는 베니핏에 어울리는 적합한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될 듯. 캡형이 왜 꼭 워치였어야할까? 들고 

다닐 수 있는 회종형 시계는 어떨지? 휴대편이성+화면확장 

워치는 퍼스널 디바이스이고, 일단 작다. 캡을 열면 퍼스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는 않을지.

힌지(hindge)문 뚜껑 등의 경첩이 약하고 부실할 수 있다. AR연동 시 화면이 작을수록 배경과 

AR화면의 초점 이슈가 있다. 

<스마트 워치 2>

새로운 교집합은 상당히 흥미로움. 지금 교집합도 흥미로우나 화면확장의 특수성이 있으면 더 

좋을 듯…  가령 고스톱칠 때 비틀어 패를 훔쳐보기, 교집합으로 컬러의 중첩을 시도하기 등. 

[표 71] 인터뷰 내용과 주관식 답변 결과

4. 전체 가산점 합산 최종 선호도 순서

선호도 답변에 대한 자신감(소신)지수 결과 

[표 71]은 인터뷰 내용과 설문의 주관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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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슬라이드 중첩구조는 구조적으로 캡보다 더 현실적이어 보임. 워치 1, 2가 합쳐져도 좋을 

듯. 가령 주루룩 여러개 나열되듯 늘어나는 방식도 가능해 보임. 스마트워치 2: 2개의 화면으로 

분리되어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흥미롭고, 두 개의 화면이 중첩되어 보여주는 정보와 

UX가 아주 새로움. 

<IoT디바이스 1>

디스플레이 2개 확장이 실제 얼마나 유용할지? 특히 휴대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예) 

비상벨(커버), 소화기 알람 등. 즉, 돌렸을 때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어야 의의가 

있을 것이다. 

<IoT디바이스 2>

디스플레이 2개 확장이 실제 얼마나 유용할지? 헬스 등 운동 시는 화면 크고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더 용이할 듯. 움직이면서 볼 때는 디스플레이 시야가 넓게 봐야 확장(두 쪽 다 

열어서)하는 건 어떨지? 운동 중 달릴 때 조작이 힘들어 보임

IoT는 모바일(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 생활가전으로 접목시킨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있는 

가전 기준으로도 재편한다. 예) TV를 중심으로 리모콘 조정을 통한 세탁기, 집안 가전 제어 

냉장고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에어컨을 중심으로 Home Appliance제어  

<설치기반 1>

좌우축 회전을 총한 정보의 확장이 매우 직관적이고 흥미롭다. 좌우 틸팅해서 현지 여행지 

상황을 볼 수 있어 좋다. 현지 실 시간 반영 정보도 좋을 듯.  공항의 컨텍스트는 원하는 정보를 

빨리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시 고려 필요  좌우 틸트는 흥미대비 익혀야 하는 

학습이 필요하므로 사용성이 아쉬울수도...틸트에 따른 기울기의 경우 스무드가 아니라 딸깍, 

딸깍 단계 STEP이 필요. 바깥 링 좌우 돌릴 시 손이 낄 수도 있어 보임. 외부 베젤은 두께감을 

더 잡은 후 패널을 분리하지 말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전제하에 무게감 있는 틸트는 어떨지.  

<설치기반 2>

축을 달리써서 흥미롭다. 축방향. 공간도 작고, 틸팅 각도에 따라 자이로. 세로 키높이는 

흥미로우나 실제 설치하면 고장이슈가 많을 듯 설치3: 컨텍스트 측면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적합해 보임. 자동스크롤 속도조절 기능에서 각도가 기울어지면 보는 시점 변경으로 보는 방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임. 개인마다 틸트에 대한 인지가 다르므로 부정확한 컨트롤 

자동스크롤 속도 조절은 개인화 이슈가 없으면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 (예: 개인 PC 마우스 

속도설정 등) 삼성 폰(틸트)에 줌인, 줌아웃 시도 했었으나  0-100까지 스무드의 세부설정 

조절이 어려워 결국 빠졌다. 갤럭시 기어S2에도 틸트 컨셉이 있었다. 하지만 적용을 안했다. LG 

틸트로 On/Off 설치용 틸트는 중력 콘텐츠 활용도 좋을 듯. 가령 아이들 콘텐츠에 맞게 

재미위주 콘텐츠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사용성보단 감성 콘텐츠: 사용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엿보는 정도의 틸트시도가 어떨까? 거울에서 안보였던 옆모습 보기(히든요소). 틀어져서 

