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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빅데이터 시대, 글자 그대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던 개인이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고,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삶의 모든 행동과 정보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라이프로깅' 트렌드를 볼 수 있으며, 빅데이터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있는 정보의 획득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큐레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문화생활 기록에 대한 욕구 증가, 문화생활 소비과정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기록'과 '추천'이 가능한, 라이프로깅을 

활용한 문화생활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생활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록과 

라이프로깅, 정보탐색과 큐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라이프로깅과 큐레이션 서비스,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사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문화생활 현황과 기록 및 큐레이션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문화생활 큐레이션 서비스는 국내 문화시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30대 여성을 주요타겟으로하며, 

사용자의 문화생활 기록을 바탕으로 취향에 적합한 문화생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적용 범위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혼합인 아트테인먼트로 정의하였고, 그 하위 항목으로는 서적, 영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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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문화생활 이후 자동으로 관련정보를 

태깅하여 기록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에 독서기록장을 쓰고, 

영화티켓을 모으고, 더 나아가 개인의 문화생활을 SNS에 공유하는 것에서 

발전한 시각적 체계를 갖춘 문화생활 기록장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넘쳐나는 정보와 무분별한 광고 속에서 사용자 본인의 문화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네 가지 

적용범위에 고유의 색상과 아이콘, 형태를 부여하여 적용범위별로 시각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적용범위별 고유의 형태가 인터페이스로 

연결됨으로써 효율적인 화면 활용과 직관적인 화면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서비스는 문화생활을 소비함에 있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더 나아가 기록해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탐색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문화생활 기록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해준다. 이러한 콘텐츠 추천과 

기록경험은  점점 더 여가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의 흐름속에서 개인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라이프로깅, 큐레이션, 문화생활, 서비스 디자인, 기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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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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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빅 데이터는 인쇄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인터넷보다 더 중요하다. 이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디폴트이고 기억하는 것이 예외였는데, 이제는 빅 

데이터로 인해 그 반대가 됐다.”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저자로 

유명한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영국 오스퍼드대 교수는 “빅 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1 

빅 데이터 시대. 글자 그대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정보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던 개인이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웹 

2.0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 이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졌다.2 

 

1.1.1. 연구의 배경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0.8제타바이트(zetabyte)였던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이 2020년 35제타바이트로 약 4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특히 5년 이내에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혼돈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공존하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 확산, SNS 활성화, 

1 매일경제 기획팀 &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빅데이터 세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4. 
2 배성환.『빅데이터와 SNS 시대의 소셜 경험 전략』. 의왕: 에이콘, 2012. 
3 Gantz, John and Reinsel, David. 2010 Digital Universe Decade. ID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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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네트워크(M2M) 확산으로 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 되며 점차 

빅 데이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4  

 

그림 1 ICT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방향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012년 가트너는 “빅 데이터는 큰 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그리고 높은 다양성(Variety)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서 이를 통해 의사 결정 및 통찰 발견, 프로세스 최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고 

정의하였고, IBM은 진실성(Veracity)이라는 요소를 더해 4V를 

정의하였다.5 

4 정지선,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5 위키백과: 빅 데이터, http://ko.wikipedia.org/wiki (Mar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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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빅 데이터의 4가지 구성요소 

이처럼 정보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배경으로 웹 

2.0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정보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던 개인이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웹 2.0의 개념6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7  

 

그림 3 웹 2.0 개념 

 

6 한성국, 정영식, 유재규, "웹2.0과 시맨틱웹, 그리고 진화의 방향". 『한국정보과학회』, 2007, 

15(10), pp57-66 
7 배성환, 『빅데이터와 SNS 시대의 소셜 경험 전략』. 의왕: 에이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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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데이터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 SNS의 등장으로 근본적인 인프라와 

데이터가 변화하면서 축적과 공유를 통해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잇는 

데이터 자원이 쌓이게 되고, 데이터의 역할은 분석과 추론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8 

 

그림 4 데이터 역할의 변화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삶의 모든 행동과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라이프로깅(Lifelogging) 트렌드를 주목해서 볼 수 있다.9 더불어 분석과 

추론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을 넘어 공유와 분석, 활용이 훨씬 

강조된 라이프트래킹(Lifetracking) 트렌드까지 살펴볼 수 있다. 10  

이처럼 거대한 양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빅 데이터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있는 정보의 획득과 공유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데이터 큐레이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도래한 빅 데이터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에서 개인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요구가 대두되고 

8 정지선,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9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 라이프로깅",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

전파 제 66호』,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10 채승병, "일상의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라이프트래킹", 『SERI 경영노트 제 167호』, 삼

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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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천 서비스 형태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11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스마트 시대에는 

미래전망, 상황인식,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된다.12 

 

그림 5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힘의 이동 

본 연구는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에서 분석과 추론으로 그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문화생활 기록에 대한 욕구증가,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에서 2010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분야이다. 특히 

영화 관람의 경우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 및 대중음악/연예 관람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11 이해성·권준희. “빅 데이터 시대의 개인화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연구”.『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pp.125-127. 
12 정지선,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

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3

『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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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예술관람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비율 추이 

 
 

개인의 문화생활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해쉬태그로 업로드 하는 콘텐츠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 

‘책스타그램’이라는 해쉬태그로 이루어진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가 

14만건 이상이며, ‘영화’로는 72만건 이상, ‘뮤지컬’로는 12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이론인 ‘블랙웰-미니아드-엥겔(Blackwell, 

Miniard & Engel)모형 14 ’의 7단계 구매의사결정과정(욕구인식–탐색– 

구매 전 대안평가–구매–소비–소비 후 평가–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생활 소비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문화생활 소비과정에서의 

정보탐색의 문제점을 큐레이션으로, 기록의 문제점을 라이프로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14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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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비자 의사결정이론 (엥겔모형) 

 

그림 7 문화생활 소비과정 탐색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① 빅 데이터 시대, 데이터 큐레이션 필요성이 

증가하고 ② 웹 2.0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역할이 축적과 공유에서 

분석과 추론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라이프로깅과 라이프트래킹이라는 

트렌드가 등장하였고 ③ 문화생활 인구 증가와 문화생활 기록 욕구 

증가, 문화생활 소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라이프로깅과 그것을 바탕으로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문화생활 소비과정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기록과 추천이 가능한, 라이프로깅을 

활용한 문화생활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생활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록과 라이프로깅, 정보탐색과 큐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라이프로깅과 큐레이션 서비스,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사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문화생활 현황과 기록 및 

큐레이션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디자인을 개발한다. 

 

그림 8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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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Care-recording, 경험 추구자, 

큐레이션 쇼핑, 여가생활 추구의 네 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Care-recording 등장 

사진, 글, 영상 그리고 Blog, SNS, 커뮤니티 등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 일명 ‘Self-recording’을 

중요시하고 있다. ‘Self-recording’은 근본적으로 내 삶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스스로가 기록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을 

간직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 ‘Self-

recording’의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 ‘Self-recording’의 다음 단계인 ‘Care-recording’족이  

등장하게 되었다.15  

 

그림 9 Care-recording의 등장 

 ‘Care-recording’족의 핵심 포인트는 ‘자동화’와 ‘실시간’ 기록이다. 

기록하고 싶은 순간에 즉시 기록해야 하는 상황은 당연히 그 순간을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정작 즐겨야 할 순간에 기록하기 바쁜 주객전도 

15 하수민. (2013.12.17) "삶을 기록받길 원하는 Care-Recording 족을 주목하다", 트렌드인사이트. 