안보이던 옆모습 보기, 틀어져서 옆면 보이게. 퍼스펙티브 모형 공룡각도 조정, 상하로 

<설치기반 3>

태양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운송기반 1>

현행 사례들과 다소 흡사한 UX인 듯. 지금의 기능은 센터콘솔이 더 유용할 수도. 운행도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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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정차 중 스티어링 휠 조작 시 원형 휠을 조작한다면 스티어링 휠과 회전운동 겹침? 핸들 

전체에 틸팅 기능을 주어 전체가 틸팅되게 하면 어떨까? 손으로 쓰기 정교하게 써질지? 목적지 

입력은 음성이 더 용이하진 않을지? 포스터치는 어떨지? 더 정교한 인터랙션을 위해 추가되는 

느낌? 갤럭시 기어S2에서도 핀치 적용 이슈가 있었다.(작은 워치 화면에서는 핀치는 지양?)

목적지 입력의 영역, 손가락 크기 이슈. 운행안정성 측면에서 터치패드보다 피드백이 명쾌한 

피지컬 버튼이 바람직할 수도. K9과 같은 버튼 휠의 예. 압력감지버튼 살짝. 딸깍 딸깍이 맞지 

않을까 함. 운행 안정성. ->포스터치 적용. 아이팟 휠 컨트롤러 사방향 휠이 적절할 수도. 

<운송기반 2>

사방위버튼 틸트로 볼륨조절하면 어떨지 세로 휠, 베젤 휠 양손 다 움직이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운송 2: 세로축 틸팅기능 적용. 맵 퍼스펙티브 변화가 흥미롭고 디스플레이와 컨트롤 

버튼류가 떨어져 있음에도 사용성을 크게 해치지 않아 보임. 

<감성, 유용성, 사용성 측면>

감성>유용성>사용성 / 감성>사용성>유용성

이 평가는 지극히 담겨진 콘텐츠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본다. 특히 유용성은 콘텐츠와의 

적합성이 중요하다. 실제 설치작업 등을 많이 해보면 사각의 식상함이 있다. 피지컬을 잡을때 

착용감이 원형이 더 좋다. 손의 형태와 잡히기 부드러움. 안정감, 확장성 사각보다 원형, 휠 

기반을 할 때 많은 호응도가 있었다. 사각보다 원이 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칠 수 있다. 

돌아가는 것은 콘텐츠를 붙인다. 시계도 반구형으로 제작가능하다. 피지컬(아날로그)+디지털. 

아날로그 감성+디지털 감성. 물레돌리기, 연필깍이 돌리기, 휠돌리기. 아날로그는 사람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간 해왔던 돌리는 방식들. 자동으로 돌리게 하는... 

<기술측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디스플레이에 공급되는 파워는 각 

디스플레이에 각각 지원되게 해야 될 듯 함. 배터리는 뒤에 달아놓고 충전을 무선 등 따로 하는 

방식 가능. 즉, 배터리 무선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 화면으로.. 조인되는 부분에 파워접속. 축에 

붙여놓고 전기 들어가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파워라인 활용. 데이터는 향 후 무선으로 받고 

파워라인으로 연계하는 방식일 것임.  

<1,2,3위 선택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

콘텐츠와 물리적 장치가 조화롭게 연계되어 다중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물리적 

장치가 행동유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 

전체적으로 확장형(힌지형)디스플레이 컨셉의 경우 작은화면 디바이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며, 피지컬 연동은 설치나 큰 디바이스 쪽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직관적으로 조작 후 기존과 다른 형태 표현이 가능하여 선택함 

1,2,3위 선정 기준은 사용환경 컨텍스트에서 가장 적절한 UX/UI라 생각되어 선택 

2) 학생그룹 인터뷰와 주관식 답변

<스마트 워치 1>

투시각도의 자연적 조절이 흥미롭다. 산악 지형이나 시골길(비포장길)등에서 유용할 듯. 축의 

미세함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지? 스마트 워치 등 베젤링과 터치선택 비교(아이콘 터치가 더 편할 

듯 하다) 스마트워치 캡이 필요할까? 시계는 시간 보는 용도가 더 기본일 듯. 최대한 미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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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지 않을 까? 

<스마트 워치 2>

1보다 더 직관적이고 덜 복잡해보이며 교집합적 정보의 제공이 매우 좋아 보인다. 보다 새롭다. 

CD의 기능은 기존 스마트폰에 있다. 정보의 교집합이 신기하다. 교집합 방식이 흥미로움. 

교집합 슬라이드 확장은 흥미롭고 아주 좋다. 슬라이드가 고장만 안난다면 편리하고 흥미롭다.  

빈 공간끼리 확장. 본인에 커스터마이즈되는 주관적 콘텐츠가 좋을 것 같다. 두 정보가 종합되어 

제시되는 방식이 흥미로움. 돌려 열리는 방식에서 마찰이 생겨 사용감 이슈가 있을 듯 하다. 

좌우 화면 연동시 연동 서비스 외에 독립패널 서비스도 필요. 

<IoT디바이스 1>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콘텐츠가 중요해 보임. 기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웠던 

유용정보에 접할 수 있음. 월별 사용량 나오는 것이 좋아 집에서 쓰기 유용해보인다.

<IoT디바이스 2>

운동결과와 신체변화 정보를 합친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 보임. 버튼 많은게 별로였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 운동하면서 체크하면 유용할 듯 교집합으로 체질량 감소정보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척 흥미로움.헬스, 형태만 봤을 때 양 옆으로 펼쳐지는게 책 보는 방향과 같아 

좋다. 최근 운동 및 헬스케어 건강관리가 떠오르는데,다중정보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슬라이드 방식이 마음에 든다. 책처럼 좌우가 좋을 듯, 좌우 

슬라이드가 좋지만, ->하지만 월별 사용량은 스마트폰과도 연계가 되면 좋겠다. 형태만 바꾼 

느낌. 실제로 운동시 가벼운 활동중에는 조작이 유효하지만 흔들림이 많은 강도 높은 운동에서는 

방해요인으로 보인다. 위 아래가 보기가 더 편할 것 같다. 활동적인 상황에서는 원형 돌림 

조작이 어려울 수도. 러닝머신 달리기: 운동하느라 힘든데 조작이 어려워 보인다. 틸트 

경사도또한 간단하나 어려워보인다. 러닝머신 ->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강도 높게 움질 일때 

클릭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게 배치해야 한다. 가로로 긴 화면이 가능한데, 굳이 왜? 

<설치기반 1>

설치공통:1번: 공항에 설치할 경우 실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유용성). 

여행정보, 공항정보, 가장 직관적이며 접근성이 좋아질 듯 함. 360도가 다 돌아가서 도착 시 

까지 정보를 다 보여줬으면 좋겠음. 공항서보면 기쁠 듯. 운항정보 외에 백화점, 안내데스크 등 

많은 정보를 연계했으면 함. 사람이 잘 보이는 각도. 사용성 측면에서 좌우 축회전은 수평 방식 

공항 정보(기능적), 좌우회전(지구연계)는 좋은데, 좌우는 360도 파노라마 모션이 더 좋을 듯 

공항의 경우 환율, 날씨, 시기에 따른 유동적 다중정보가 좋을 듯. 공항에서는  면세, 배고프다. 

개인화 경험이 연계되는지? 신기는 한데, 이후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보다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유용성이 집중 필요해 보임 

<설치기반 2>

지금 당장 자연사 박물관에서 봐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음. 텍스트 속도조절은 불편할 수도 있어 

보임. 설치 공간이 적절, 공간 화석은 흥미롭다. 키 높이는 아이들 키 높이와 연동되도 

재미있겠다. 2번: 어린이들이 조작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매우 유용해 보임. 높이 조정이 

중요할 듯. 실제 눈으로 보는 것. 박물관 애들 키에 따라서 공룡 선택되면 어떨지? 어포던스 

측면의 피드백강화가 필요해보임. 많은 정보 조작 인터랙션 정보제공 방식이 매우 조화롭고 

직관적이고 흥미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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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반 3>

태양계 설치 구조가 흥미롭고 위성 바뀌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 정말 행성과 위성을 보는 것 

같다. 디자인과 이용측면에서는가장 선호된다.(감성, 사용성) 위성체험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 

보이며 체험하고 싶음. 눈으로 보면 이론보다 쉽게 익힐 수 있을 듯 박물관 등에서 신기한 

마음에 더 조작해볼 것 같음. 제공되는 정보와 인터랙션이 비슷해서 쉽게 이용 가능할 것 같음 

행성이 3차원 공간인데 2차원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실제 위성이 궤도따라 회전하는 

느낌까지 줄 수 있을 듯 하다. 우주라는 공간에 관한 정보제공에 보다 적합한 플랫폼인듯 

하다(공간정보->시각정보 제공)원형인터페이스와 위성이 조화로움. 태양계는 재미있음. 다른 

것에 비해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정보와의 적절성이 높아 보임

<운송기반 1>

사륜의 경우 운행 중 운행시 살 릴 수 있다. 음악을 바꾸고 싶을 때 가능해 보인다. 문자 인식은 

좋은 것 같다.   운송 1. 운행 중이면 음성인식이 더 좋겠다. 베젤. 안전한가? 운송2. 핸폰 

조작이 낫겠다( 굳이 왜 서서) 운송 1. 원형 안에 터치가 좀 운송공통: 1번: 2번 보다는 1번 

기능이 더 유용해 보인다. 더 실용적으로 접근 가능할 듯. 글씨 잘 써지는 것이 관건일듯. 터치 

기능 좋음.네비가 중앙에 와서 좋다. 음성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른들 쿼티자판에 익숙치 