<http://trendinsight.biz/archives/18848>.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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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주객전도현상은 스스로 기록하기에 피할 

수 없는 ‘수동(Manual)적 기록’이 불러일으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 받길 원하는 ‘Care-recording’ 족은 기록의 주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특별한 개입 없이 자동(Auto)으로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간혹 너무나 간직하고 싶은 그 ‘찰나’의 순간은 카메라를 

꺼내고 폰을 꺼내는 시간을 마냥 기다려주진 않는다. 기록할 준비가 

되었지만 정작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 

속에는 빈번하게 발생한다.16 

 

그림 10 Care-recording의 핵심포인트, 자동화와 실시간 기록 

 ‘Care-recording’족이 가지는 삶을 기록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기장과 같은 단순한 자기만족에서 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새로운 정보창출과 그 

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발견하는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2. 경험 추구자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 바이오테크시대(The Biotech 

Century), 유러피언 드림(The European)등을 저술한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 자체가 목적인 산업사회가 저물고 문화적 체험을 

중시하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여 년은 

16 하수민. (2013.12.17) "삶을 기록받길 원하는 Care-Recording 족을 주목하다", 트렌드인사이트. 

<http://trendinsight.biz/archives/18848>.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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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자가 부족했을 때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가격이 비쌀수록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기업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제 물건은 사람들의 필요나 욕구보다도 더 많이 생산, 소비되고 

있으며, 수많은 신상품들이 소비자의 손에 미처 닿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위기에 놓여 있다.17 

 

그림 11 산업자본주의에서 문화자본주의로의 변화 

대량생산 기조의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소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극단적인 사례로는 수집가(Collector)들이 있다. 대부분의 수집가들은 

개별 상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집하는 그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경험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을 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물을 보고 사용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가장 먼저 신상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은 경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지난 몇 년간 소비 시장에서 가치 

17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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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트렌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18 

 

2.1.3. 큐레이션 쇼핑 

큐레이션 쇼핑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쇼핑하는 소비 방법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상에 널려 있는 상품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큐레이션형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품을 큐레이션 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 뿐인데, 자연스럽게 상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된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소개하는 상품 중개인이 되면서 동시에 상품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19 

 

그림 12 큐레이션 개념 

소비자들이 큐레이션 쇼핑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8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19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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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품 과잉에 따른 선택의 딜레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상품의 이름이 소비자들의 

귀에 익기도 전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업계에서는 상품의 기획,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에 이르는 모든 

구조가 빠르게 처리되는 SPA 브랜드가 몇 년째 대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의 고민은 끝이 없다. 분명 전문가가 잘 분류해서 

진열해놨을텐데도 막상 필요한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 어렵거나 

전혀 없다.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온/오프라인 쇼핑몰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큐레이션 쇼핑은 사람의 ‘감정과 

판단’이라는 필터를 사용해 상품을 특정한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 

소비자들은 다만 나와 비슷한 쇼핑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면 된다. 만약 그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부터 쇼핑은 한결 

단순해질 것이다.20 

둘째, 소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매체 영향력의 약화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상거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늘날의 사용자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소비자와 완전히 다르다. TV, 신문 

등을 통한 미디어 광고와 기업의 프로모션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손쉽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상품을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 다수를 위한 광고를 믿기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평소에 알고 지낸 지인들을 믿는다. 이러한 수평적인 권력 

구조 하에서어떤 경우에는 1인의 영향력이 매체보다 커지기도 한다.21  

셋째, 상품정보의 범람으로 발생한 신뢰성의 문제이다. 상품정보란 

20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21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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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나 유통사에서 표기한 상품의 크기, 색깔,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상품 간의 비교 정보, 사용자들의 시시콜콜한 상품 

후기 등도 모두 상품정보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매 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 자체가 어려워졌다. 어느 정보가 더 

믿을 만한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기존에 알고 지낸 

지인이나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의 조언을 신뢰하기 마련이다. 큐레이션 

쇼핑은 큐레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된다. 따라서 기존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만약 그들의 

정보가 부정확하고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지 

않아 같은 소비자들에 의해 검증될 것이다.22 

 

2.1.4. 여가생활 추구 

2000년대 들어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여가생활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와 경험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여가생활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여가’ 연관어들을 분석해본 

결과,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즐기다’라는 동사가 점차 높은 

순위의 연관어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즐기다’라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취미’라는 연관어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23 

22 『2014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3 
23 『2015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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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여가관련 2011-2013 연관어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가 자체가 인생의 큰 목적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직업의 가치를 묻는 9개 설문 항목 중 모든 세대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을 1위로 꼽았지만, 다음 순위들에서 

차이가 컸다. X세대와 Y세대가 ‘여가와 자유시간을 갖는 것’을 두 

번째로 꼽은 반면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2위로 선택했다.24 

 

그림 14 2030 세대 직업관 인식 

24 『2015 Trend Code』,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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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생활 현황 

2.2.1. 문화생활 인구 증가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목표가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등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책적 환경은 새로운 여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25 

표 2 연도별 우리나라 국내 소비 지출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에서 2010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분야이다. 특히 

영화 관람의 경우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 및 대중음악/연예 관람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25 『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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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나타난 문화예술관람의 증가 

현상과도 유사하다. 2012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이용률과 전시장 관람률 모두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공연장의 경우 2009년 23.4%보다 약 2% 

증가한 25.2%이며, 연극 공연장은 2009년 23.5%보다 1.5% 증가한 

25.0%로 나타났다.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장의 관람 비율도 

2009년에 비하여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 

표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비율 추이 

 

 

2.2.2. 여성이 좌우하는 문화시장 

국내 티켓 예매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의 지난해 판매 통계에 따르면, 가장 티켓을 많이 

예매하는 나이는 32세이며, 티켓 예매자의 67.5%는 여성이다. 또 전체 

예매자 중 2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30대(37.4%), 

40대(16.4%), 50대(4%), 10대(3.7%), 60대(0.5%) 순이었다.27 또한 예스 

26 『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27 이지영. "27세에 공연 처음 예매… 32세 여성 가장 많이 봐". 『중앙일보』.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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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 지난해 영화 예매자 통계를 살펴보아도, 20-30대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이처럼, 20-30대 

여성이 우리나라의 문화시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5 여성이 좌우하는 문화시장 

 

28 이세경. "우리 부모님도 봤잖아, 그 영화". 『파이낸셜뉴스』,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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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생활 분류 

2.3.1. 여가산업 정의 및 산업별 분류 

여가부문의 하위산업은 스포츠산업 · 관광산업 · 예술산업 · 

엔터테인먼트산업 · 기타산업 등 5개로 구분된다.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관광산업은 관광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예술산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기타산업이란 아름다움이나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교·휴식·교육 등 기타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여가부문의 5개 하위산업별로 해당 여가활동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29 

표 4 여가부문 산업별 분류 

 

 

2.3.2. 문화생활 분류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정의하는 여가생활 분류를 기준으로하여, 

아래 그림 16과 같이 서비스 적용 범위의 문화 생활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표4에 나와있는 예술산업에 포함되어있는 고전음악 · 회화 

· 무용 및 공연예술 · 공예 · 도예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포함되어 

29 『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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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화 · 연극 및 기타 공연 · 대중음악/뮤지컬 · 기타 관람 · 

독서를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서비스 적용 범위를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혼합인 아트테인먼트로 정의하고 그 하위 항목으로는 

서적, 영화, 공연, 전시로 정리하였다. 