않은데 유용할 듯 2번: 복잡해서 불편할 것 같다. 운전하거나 자전거타는 상황에서 복잡한 

터치나 베젤링보다 회전휠을 통해 쉽게 조작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운송기반 2>

자전거 운행 중에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편리해 보이고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손잡이 회전에 따른 자동회전이 좋음. 왼쪽 세로 회전 축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핸들꺾을 때 자동회전 기능은 좋다. 양손 쓰기 불편할 수도. 한쪽에 몰면 어떨지… 

자전거일때 좋을 듯 하다. 음악 들을 때 편히해보인다. 오른쪽 베젤 휠의 경우 운행중 핸들에서 

손을 다소 떼야해서 위험해 보인다. 자전거 주행중 조작은 좋을 듯 하나, 유용성은 낮은 듯. 

<감성, 유용성, 사용성 측면>

감성>사용성>유용성 원의 회전성.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심. 원의 용도: 교집합, 축의 돌림, 

가로 돌기. 감성(심미성 등)>사용성>유용성.

<1,2,3위 선택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

인터랙션 방식과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이 가장 흥미로워서 선택. 참심함이 드는 기능 순서대로 

작성했다. 실생활에서 편하고 자주 사용하며 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좋아 보임.(유용성) 

실생활에서 인터랙션 방법이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설치1과 IoT1이 제일 

좋다고 생각. 원형인터페이스의 장점은 직관성에 있고 이를 제일 잘 살려주는 제품이 필요. 

각 제품의 용도에 적합한 방식이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용정보 제공 측면에서 선택 IoT는 기본만 갖추고 스마트폰과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단순기능으로는 워치2, 설치 1,2,3이 흥미롭고, 운송은 실제상황에서, 그리고 

설치는 전시장소에서 좋을 듯. 차량용에서 이런 다중정보 연계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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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 대표이미지

스마트 워치1

스마트 워치2

[표 72] 최종 제작된 영상작업의 스크린샷

6.4. High-Fidelity 프로토타입과 및 가이드라인 제작
6.4.1. High-Fidelity 프로토타입 영상제작 

[표 72]는 사용자 테스트의 설문 답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후 
최종 완성시킨 각 플랫폼별 풀 3D 영상작업의 스크린 샷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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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디바이스 1

설치기반 1

설치기반 2



- 200 -

설치기반 3

운송기반 1

운송기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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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가이드라인의 제작
전체 실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형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

다.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반응형 웹기반의 웹 가
이드라인을 플랫폼으로 정하였다. 

[그림 83] 반응형 웹 가이드 구조112)

6.4.3. 웹 가이드라인 브랜딩 작업
원형인터페이스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원적요소와 원의 속성, 그리고 가이

드라인을 상징하는 화살표 라인을 함께 적용하여 브랜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84] 가이드라인 브랜딩 작업

112) http://designeers.ch/en/blog/responsive-webdei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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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웹 가이드라인의 메뉴구조
초기 기획은 메뉴구조를 세부내용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그루핑의 효율성

과 콘텐츠 확장성 측면에서 [그림 85]와 같이 메뉴구조를 활용기반 플랫폼별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85] 메뉴 구조도

6.4.5. 웹 가이드라인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
메인페이지의 경우 반응형 웹에 적합하도록 [그림 86]과 같이 그리드 섬네

일 구조로 레이아웃을 하였으며 메뉴 유형별로 정보가 정렬되도록 구성하였다. 
대표 섬네일 이미지는 각 플랫폼 유형별 대표 아이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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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웹 메인페이지 이미지

[그림 87]은 롤오버 했을 시 해당 플랫폼별 핵심 내용의 정보가 표현되게 
하는 롤오버 정책을 표현하였다. 

[그림 87] 롤오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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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은 웹 서브페이지의 두 가지 예시 이미지이다. 

[그림 88] 서브페이지 예시

6.4.6. 전시 도록 및 전시설치 이미지
[그림 89]의 상단 이미지는 전시용 도록용 이미지로 메인 작업인 27인치 

iMac을 활용한 웹 가이드라인 이미지와 함께 각 플랫폼별 프로토타입 대표 이미
지를 담고 있다. 하단 이미지는 본 연구의 전체 프로세스와 연구결과를 담은 포
스터 이미지로 전시기간에 전체 연구개요를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게재하여 함
께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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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전시도록 이미지(상)와 전시 포스터 이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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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은 2016년 12월 8일 ~2016년 12월 15일까지 서울대학교 MoA
전시장에서 시행한 전시 이미지로 메인 작업은 27인치 iMac을 두 대 활용하여 
각각 웹 가이드라인과 제작 원형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영상물을 볼 수 있게 전
시하였다. 아울러 전체 프로세스가 담긴 2종의 포스터와 유저 테스트용으로 제작
한 피지컬 프로토타입도 함께 전시하였다.

[그림 90]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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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7.1. 결과 요약
                   7.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208 -



- 209 -

7. 결론

7.1. 결과 요약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한 UX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플랫폼과 사용자의 경험요소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OLED기술의 발전으로 사각의 틀을 벗어난 원형 인터페이스는 외형이 원형임에
도 담긴 콘텐츠는 기존 사각형 그리드의 레이아웃을 유지는 경우 등 아직 선행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형인터페이스를 위한 UX디자인의 핵
심 구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에서 사례분석, 실험 및 설문 실증연구까
지 원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
하여 작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자테스트를 거친 후 피지컬과 디지털 인
터페이스의 다중정보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각 단계에
서 도출된 결과의 핵심만 정리한 요약 내용이다.

1. 사례분석 결과

1-1. 인포메이션디자인

1) 다중정보의 양이 많아 정보조직화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를 조작하기위한 UI컴포넌트 

구조가 많았다. 

2) 조직화 방식에 따라 정보시각화 그리드 또한 원형, 상하 좌우 직선형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3) 텍스트는 주로 원형 안에 한 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의 경우 중앙 정렬, 원형 중앙정

렬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는 앞줄 정렬을 활용하고 있었다. 

4) 모션처리 방식은 회전과 좌우, 상하 교체 스왑 트랜지션, 플립회전, 그 외 바운스 모

션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1-2. 인터페이스디자인

1) 가로형의 경우 상하 구조의 스크롤링 기반 텍스트 콘텐츠를, 세로형 좌우 구조의 카

드를 바꾸는 방식의 장면 전환 형태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었다. 

2) 게슈탈트의 원리를 보면, 동일연속성의 원리, 폐쇄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등이 주

로 활용하고 있었다. 

1-3. 인터랙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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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워치 및 미니쿠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랙션 방식 또한 피지컬 베젤

휠, 피지컬 터치, 디지털화면 터치의 단계를 함께 활용하고 있었다.

2)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보면 축을 기반으로 한 회전 방식, 축의 기울기를  응용한 방

식 등을 일반적인 원의 회전운동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2. Low-Fidelity 프로토타입 제작 결과

2-1. 플랫폼 선호도 

4개 플랫폼 중 IoT디바이스 제작물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으며 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피지컬과 디지털의 연계방식, 원을 잡는 방식과 인터랙션 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 도출되었다.

2-2. 성별 선호도 

남학생의 경우 조작성, 화면확장 방안, 구조, 맵 연계 공간 지각 쪽이 여학생보다 개수

의 우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의 경우 정보생활가전(키친, 생활제품), 기타(화장 거울, 

와인 소뮬리에, 애견목줄) 등의 선호도가 도출되었다.

3. 사전설문 및 본 설문 결과

3-1.가설 검증 결과

H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사용성 / 흥미  / 감성 / 기능 / 다중정

보)를 보일 것이다.

H1-1.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 (지지)

H1-2.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더 흥미롭다. (지지)

H1-3. 원형피지컬인터랙션이 원형디지털인터랙션보다 감성을 더 끈다. (지지)

H1-4. 원형피지컬과 디지털 인터랙션의 연계가 원형디지털만의 인터랙션보다 다중정보 

연계에 더 유용하다. (지지)

H1-5-1.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하다. (지지)

H1-5-2. 플랫폼(피지컬 / 디지털)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 연계에 적합하다.

(지지-5% 유의수준)

H1-6. 어포던스 속성과 흥미도 답변 성향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기각)

H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2-1-1.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에 적합하다. (지지)

H2-1-2. 플랫폼(세로형 / 가로형)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다중정보에 적합하다.  (기각)

H3. 신체 사용유형(한 손가락, 양손가락)에 따라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H3-1-1.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분리

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를 보일 것이다.  (지지)

H3-1-2. 베젤링의 상판(사용유형: 한 손가락)과 측면 베젤(사용유형: 양손가락)이 분리

될 시 각각 다른 선호도(다중정보)를 보일 것이다.  (기각)

H4. 인터랙션 유형(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플립회전)에 따라 각각 다른 선호도(기능 / 다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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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 것이다.