 

그림 16 Art-tainment의 정의 

 

2.3.3. 문화생활 종류 

서비스 적용 범위로 정의한 문화생활 4가지 분류별 상세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서적 항목에는 문학, 자기계발, 

인문/역사/문화, 경제/경영, 정치/사회, 종교, 예술/건축/대중문화, 

과학/기술/공학, 생활/요리/건강, 취미/실용/여행, 어학/사전, 

컴퓨터/IT가 포함된다. 영화 항목에는 드라마, 로맨스/멜로, 코미디, 

액션/스릴러, SF, 공포, 에니메이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다. 공연 

항목에는 대중음악,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한국음악, 무용, 연극, 

기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시 항목에는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사진, 미디어, 서예, 기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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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화생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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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록과 

라이프로깅, 정보탐색과 

큐레이션의 이해 

 

3.1 기록 

3.2 라이프로깅 

3.3 정보탐색 

3.4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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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록 

3.1.1. 기록의 정의 

기록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개인이나 민간기관과 

정부 및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든 생산된다. 이중에는 

생산되자마자 즉시 소멸되는 것이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보존 

가치가 있어 보존되는 것도 있다. 이 중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아카이브스(archives)’라고 한다. 그리고 기록 중에서 일정한 형식이나 

주제로 모아 일정한 분량으로 인쇄하여 출판한 것을 

‘출판물(publications)’ 또는 ‘도서(books)’라고 한다. 이러한 출판물의 

일차자료가 되면서 유일성을 띤 원본을 ‘문서(documents)’라고 하며, 

광의로는 ‘기록(records)’이라고 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기록(record)’은 사용매체나 

특성에 관계없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문헌을 말하며, 목록이나 

기입의 기준이 되는 문헌에 관한 데이터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기록관리학사전』에서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기록은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으며,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기록 또는 기록물은 영어로 ‘레코드(record(s))’로 표현하며, 

전문용어로 ‘법률적 임무수행과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과 단체가 생산 

또는 수집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기록(document, item, 

officicicrecord)’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eilardo & Beilardo 1992). 

그러나 이는 문서의 의미와 비슷하고 아카이브스와는 거리가 있다. 

아카이브스(archives)는 라틴어 아르키붐(archivum)에서 기원하는 

25 



그리스어 아르케이온(archeion)에서 파생된 말인데, ‘궁전(宮殿)’, 

‘정부(政府)의 집’을 뜻하고, ‘그 속에 보관된 기록물’ 자체를 겸해서 

쓰기도 한다. 아카이브스는 ‘업무수행에서 생산·수집된 레코드가 

기원하는 일생주기(emdolifdocycldoofecrecord)에 따라 이용된 후 

보존가치가 존속되는 기록’이다. 따라서 레코드와 아카이브스는 

보존가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카이브스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문서(古文書)’ 또는 

‘사료(史料)’ 등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일정시대(日政時代)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시간적 개념이 

작용한 것임에 반해, 아카이브스는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30 

 

3.1.2. 기록의 종류와 구성 

기록은 생산시기에 따라 ①현용기록(current record), 

②준현용기록(semi-current record), ③비현용기록(non-current 

record)의 3단계로 나눈다. 현용기록은 최신자료로서 참조의 빈도가 

높은 기록을 의미하고, 비현용기록은 오래되어 거의 참조되지 않으나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의미하다. 준현용기록을 그 중간단계에 

있는 기록으로 일정기간 내에 참조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용기록 단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기록의 생산자가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준현용기록 

단계는 조직 내 기록관(record center)으로 이관하여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가 관리하다. 비현용기록 단계의 보존기록의 경우 

보존기록관(archives)으로 이관되어 기록전문가(archivists)가 관리하게 

30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26 

                                            



된다(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10, 23). 한편, 기록물이 활용되는 

빈도수에 따라 ①활용기록(active record), ②준활용기록(semi-active 

record), ③비활용기록(non-active record)의 3종류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생산시기에 따른 구분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생산주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하는 

공공기록(public records)과 개인이나 기업, 민간단체 등이 활동과정에서 

생산하는 민간기록(private records)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은 

어떤 매체에 고정되는가에 따라서 종이기록, 마이크로폼 

(microform)기록, 시청각기록, 전자기록, 멀티미디어 기록, 박물 

(artifact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 

 

그림 17 기록의 종류 

기록은 각각 고유한 내용(Contents),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기록의 생산자가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구조는 기록의 

내용을 손에 잡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양식이다. 구조는 

31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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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구조와 외적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구조는 기록의 내용이 

표현되는 물리적 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언어, 서식, 활자체와 크기, 

쪽과 문단나누기, 인코딩과 파일포맷 등이 해당된다. 외적구조는 본문과 

첨부문서, 링크된 기록 등과 같이 어떤 기록과 관련된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맥락이란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었던 환경과 정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제목, 생산자명, 생산날짜 등 특정 기록을 확인하고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업무기능이나 활동의 성격, 생산기관과 

관련부서 등 생산자와 생산목적에 관한 정보등이 포함된다.32 

기록을 구성하는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에 대하여 기술하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라고 칭하며, 이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기록에 기록성(record-ness)울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3 

 

3.1.3. 기록의 중요성, 가치, 역할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기록의 존재로 말미암아 

한 개인, 단체, 사회, 국가 및 세계의 지나간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기록을 통하여 현재를 추진해 나아가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자 연속이고 미래는 

현재의 거울이자 결과로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의 소통은 모두 

기록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록은 한 기관 또는 단체의 공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생산되어 업무진행에서 뿐 만 아니라 업무완료 

및 연계업무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기록의 부재는 업무 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과정과 최종적 결과의 

32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성남: 아세아문화사, 2013. 
33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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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부족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국가 존재의 

실체증거이자 공공기관에서부터 민간기관에 이르기까지 업무수행의 

증빙자료로서 기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은 관련 기록을 얼마나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 

일찍이 기록보존학자이자 기록전문가였던 쉘렌버그(Schellenberg, 

1956)는 기록의 가치를 주시하였고, 이를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가치(primary value)’는 주로 당사자나 동등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치로서 내재적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조직의 법률실무 혹은 재무에 한정되므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차적 가치(secondary value)’는 당사자 간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으나 제삼자를 위한 공익적 이용에 제공되는 

가치로서 보존적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사실의 확인을 증빙하기 

때문에 증거적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여러가지 다른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최정태 2006, 40-42).35 

기록은 특정 개인이나 민간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활동결과로 생산된 자료로서 내재된 정보의 공익성과 역사성으로 

인하여 1차자료로서의 가치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록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모든 활동주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이 되고 있다(김태수 200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 기록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전달 및 저장의 수단. 

기록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육성보다 영속적으로, 경험축적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기억보다 영구적인 특징을 지닌다. 둘째, 공공기관 

34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35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29 

                                            



등에서의 업무 수행의 근거 및 증명의 수단. 현대의 행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의하여 수행되며, 기록은 수행할 

업무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기록은 보존됨으로써 업무수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셋째, 역사와 문화 전승의 수단. 기록은 역사 서술의 

자료이며, 문화전승의 수단이다. 기록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전승되며, 

국가의 정당성과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36  

또한 인간의 기억은 유한성·주관성·편향성 및 부정확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기록은 이러한 인간의 기억을 영속화 시키고 전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따. 그동한 기록학 영역에서는 

기록을 사실에 대한 객관성, 활동에 대한 증거성을 지닌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성을 지닌 산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던 환경에서는 기록이 생산자의 이념, 입장, 가치관 및 소속된 

조직 내지 제도의 견해가 투영된주관적 산물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37 

 

3.1.4. 기록의 일생주기 

‘기록의 일생주기(the life cycle of records)’는 미국의 초기 

기록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기록의 탄생으로 볼 수 있는 

생산에서부터 영구보존 또는 폐기까지의 기록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기록의 일생주기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최정태 2006,83-84).      