H4-1-1.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기능에 적

합할 것이다. (지지)

H4-1-2.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원판 회전, 360도 플립회전은 각각 다른 다중정보에 

적합할 것이다.  (일반빈도)

3-2.일반 빈도분석 결과(1,2위 위주 구성)

1) 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속성: 연속성과 순환성 > 회전성 

2) 원형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가치: 사용성>차별성>감성>유용성

3) 피지컬과 디지털이 연계된 원형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좋을 플랫폼: IoT>스마트워치

4)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게슈탈트 원리: 동일연속성>유사성

5) 상판: 스크롤>메뉴  / 정량 > 시간   |  측면: 영상음량>크기 줌 / 정량 > 공간 

6) 원형 모션방식: 위치회전>줌

7) 텍스트정렬방식: 원형중앙정렬>앞줄정렬

8) 일반적 원의 지름: 3-10cm사이>10-20cm사이

9) 신체활용방식: 양손가락>한 손

10) 피지컬 베젤링: 메뉴선택>영상, 음량조절 / 정량>시간

피지컬 터치패드: 스크롤> 영상, 음량조절 / 정량>시간

화면터치: 메뉴선택>크기 줌기증 / 공간>정량

11) 디스플레이의 선호 확장 방식: 캡을 돌려 좌우로 확장>캡을 위로 열어 확장

12) 원형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좋을 IoT서비스: 온도조절기>뮤직플레이어 

13) 각도에 따른 화면기울기: 장면전환>스크롤

14) 원판 회전: 메뉴선택 > 영상, 음량조절

15) 360도 플립회전: 장면전환 > 메뉴선택

16) 어포던스: 세로형회전원판>가로형회전원판

17) 흥미도: 360도 플립회전>세로축을 통한 회전

18) 가로형: 공간정보 세로형: 시간정보

19) 사륜: 영상, 음량조절>메뉴선택 / 정량>공간

20) 이륜: 메뉴선택>영상,음량조절 /사건>공간

4. 9개 영상프로토타입 사용자테스트 결과

4-1.전체 선호도 

전체선호도 순서: 설치(태양계)>이륜>설치(공항)>IoT(온도조절기)>사륜>스마트워치(좌우 

슬라이드)>설치(공룡)>스마트워치(캡 오픈)>IoT(헬스)

전체적 원형인터페이스의 가치 답변: 감성>사용성>유용성 

4-2.각 플랫폼별 인터랙션 방식에 따른 컨트롤 기능과 다중정보 연계 선호도

‘좌우회전 방위조정’, ‘날씨와 기분에 따른 교집합 음원선곡 제공’, ‘화면터치 방별 온도

조절’, ‘운동결과 교집합 정보’, ‘시간정보 연계 항공편보기와 베젤링 회전 메뉴선택’, ‘좌

우 축 회전 파노라마 보기’, ‘360도 플립회전 반전 화석정보’, ‘행성주위회전 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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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터치패드 목적지 입력’, ‘핸들 회전에 다른 방위자동회전’, ‘세로 회전축 이용 음원

리스트 검색’

4-3.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준 해석 

태양계의 경우 정보내용, 가로형 두 개의 행성, 위성 원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랙션 

방식에서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 세 가

지 척도에 대해 심한 편향 경향은 없었으나 값의 정도차이가 있었다. 즉, 이는 현재 아

이디어를 담아 제작한 콘텐츠의 서비스가 유용성, 사용성, 감성들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가장 순위가 낮은 IoT(헬스)의 경우는 이동성 + 화면확장성의 목

적이 아니라면 2개 화면 분리방안의 유용성이 다소 떨어지며 운동 상황에 맞는 인터랙

션 방식의 사용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이 값의 정도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테스트의 전체 답변은 감성>사용성>유용성 순으로 나왔으며 이 평가는 지극히 담

겨진 콘텐츠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보며 특히 유용성은 콘텐츠와의 적합성이 중요하

다는 인터뷰 의견이 있었다. 

4-4.기술측면

OLED기술 전문가로부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현재 기술 차원에서는 제안 프로토타입 

구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지 디스플레이에 공급되는 파워는 각 디스플레

이에 각각 지원되게 해야 될 듯 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화면 확장 프로토타입의 경우 배

터리는 중심 디스플레이 쪽에 배치하고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즉, 배터리를 무선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 화면으로 보내는 현 기술 방식이 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최종 제작된 프로토타입 영상과 원의 일반적 특징에서 실증 연구결과에 해당
되는 전체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여 반응형 웹기반 가이드라인에 체계적으로 포
함시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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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제시되었듯이 향 후 원형(圓形)인터페이스의 활용

도는 향후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원형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경험증
진 측면의 활용방안을 플랫폼별, 그리고 사용유형별로 비교 분류한 선행연구는 
거의 미흡하므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직 선행연구가 부족한 피지
컬과 디지털을 연계한 원형 인터페이스에 콘텐츠인 다중정보의 연계방안을 4개 
플랫폼에 맞춰 도입해본 연구로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각 플랫폼
별로 나누어 심화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보며 이는 각 플랫폼별로 후속 
심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좀 더 정밀한 실험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피
지컬 플랫폼과 제공되는 정보인 콘텐츠 서비스를 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가
령, 같은 피지컬 플랫폼에서 다른 시나리오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피지컬 플랫폼에 동일 시나리오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시
한 후 통제된 상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피지컬 인터페이스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담긴 인포메이션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측정하는 방식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보시각화 방식(이미지, 
타입), 모션처리방식, 디지털 인터페이스 표현방식(GUI컴포넌트), 피지컬 인터
페이스 외형의 어포던스 속성 등 한 플랫폼 내에서 세부 요소들에 대한 비교분석 
또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연구 영역일 것이다. 

본 연구가 비록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은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가 부족한 
연구영역에서 실험 및 설문의 실증 연구를 거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중 정보를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계시켜 4개 원형 
인터페이스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프로토타입 작품을 제안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자하며 제안한 프로토타입과 반응형 웹 가이드라인이 
원형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작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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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X Design based on the Types 
of Platform and Usage of Circular Interface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multi-layered information guideline 
connecting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interface-

Kim, Geon Dong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ircular Interface provides UX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quare 
frame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of the figure itself called a 
circle. For example, the latest round smart watch keeps the aesthetics of a 
traditional round watch and combines Bezel-Wheel and a circular touch 
display to give a new user experience. Including this circular smart watch, the 
circular interface connecting physical and digital interface will be used in 
various ways in the IoT, installation, and transportation based platform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rcle,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visualization methods different from the square display are required, and the 
multi-layered information linkage method is also important. In addition, the 
linkage method of physical and digital depending on the platform and usage is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method that can be naturally connected in the 
form of a circle, such as rotation interaction is also important. This is the area 
that requires the '3i' linkage study of information, interface, and interaction 
design perspective, the key links and components of UX design but there are 
only a few previous studies on circular interface analyzed by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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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ur analysis 
cases of the circular interface defined by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3i' and its secondary purpose is to suggest guidelines by type of platform and 
usage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experiments and surveys. Finally,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ulti-layered information based 
physical, digital connected circular interface prototype through a user test 
based on the guideline derived. 

For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arried out a general review of circl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the concept and symbolic meaning of circle, 
formality and morphological preferenc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Chapter 2 and summarized the circular interface from UX design point of view 
based on '3i' of information design, interface design, and interaction design in 
the literature review of Chapter 3. The contents of this literature review were 
applied as an analysis tool in the case study of Chapter 4, and were used as 
a central element from the experiment and survey demonstration study of 
Chapter 5 to the prototype work production and user test of Chapter 6. In 
Chapter 4, this study summarized the list of analysis tools for case analysis 
and then analyzed the cases after defining eight analysis objects according to 
platform type.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in Chapter 
4, this study conducted the first experimental investigation and the second 
empirical research. First, the low-fidelity prototype using the circular 
interface was developed as an experiment design for the pilot test, and then 
the ideas reflecting the user needs by the type of platform and usage were 
derived. The second is an empirical study of the survey and this paper 
conducted a hypothesis testing experiment on how to improve user 
experience when connecting multi-layered information to physical and digital 
interface by the type of each platform and usage. Also this study reveal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variables and proposed the 
integrated design guideline based on '3i' which is important in the circular 
interface UX design production by the type of platform and usage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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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In Chapter 6, the study designed and 
proposed a prototype to give improved user experience by the type of 
platform and usage based on the design guide derived from Chapter 5. This 
is a proposal of a multi-layered information linkage method using physical and 
digital and consists of 9 images and physical prototypes and the final 
high-fidelity prototype was created through user testing with the rating scales 
of usefulness, usability, and emotion. After that, this paper summarized the 
full contents to create final response type web based guidelines. In the 
conclusions of Chapter 7, this study summarized and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ed in each chapter and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derived through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1. case analysis result, 2. low-fidelity prototype 
production result, 3. preliminary survey and main survey result, and 4. user 
test result of 9 image prototypes by phase. In the case of this survey, the 
first hypothesis, "Different preferences (usability / interest / emotion / 
function / multi-layered information) will be shown depending on the types of 
platform (physical/digital) and usage” was supported. In the second, third, and 
fourth hypotheses of “Different preferences (function / multi-layered 
information) will be shown depending on the platform (vertical / horizontal) 
type”, “Different preferences (function / multi-layered information) will be 
shown depending on the type of body use (one finger, both fingers) and 
“Different preferences (function / multi-layered information) will be shown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type (screen tilt, disc rotation, flip rotation), 
respectively, the control function of each hypothesis was supported but 
support and rejection were mixed in terms of multi-layered information 
linkage. This implies that the multi-layered information linkage may be 
relativ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rvice content. For the user test results 
of the nine motion prototypes produced, overall preferences were derived in 
the order of installation base (solar system kiosk)> transporta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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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heel bicycle)> installation base (airport guide kiosk)> IoT 
(thermostat)> transport base (four-wheel drive)> smart watch (left and 
right slide screen expanded type)> installation base (dinosaur information 
kiosk)> Smart watch (cap open type)> IoT (fitness equipment). The 
answers to the application value of the circular interface came in the order 
of emotion> usability> usefulness. When summarizing the overall preference 
responses, usefulness, usability, and emotion are influenced by the content 
contained. Especially,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usefulness is important to 
suit the content provided. In addition, this study summarized detailed opinion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of the expert group and it was verified that in 
terms of technology, all the prototypes proposed by OLED technology experts 
are not problematic in implementation at the current display technology level.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s an in-depth study by platform but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the guidelines by type through 
experimental empirical studies in the research area where empirical research 
is still lacking and proposed the circular interface prototype that can be used 
in four platforms through the user test based on it. I hope that the proposed 
prototype and responsive web-based guideline will be used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the circular interface design production.