① 기록의 생산·평가·수집(접수)의 단계, ② 기록의 관리·이용의 단계, 

③ 기록의 보존·처분·폐기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기록의 

일생주기는 다음 그림18과 같이 생산→관리→보존(또는 폐기)의 단계로 

36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37 김명훈,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한국기록학회』, 2009 , 42,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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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8 

 

그림 18 기록의 일생주기 

한편 전자기록의 일생주기에 대하여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전자기록위원회(Committee on 

Electronic Records)에서는 ① 전자기록을 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의 설계 

및 기획·개발·설치하는 설계단계(conception stage), ② 설계단계에서 

수립된 전자레코드 키핑 체제를 토대로 실제 전자기록을 생산하는 

생산단계(creation stage), ③ 전자기록의 생산 이후 전자기록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조치의 수행·관리·보존시키는 관리단계(maintenance 

stage)의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53-53). 

요컨대 전자기록의 일생주기는 다음 그림 19과 같이 설계→생산→ 

관리의 단계로 순환된다. 이는 일반적인 기록의 일생주기와는 조금 

다른데,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일생주기’ 이론을 기반으로 수립한 것이기 때문이다.39 

 

그림 19 전자기록의 일생주기 

38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39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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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라이프로깅 

3.2.1. 라이프로깅의 정의 

라이프로그(Lifelog)는 문자 그대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일상에 관한 기록은 일기와 같이 문자로 

정리해놓은 글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보통신테크놀로지(ICT)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GPS), 자동차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 

태그가 장착된 신분증과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하루일과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인의 일상은 여러 형태의 데이터로 고스란히 생산, 가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로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식적, 무의식적 일상생활의 기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인 기록의 욕구에서 비롯된 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지속적인 노력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결합되어 나타난 일종의 융합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40 

 

3.2.2. 라이프로깅의 특성 

라이프로그는 사용자의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억력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45년 미국 

연방과학연구개발국 국장 Vannevar Bush가 인간의 모든 행적을 

보관하는 ‘Memex’시스템에 대한 미래상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라이프로깅은 생물의 불완전한 기억을 전자기기의 기억능력으로 

40 심홍진,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황과 전망”,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Vol1』,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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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한 ‘완전한 기억(Total Recall)’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1  또한 라이프로그는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개인의 기억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42 

기존의 일기장과 라이프로그 기술의 차이점을 사용자 개입여부, 

정보의 다양성, 정보의 검색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43
 

표 6 기존 일기장과 라이프로그 서비스의 차이점 

 

라이프로그의 문제점을 정보감시, 기억력 해이, 장기간 유효성, 

도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적인 정보가 공유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감시의 문제이다. 감시는 

일상적인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고,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용의자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 기업, 

보안업체 등 사회적 행위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익과 혜택을 보는 

집단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이러한 감시 정보를 오용하게 될 수도 있다. 

41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 라이프로깅",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

전파 제 66호』,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42 배창석, 이원혜, "퍼스널 라이프로그 및 기억력 강화 기술", 『한국정보기술학회』, 2009, 7(1), 

pp15-24 
43 배창석, 원종호. "지능형 가젯 및 퍼스널 라이프로그 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한국정보기

술학회』, 2007, 5(1),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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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라이프로그가 인간의 기억을 보조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잊고 

싶은 기억이나 실수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개인의 실수가 사회적으로 노출될 때 크게 

우려된다. 기억력 해이를 막기 위해, 닷지와 키친(Dodge & Kitchen)은 

여섯 가지 형태의 라이프로그 망각기법(forms of forgetting)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개인의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 의견, 생각 등은 변하기 

마련인데, 라이 프로그 정보들이 웹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하면, 장기간 

남아있게 되므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과거의 철없는 행동이나 실언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은 

삭제가 어렵고, 삭제 시간도 오래 걸린다. 넷째, 라이프로그 정보가 

공유되면 정보의 손실이나 도난의 기회도 더불어 증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해킹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의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마련하여 도난방지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44 

 

3.2.3. 라이프로깅과 라이프트래킹 

‘라이프로깅(Life-Logging)’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기술적 움직임이 개인이 24시간 생활 동안 벌이는 

행동과 신체 상태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상세히 분석해주는 ‘라이프트래킹(Life-Track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라이프트래킹은 라이프로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일상의 데이터 

수집을 넘어 공유와 분석, 활용이 훨씬 강조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45 

44 심홍진,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황과 전망”,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Vol1』,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4 
45 채승병, "일상의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라이프트래킹", 『SERI 경영노트 제 167호』, 삼

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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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라이프트래킹의 개념 

라이프 트래킹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라이프 트래킹은 개인의 행동과 신체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이다. 하루 종일의 행적, 에너지 

섭취/소비량, 심방, 혈압, 뇌파 등 생체 신호, 인터넷 이용기록을 

망라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 대상이다. 개인 스마트 기기에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전송하면, 

이를 분석하여 보다 가치있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더불어 기간별 

통계, 타인과의 성과 비교까지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는 라이프로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 기능이 더욱 강조된 

개념이다. 차량에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행적 및 주변상황을 저장하는 

차량의 라이프로깅 장치로 블랙박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습관, 차량의 이상 여부까지 진단하도록 발전하면 라이프트래킹 

장치화 시킬 수 있다. 둘째, 기술의 진보로 스마트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용자의 수고가 경감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모바일인터넷 접속이 

상시화되어 큰 노력 없이도 데이터의 저장,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화된 센서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외장 액세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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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판매되면서 구입과 휴대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라이프트래킹 

서비스의 제반 여건이 성숙하면서 자기계발, 헬스케어,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부문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46 

라이프로깅 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집정보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모달리티를 갖는 정보를 특징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형태의 검색으로 지원하여 향후 활용에 

편의성 제공한다. 둘째, 분석의 중요성이다. 개인 스마트 기기에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전송하면, 

이를 분석하여 보다 가치있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셋째, 기억의 

보조이다. 기억을 보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개인의 기억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프라이버시 이슈의 존재이다. 사적인 정보가 공유되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해야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리는 명시적 방법 

사용 필요하다.  

 

그림 21 라이프로깅 4대 특징 

 

 

46 채승병, "일상의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라이프트래킹", 『SERI 경영노트 제 167호』, 삼

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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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라이프로깅의 현황 및 전망 

라이프로깅의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기억을 보조 및 증진하는 연구들, 

건강관련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 심리학적 연구,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연구, 개인맞춤형 정보화 모델, 스토리텔링 등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47 

머지않은 미래에 라이프로깅과 전자적 기억(electronic memory)은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우리사회에 몰고온 파격적 변화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이프로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만큼이나 예견되는 위험요소들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정보보안 문제는 라이프로그와는 별개로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라이프로깅이 인간의 제한된 기억을 보조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기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켜 테크놀로지 의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48 

 

47 심홍진,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황과 전망”,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Vol1』,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4 
48 심홍진,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황과 전망”,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Vol1』,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4 

37 

                                            



3.3. 정보탐색 

3.3.1. 정보탐색의 정의 

소비자의 정보탐색이란 여러 가지 상품과 상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신적·육체적 행동이며 소비자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안의 장·단점에 대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정보탐색이란 이용가능한 대체적 상품들에 관한 정보에의 동기화된 

노출이며, 사람들은 구매의사결정에 따르기 마련인 여러가지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구매자들의 구매에 관한 위험의 

인식정도는 정보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매자가 추구하는 

정보의 양은 상품의 가격과 복잡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상품의 가격과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구매자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 구매자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은 감소한다.49 

 

3.3.2. 정보탐색의 과정 

‘탐색’이란 정보의 정신적·신체적 수집 및 그의 처리활동으로서 

개인이 목적물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탐색은 그 제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되는데 그것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일 수도 있고, 내적 

또는 외적일 수도 있다. 능동적 탐색이란 가령 제품이나 가격의 비교를 

위해 직접 상점을 방문하는 경우이고, 수동적 탐색은 마음 속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혹은 추구하는 제품의 특색에 관해 생각함이 

49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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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를테면 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훑어보는 정도의 탐색을 말한다.50 

 

그림 22 정보탐색과정 모델 

내적탐색은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한 후 일어나는 첫 단계로, 

구매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고 

검토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소비자는 기억의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어서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상될 수 있는 어떠한 태도·정보·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그 회상은 경험적 노력으로 그 정보를 머리에 떠올릴 

경우과 같이 즉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회상이 되면 그 정보는 소비자가 직면한 구매결정을 해결하려는 

평가과정에 이용되게 된다. 내적탐색과 대안평가의 결과는 ①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거친 다음 구매행동에 들어가든가, ② 어떤 환경적 변수에 

의해 (마침 돈이 부족한 경우 등) 구매행동의 제약을 받든가, 아니면 ③ 

기억속에는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하거나 적절한 정보가 없어 당장 

결정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외적 탐색이 요청되는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51 

외적탐색은 기억으로부터 회상될 수 있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른 

50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51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39 

                                            



원천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는 원천은 광고물, 친구, 판매원, 점포진열, 제품시험 

잡지를 포함한다. 내적탐색은 언제나 수동적인데 반해 외적 탐색은 

수동적 또는 능동적일 수 있다.52 

 

3.3.3. 정보의 원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용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원을 내적 정보원(internal 

sources)과 외적 정보원(external sources)으로 분류한다(Assael, 1984).53 

1) 내적정보원 :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과거에 

능동적으로 획득된 것과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수용된 것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능동적으로 획득된 정보 : 특정한 시점에서 능동적인 

외적 탐색에 참여한 소비자는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한 후 

미래용도를 위하여 내부적 탐색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경험이 포함된다. 

- 수동적으로 수용된 정보 :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정보는 특별한 탐색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수동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히 대안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품속성과 구매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도 마케터의 

광고물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제품 사용상황에 노출됨으로써 

52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53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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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다. 

2) 외적정보원 :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인출하는 것 외에 소비자는 

외적 탐색에도 참여하는데, 외적 정보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마케터 

주도적인 원천, 소비자 주도적인 원천, 중립적 원천으로 분류한다. 

- 마케터 주도적인 원천 : 마케터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제품자체, 포장, 가격, 광고, 판매촉진, 인적 판매, 진열, 

유통경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포함한다. 소비자가 

이러한 원천을 선호하는 것은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적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 정확하다고 지각되기 

때문이지만 간혹 피상적 정보가 제공되며 정보가 믿을만하지 

않다고 지각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각되는 단점이 있다. 

- 소비자 주도적인 원천 : 가족, 친구, 동료 등 

마케터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모든 개인간 정보원천을 

포함한다. 소비가 욕구에 맞춰 정보가 제공된다는 융통성과 

신뢰가능성, 그리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항상 정확치는 않으며 정보가 

탐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원천의 사용을 방해한다. 

- 중립적 원천 : 신문, 잡지, 정부보고서, 조사기관, 

단체에서의 정보, 천리아, Hitel등의 통신정보와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데 편견이 게재되지 않아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불완전하고 

정보획득이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며 시간이 지났거나 소비자와 

제품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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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보원천별 장단점 

 

 

이러한 소비자 정보원이 갖추어야 하는 속성에는 크게 6가지가 

있다. 첫째, 적시성(Timeliness)으로 소비자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에 

짧은 시간 안에 접촉할 수 있고, 그 소비자정보원으로부터 최근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Truthfulness)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혹은 편파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과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셋째, 의사소통의 명확성(Intelligibility of 

communication)으로 소비자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소비자정보원과의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간에 명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경제성(Economication)으로 소비자정보원을 구입 

혹은 접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인적 노력, 시간, 금전)에 관한 

것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접근 가능성 

(Accessibility)으로 소비자정보원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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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 정보원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저장가능성(Probability of 

possession)으로 소비자정보원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사용할 때에도 처음과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54 

 

3.3.4.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요소에는 일치하는 

점이 많다.55  

1) 정보탐색의 비용 

소비자들은 탐색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한계원칙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를 탐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시간, 노력, 좌절과 심리적 부담 혹은 의사결정 연기로 오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비금전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하여 

탐색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에는 ‘더 좋은’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 즉 보다 나은 제품특성, 서비스, 가격의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탐색비용이 클수록 기대되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탐색량도 줄게 된다. 이때 만일 탐색비용이 기대되는 한계이익과 

같아진다면 탐색의 적정량을 찾을 수 있다. 

2) 시간압박과 재무압박 

정보탐색은 시간압박과 부적인 관계가 있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정보탐색량과는 비례한다. 즉 시간압박이 클수록 

54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55 박명희,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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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이 적어진다(Claxton 등, 1974). 소비자의 정보탐색 시간은 

고려하는 속성의 수, 재무압박, 정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탐색활동의 횟수도 고려하는 속성의 수, 정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사회성은 부적인 

관계가 있다(유동근, 1988). 

재무압박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키며 정보탐색비용(예:교통비)의 과다와도 관련이 있다. 무어와 

리만(Moore & Lehman, 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무압박은 

정보탐색과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당시의 

재정상태가 긴축에 가까울수록 정보탐색량은 많아지게 되어 재무압박과 

정보탐색은 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3) 인지된 위험 

위험을 지각한 소비자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것이다. 즉 위험을 많이 지각하는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구전원천으로부터 정보탐색이 증가한다. 

4) 정보의 이용가능성 

소비자가 필요한 외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외적탐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 지식과 경험 

과거의 긍정적인 구매경험과 정보탐색량과는 부의 관계 

(Bennett&Mandell, 1969)가 있으며 개인에게 인지된 상품지식 혹은 

경험이 정보탐색량과는 반비례한다. 즉, 구매경험의 반복은 탐색의 양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사용경험의 증가는 외적 탐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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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의 유형 

제품은 소비자들의 쇼핑습성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분류되며 편의품은 고객이 비교와 구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매하는 것들이며 선매품은 선택과 구매과정에서 고객들이 

적합성, 품질, 가격, 스타일 등을 근거로 비교하는 것들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탐색의 이득 대 비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편의품에 비해 선매품은 품질이나 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초래되는 

이득 대 비용의 비율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품은 많은 구매자들이 습관적으로 특별한 구매노력을 하려는 

독특한 특성/상표 확인을 가지는 것들이다(Holton, 1958). 

7) 점포의 유형 

소비자들의 탐색활동의 양은 그들이 어떠한 유형의 상점에서 

쇼핑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관련된 전문잡지를 보며 많은 

상점을 방문하고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충고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 

8) 인구통계학적 변인  

대체로 탐색의 양과 연령, 교육, 소득 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탐색의 정도가 높다 (Claxton 등,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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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큐레이션 

3.4.1. 큐레이션의 정의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잡지를 편집하는 사람은 편집장, TV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편성자, 매장에 진열할 상품을 정하는 

사람은 상점 주인과 같이 과거에는 분야마다 용어가 달랐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절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알맞은 순서로 배치하여 

신규 컬렉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을 압도하는 콘텐츠 과잉과 

우리 사이에 인간이라는 필터 하나를 더 두어서 가치를 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56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큐레이션 (data 

curation)’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해당 주제를 갖는 적합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추천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57 

 

3.4.2. 큐레이션 방식의 종류 

데이터 큐레이션 방식의 종류는 정보 필터링에 주로 누가 

관여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큐레이션’과 ‘소셜 큐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혹은 콘텐츠의 속성과 

56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2. 
57 Steven Ovadia, "Digital Content Curation and Why It Matters to Librarians", 『Behavioral & 

Socia Sciences Librarian』, 2013, 32(1), pp.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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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큐레이션 사례들은 모두 이에 속할 수 있다.  