Keyword : Circular interface, Platform, Physical and digital, Multi-layered 
information, UX Design, Guideline
Student Number : 2014-30415
Name: Kim, Geon Dong
email: geon705@gmail.com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용어 정의  

	2. 원(圓)의 일반적 고찰 
	2.1. 원의 개념 
	2.2. 원의 상징적 의미 
	2.3. 도형으로써 원의 의의 
	2.4. 원의 특징 

	3. 원형(圓形) 인터페이스의 UX디자인
	3.1. UX디자인의 개념 및 구성요소 
	3.2. 원형 인포메이션디자인 
	3.3. 원형 인터페이스디자인 
	3.4. 원형 인터랙션 디자인 

	4. 원형(圓形)인터페이스의 사례 분석
	4.1.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의 도출 
	4.2.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인터페이스 사례분석 
	4.3. 사례분석 결과 

	5. 실험 및 설문 조사 분석과 가이드라인 제작
	5.1. 전체 실험 설계 
	5.2. 파일럿 테스트용 실험 설계 
	5.3. 실험 결과 
	5.4. 설문조사 설계 
	5.5. 설문조사 결과 
	5.6.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6.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테스트
	6.1.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테스트 프로세스 
	6.2. 다중정보 연계 원형(圓形)인터페이스 작품제작 
	6.3. 사용자 테스트 
	6.4. High-Fidelity 프로토타입과 및 가이드라인 제작 

	7. 결 론
	7.1. 결과 요약 
	7.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22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3. 용어 정의   8
2. 원(圓)의 일반적 고찰  11
 2.1. 원의 개념  13
 2.2. 원의 상징적 의미  14
 2.3. 도형으로써 원의 의의  16
 2.4. 원의 특징  21
3. 원형(圓形) 인터페이스의 UX디자인 23
 3.1. UX디자인의 개념 및 구성요소  25
 3.2. 원형 인포메이션디자인  27
 3.3. 원형 인터페이스디자인  41
 3.4. 원형 인터랙션 디자인  57
4. 원형(圓形)인터페이스의 사례 분석 69
 4.1.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의 도출  71
 4.2.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인터페이스 사례분석  72
 4.3. 사례분석 결과  88
5. 실험 및 설문 조사 분석과 가이드라인 제작 89
 5.1. 전체 실험 설계  91
 5.2. 파일럿 테스트용 실험 설계  91
 5.3. 실험 결과  94
 5.4. 설문조사 설계  101
 5.5. 설문조사 결과  115
 5.6. 플랫폼과 사용 유형별 원형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153
6.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테스트 161
 6.1. 프로토타입 작품제작 및 사용자테스트 프로세스  163
 6.2. 다중정보 연계 원형(圓形)인터페이스 작품제작  164
 6.3. 사용자 테스트  178
 6.4. High-Fidelity 프로토타입과 및 가이드라인 제작  198
7. 결 론 207
 7.1. 결과 요약  207
 7.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1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