소셜 큐레이션은 콘텐츠 필터링의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필터링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고, 자신의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큐레이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소셜 큐레이션의 경우 정보 서비스 제공자 혹은 사업자는 

큐레이션 서비스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소셜 

큐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는 이미지 기반 소셜 큐레이션인 핀터레스트를 

꼽을 수 있다. 그림 2의 핀터레스는 사용자 스스로가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터레스트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중 최단기간 가입자 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58 

 

3.4.3. 큐레이션의 중요성 

콘텐츠가 왕인 시대는 끝났다.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경계, 

그리고 이런 경계를 설정한 큐레이션의 방향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의 바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 

특정한 콘텍스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큐레이션이다. 59 

한 미국인의 블로그에는 “콘텐츠가 왕인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58 조인호, "LTE 시대의 콘텐츠 비즈니스 차별화 키워드 : 큐레이션", KT 경제경영연구소, 2012 
59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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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이 왕이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 1차 정보를 발신하는 

것보다도 그 정보가 가지고 잇는 의미,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만 필요한 가치’와 같은 컨텍스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야말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정보가 우리 주변을 앰비언트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보 그 자체의 가치만큼이나 정보를 필터링하는 

큐레이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60 

큐레이션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1차 정보를 

취재해 글로 쓰는 행위의 가치는 앞으로도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1차적 취재 및 보도를 하는 저널리스트만큼이나, 스스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어 수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즉 큐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보’라는 것의 가치를 

180도 회전시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제 우리 앞에 

큐레이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61 

 

3.4.4. 큐레이션의 특징 및 활용분야 

큐레이션 서비스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각자료 중심이다. 주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상품 정보가 유동적이다. 

소비자들은 글보다 감각적인 이미지에 쉽게 끌린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 호감정도를 표시하는 버튼과 숫자가 보인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상품에 바로 반응한다. 셋째,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타인의 선택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선택은 타인에게 영향을 

60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2 
61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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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넷째, 사용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상품 가운데 특정한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23 큐레이션 4대 특징 

향후 큐레이션의 활용분야를 아래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62 

1) 미래 예측 : 시간 예측 및 자동 업데이트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규칙성과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이벤트의 발생여부나 수요·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빅데이터에서 발견한 인과관계가 일시적 또는 우연에 

의한 것인지 반복적으로 지속될 패턴인지 구분하는 것이 큐레이션의 

핵심역량이다.  

2) 숨은 니즈 발견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고객니즈까지 파악 

소비자의 일상이 담긴 데이터에서 발견한 새로운 패턴으로 

경쟁사나 고객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빅데이터에서 발견한 패턴이 데이터 오류나 분석착오가 아닌지 관련 

전문가가 해석·검증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할 방안 마련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3) 리스크 경감 : 다양한 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가능 

정성적 정보의 양과 종류가 과거보다 대폭 증가하여 이상징후 감지, 

고위험 이벤트 발생 경고 등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상황과 

62 박성민, 박성배, 채승명, 김영도, 김지환.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CEO 

Information 제 8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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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로 분류한 고객불만을 분석하여 트렌드 변화 및 특정이슈를 

관찰하고, 불만의 우선순위를 정해 근원적 불만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4) 실시간 대응 : 경영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 즉각 대응 

시장 상황 및 경쟁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여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경영상 기회와 위기요인을 정확히 읽어내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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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라이프로깅 서비스 사례 

4.1.1. 나이키 퓨얼밴드(Nike Fuelband) 

나이키 퓨얼밴드는 시계 기능을 겸비한 손목 밴드 형태의 

라이프로깅 단말이다. 이 단말은 운동거리, 운동 시간,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측정하며, 손목 밴드 형태의 단말을 착용하여 자동기록하고, 

전용앱과 블루투스로 연동할 수 있다. iPhone, Mac과 연동하여 자신의 

운동량을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년단위로 확인가능하며, 친구들과 

운동량 비교 가능, 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 효과가 있다. 또한 운동량을 

NikeFuel 포인트로 전환하는 게임화 요소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4 나이키 퓨얼밴드 착용모습 및 앱 화면 

 

4.1.2. 포스퀘어(Foursquare) 

포스퀘어는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사용자의 위치와 

사용자가 방문한 곳의 정보를 수집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가 

의식적·명시적 행동(체크인)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8.0 버전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과거 체크인 히스토리, 취향에 따른 장소 

추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배지와 메이어라는 두 가지 보상 시스템 

존재하며, 이것을 게임화 요소 활용하고 있다. 체크인 수치가 

높아질수록 지위가 올라가고 배지를 획득하게 되고, 즐겨찾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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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으로 메이어 자격 부여된다.  

 

그림 25 포스퀘어 앱 화면 

 

4.1.3. 메모토(Memoto) 

메모토는 라이프로깅 전용 카메라이다. 사용자의 일상 사진, 

위치정보, 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방법은 클립 형태의 소형 

카메라 단말을 옷에 부착 또는 목걸이로 착용하면 자동으로 30초 

간격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한 번 충전으로 4000장 촬영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USB로 PC와 연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진이 전송되며 전용 앱으로 확인 가능하고, 사진들을 위치와 

시간으로 정렬 가능하다. 가속계 센서 내장으로 사진 방향 자동 보정이 

가능하며, 옷에서 제거해서 어두운 곳에 두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6 메모토 단말 디자인과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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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아르고스(Argus) 

아르고스는 개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정보를 기록하는 

서비스이다. 운동량, 수면습관, 음식물 섭취 내용, 체중, 혈압 , 

스트레스 지수, 요일, 날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방법은 운동량은 

스마트폰 가속도계를 활용해 자동 체크하고, 다른 정보는 개별 셀을 

통해 간편하게 기입하는 방식이다. 걸음수와 소모칼로리에 대해 

활동내용을 비교하여 활동 트렌드를 확인, 월별 기록 확인 가능하다. 

Insight 메뉴를 통해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운동한 내용과 주당 및 하루 

평균 active minute 이 표기된다. 친구를 맺을 수 있으며 친구들의 

활동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그림 27 아르고스 앱 화면 

 

4.1.5. 사가(Saga) 

사가는 일상 생활의 주요 이벤트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라이프로깅 서비스이다. 회의 및 출장, 업무 진행 

상황, 방문 장소, 여행 장소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앱을 통해 직접 기록 (Note, Photo, Video)해야 하지만,  

위치정보는 자동 기록된다. ‘Gain Insight’ 메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 

사항이나 특정 트렌드를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에 공유 기능이 해제된 상태로 설정되어 무의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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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데이터 공유 시점 및 공유 대상 직접 설정하는 시스템이다. 친구 및 

가족들과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하다.  

 

그림 28 사가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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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 

4.2.1. 핀터레스트(Pinterest) 

핀터레스트는 이용자가 관심사에 근거해 선별한 이미지를 

업로드·공유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핀보드(pinboard) SNS이다. 

큐레이션 데이터 종류는 이미지와 영상이며, 이용자가 주제에 따라 

게시판을 생성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미지를 ‘pin’ 할 수 

있따.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이 특징이며,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follow하여 지속적으로 감상가능하다.  

 

그림 29 핀터레스트 웹사이트 

 

4.2.2. 아마존(Amazon) 

아마존은 이용자가 관심사에 근거해 선별한 책을 추천하여 주는 

큐레이션 쇼핑 서비스이다. 책으로 시작, 일반 쇼핑몰과 같이 제품 라인 

다양화하였다. 큐레이션하는 방법은 이용자가 특정 책을 클릭했을 때 

해당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선택한 다른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책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자들의 이용패턴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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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터 나열한다. 개개인의 정보 외에 지인이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통합하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술로 추천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아마존 고유의 리뷰 

시스템 존재(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를 생산해내며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0 아마존 웹사이트 

 

4.2.3. 넷플릭스(Netflix)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관심사에 근거해 선별한 영화를 추천하여 

주는 영화 대여 및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TV shows 및 영화를 

큐레이션해준다. 동영상 선호도, 검색정보, 시청 이력 및 패턴, 콘텐츠 

평가 등을 분석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작품 추천한다.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기술은 정확도가 높기로 유명한다. 다양한 콘텐츠, 광고 없는 

방송,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다양한 OS와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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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넷플릭스 웹사이트 

 

4.2.4. 오픈스카이(Opensky) 

오픈스카이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이 상품을 

골라주고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쇼핑몰과 같이 다양한 제품을 

큐레이션해주고 있으며, 팔로우를 4000면 이상 확보한 큐레이터에 

의해서만 추천이 가능하다. 제품 카테고리 별로 소수의 큐레이터만 

두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댓글을 통해 유명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그림 32 오픈스카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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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팹닷컴(Fab.com) 

팹닷컴은 디자인 전문 큐레이션 커머스 서비스이다.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의 아이템을 큐레이션하는데, 전문 경력을 지닌 운영진들이 

큐레이션하여 상품을 선정하고 가치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신진 디자이너 및 아트스트를 소개하는 마케팅 채널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 기반 SNS인 핀터레스트와 연동되며, SNS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 리뷰와 추천을 통한 정보 큐레이션 일어난다.  

 

그림 33 팹닷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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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화 서비스 사례 

국내 책, 영화, 공연 및 전시 티켓 구매의 대표적 서비스라고 

여겨지는 교보문고, CGV, 인터파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프로깅과 큐레이션 개념의 서비스가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3.1. 교보문고 

라이프로깅 개념의 기능으로는 독서계획 및 현황, 읽고 싶은 책,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가능하였다. 또한 독서현황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큐레이션 개념의 기능으로는  

‘오늘의 테마추천’ 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 및 성별에 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 교보문고 모바일 앱 화면 

 

4.3.2. CGV 

라이프로깅 개념의 기능으로는 ‘무비로그’라는 기능이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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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무비 다이어리란 기능을 통해 기록가능하며 평점 입력이 

가능한 기능이다. 큐레이션 개념의 기능으로는 ‘이번 주 선택!’ 이라는 

항목으로 app 접속시 가장 먼저 팝업창으로 영화를 추천하고 있다.  

 

그림 35 CGV 모바일 앱 화면 

 

4.3.3. 인터파크 

라이프로깅 개념의 기능으로는 ‘티켓 예매 내역’에 들어가면 

예매한 공연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관람후기 작성’ 

항목을 통해 별점평가와 감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림 36 인터파크 모바일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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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조사대상 및 방법 

5.1.1. 사용자 조사 계획 

 
그림 37 사용자 조사 계획 

사용자 조사 대상은 본 연구의 메인 타겟인 20-30대 여성으로 

하며, 온라인 서베이 도구를 사용하여, 총 3일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5.1.2. 사용자 조사 목적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증명하고, 가설에서 가정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가설1.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화생활 콘텐츠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것을 선택하고 싶어할 것이다. 

 

 가설2.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3. 자신의 문화생활을 기록 및 공유하고 싶어한다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보기좋게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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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사용자 조사 내용 

 기본정보, 문화생활 현황, 문화생활 기록현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자 조사 내용을 구성한다. 아래 설문내용에서 

말하는 ‘문화생활’의 범주는 도서/영화/공연/전시 이고, 문화생활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활동을 말한다. 

  

5.1.4. 사용자 조사 실시 

 아래 그림 38은 실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한 화면 이미지이다. 

문화생활과 기록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30대 여성 총 

80명이 사용자 조사에 참여하였다. 

https://ko.surveymonkey.com/s/Y9CK6V6  

 

그림 38 사용자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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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사결과 분석 

5.2.1. 기본정보 

 

그림 39 조사결과 - 기본정보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사용자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100% 20-30대 여성이다. 이 중 대학생과 회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여부는 미혼이 87.5%로 확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5.2.2. 문화생활 빈도 및 지출 

 

그림 40 조사결과 - 문화생활 빈도 및 지출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한 20-30대 여성의 활발한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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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다시 한 번 직접 확인하였다. 이들은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일 년에 10회 이상 문화활동을 하는 비중이 74.75%를 

차지고 있었다. 또한 한 달에 5만원 이상 문화활동을 위한 지출을 하는 

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5.2.3. 콘텐츠 선택 

 

그림 41 조사결과 - 콘텐츠 선택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이 문화생활 

콘텐츠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화생활 콘텐츠 선택기준은 개인취향에 적합한 것, 당시에 

인기있는 것, 주변인이 추천한 콘텐츠였다. 이를 통해 ’20-30대 

여성들이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화생활 콘텐츠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할 것이다’라는 가설1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콘텐츠의 인기도와 주변인 추천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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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콘텐츠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이 5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다는 응답이 26.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2를 검증하였다.  

문화생활 콘텐츠를 선택할 때 얻는 정보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날짜 및 시간, 후기, 평점, 장소, 추천인, 이미지 순서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문화생활 콘텐츠 내용의 회상은 63.75%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억의 한계와 회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4. 기록 의향 

 

그림 42 조사결과 - 기록 의향 

기록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82.5%가 기록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기록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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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이유로, 문화활동 내용과 감상을 기억하고 싶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록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정리해서 적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조사대상자의 50%가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생활을 기록 및 공유하고 싶어한다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보기좋게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3을 

검증하였다.  

 

5.2.5. SNS 공유 경험 

 

그림 43 조사결과 - SNS 공유 경험 

 SNS 공유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70%가 공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공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업로드 한 이유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혹은 공유하고 싶어서라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반면, 공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업로드 하지 않은 이유로, 45%이상이 SNS를 하지 않아서, 33%이상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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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기록하고 싶은 내용과 시점 

 

그림 44 조사결과 - 기록하고 싶은 내용과 시점 

문화생활 이후,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느낀감정, 

감상의견, 찍은 사진, 날짜 및 시간, 함게 한 사람, 장소, 키워드, 별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1,2위를 차지한 응답이 느낀 감정과 

감상의견임을 볼 때, 문화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내용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생활 이후, 기록하고 싶은 시점은 1일 이내가 67.5%를 

차지하였고, 1주일 이내가 3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의 최적 

시점은 1일 이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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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문화생활 기록 관리를 위한 시각화 

문화생활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시각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적용 범위인 ‘서적, 영화, 공연, 전시’의 항목과 그 하위 

분류에 대해 색상과 아이콘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그 체계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서적, 영화, 공연, 전시’는 고유의 색상을 부여하여 

구분하고, 그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고유의 아이콘을 부여하여 

구분한다. 

 

그림 45 문화생활 분류체계 디자인 

 

6.1.1. 색상 

주요 색채의 감성적 이미지는 공통되는 특징과 상징성을 

가진다. 63  본 연구의 적용 범위인 ‘서적, 영화, 공연, 전시’에 가장 

적합한 색상을 선택하는데  아래 표9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서적은 지적, 이지적, 지성의 이미지를 가진 파랑을 부여하고, 

영화는 흥분, 긴장감, 자극적, 정열의 이미지를 가진 빨강을 부여하고, 

공연은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신비, 예술의 이미지를 가진 보라를 

63 박연선, 송선아, "20대의 선호색 및 색채 이미지 조사 연구". 『한국색채학회』, 2014 , 28(3),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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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전시는 부드러움, 온화함, 낭만적, 행복의 이미지를 가진 

분홍을 부여하였다.64 

표 8 주요 색채의 특징과 상징 

 

   

6.1.2.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 

등 다양한 개체 사이에서 심리적 전달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언어적 

64 박옥련, 김은정. 『Color』. 서울: 형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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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되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시각커뮤니케이션이 대표적이다.65 

 

그림 46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시각을 통한 음성 및 언어의 이해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지각 인지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시각 

정보를 통한 의미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휴대전화의 발전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메시지를 대신하는 이모티콘, 아이콘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정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증대의 원인은 의미 전달의 

높은 효율성에 기인한다. 시각 정보를 통한 의미전달은 아래 표 10과 

같이 보편성, 전달의 속도, 전달의 양 측면에서 효율적이다.66 

표 9 시각 정보를 통한 의미전달의 효율성 

 

아이콘이란 어떤 생각이나 개념, 대상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상징이나 그림으로 된 기호 문자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아이콘은 이해가 

65 김성훈, 권동은, "스마트폰의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아이콘 조형요소 연구". 『디지

털디자인학회』, 2011, 11(3), pp291-300 
66 김성훈, 권동은, "스마트폰의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아이콘 조형요소 연구". 『디지

털디자인학회』, 2011, 11(3),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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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거나 어려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언어나 행위적 수단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한 직접적이 소통의 방식이며,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아이콘이라 하더라도 도식적인 표현을 통해 가진 

의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콘은 스마트폰의 

시각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며, 아이콘 특성의 효과적인 표현이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이콘은 

아래 표11과 같은 특성을 지니며,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시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다.67 

표 10 아이콘의 특성 

 

 

 결과적으로, ‘서적, 영화, 공연, 전시’ 항목에는 파랑, 빨강, 보라, 

분홍 계열의 고유 색상을 부여하고, 그 하위 분류에 대해 아래 

그림47과 같이 고유 아이콘을 디자인하였다. 서적 아이콘 12종(문학, 

자기계발, 인문/역사/문화, 경영/경제, 정치/사회, 종교, 

예술/건축/대중문화, 과학/기술/공학, 생활/요리/건강, 취미/실용/여행, 

어학/사전, 컴퓨터/IT), 영화 아이콘 8종(드라마, 멜로/로맨스, 코미디, 

액션/스릴러, SF, 호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공연 아이콘 

67 김성훈, 권동은, "스마트폰의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아이콘 조형요소 연구". 『디지

털디자인학회』, 2011, 11(3),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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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대중음악,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한국음악, 무용, 연극, 기타), 

전시 아이콘 8종(회화, 조각, 도예, 디자인, 사진, 미디어, 서예, 

기타)이다. 

 

그림 47 문화생활 분류체계 디자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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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UX 디자인 컨셉 

6.2.1. 서비스 컨셉 

전체적인 서비스 컨셉은 ‘My cultural life bits’로 모든 삶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장기 

프로젝트인 ‘My life bits’에서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모든 문화생활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본 연구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기록'이 가능한, 

라이프로깅을 기반으로 한 문화생활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천’과 ‘기록’이 서비스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된다. ‘추천’을 의미하는 큐레이션은 ‘Joy’로, ‘기록’을 의미하는 

라이프로깅은 ‘Log’로 명명하고, 이 둘의 합성어인 JOYLOG를 서비스 

명칭으로 한다. ‘Joy’에서는 콘텐츠 추천과 소셜네트워크, 결제 기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Log’에서는 정보기록과 분석, 기록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그림 48 서비스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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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동기부여에 대한 컨셉 

본 연구는 ‘JOYLOG’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동기부여에 대한 컨셉으로 ‘Nudge’와 ‘Drive3.0’을 

살펴보았다.  

넛지(Nudge)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68    

 

그림 49 넛지 

드라이브3.0(Drive3.0)은 21세기에 들어서 주목받는 동기3.0으로, 

즐거움에 기초하는 내재동기를 말한다. 이는 목적극대화를 위한 

동기이며, 비기계적 업무, 발견적 업무에서 주로 작용하는 동기이다. 

드라이브3.0에서는 외적보상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며, 보상을 

행동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유별난 연금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기준선이 충족된 후에는 당근과 채찍이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상이 있기에 흥미진진한 일이 지루한 

업무가 되고 놀이는 일이 되므로 보상은 내재동기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 사후적 보상, 

68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넛지』. 안진환(역). 서울: 웅진싱크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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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다.69 

 

그림 50 드라이브 3.0 

따라서, 동기부여 컨셉으로 ‘넛지 & 드라이브3.0’을 적절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넛지’에서는 부드러운 개입, 눈에 잘 뜨도록하는 

가시성, 적절한 디폴트 옵션 제공, 기준선 제공이라는 장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드라이브3.0’에서는 일의 즐거움 그 자체가 동기가 

되도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 제공, 사후적 보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체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51 동기부여 컨셉 

 

6.2.3. Design Language 

본 연구의 서비스의 범위는 ‘서적, 영화, 공연, 전시’ 네 가지로, 

각 분야별로 고유의 색상, 아이콘, 형태를 디자인 언어로 부여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52와 같이 ‘서적, 영화, 공연, 전시’ 분야별로 고유 

69 다니엘핑크, 『드라이브』. 김주환(역). 서울: 청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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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부여하였고, 각 분야별 하위항목은 아이콘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범위별로 각각 다른 point-edge가 있는 형태를 부여하여, 각각 다른 

point-edge는 카드를 인덱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Interface/Interaction 컨셉과도 연결된다.  

 

그림 52 Design Language 

 

6.2.4. Interface/Interaction 컨셉 

본 연구에서는 Vertex UI를 적용하고자 한다. 마치 서적, 영화, 

공연, 전시 카드가 섞여있을 때, 각 항목별로 부여된 하나의 모서리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컨셉이다. 아래 그림 53과 같이 사각형의 네 

모서리와 서비스 범위인 네 항목을 맵핑시켜, 항목별로 가지고 있는 

특정 모서리 부분이 해당 항목의 화면으로 전환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된다. 메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인 화면 활용이 가능한다. 항목별로 특정 모서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 학습을 통한 직관적인 화면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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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Interface / Interaction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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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작품제작 

6.3.1. Wireframe Sketch 

작품제작에 앞서, Wireframe Sketch를 통해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작품제작의 기초를 다졌다. 

 

그림 54 Wireframe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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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Menutree 

‘JOYLOG’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앞서 메뉴트리를 그림 56과 

같이 설계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골격은 아래 그림 5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서비스의 주된 축을 이루는 

‘JOY&LOG’ 부분과 Utility 성격을 가지는 ‘ME&SET’부분으로 

구성된다. ‘JOY&LOG’부분은 다시 ‘JOY’와 ‘LOG’로 ‘ME&SET 

부분은 다시 ‘ME’와 ‘SET’으로 나뉘어 진다. ‘JOY’는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JOY Card의 List View-Card View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LOG’는 콘텐츠 로깅 기능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JOY 

Card와 마찬가지로 LOG Card의 List View-Card View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ME’는 나의 페이지, 친구, 구매상품, 관심상품,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 SET’은 기본세팅, 프라이버시, 결제 ID, 

SNS 공유 세팅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5 주요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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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상세 Menu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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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Application Design 

‘JOYLOG’ 서비스는 문화생활의 가치를 높여줄 서비스를 

추구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기록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JOYLOG’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이 앱의 큰 골격인 ‘JOY’, ‘LOG’, 

‘ME’, ‘SET’의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며, 추가적으로 ‘POP-UP’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앞서,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실행시 

제공되는 ‘1st Setting’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1st Setting> 

 

 

그림 57 어플리케이션 시작 

그림 57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시작화면에서 보여지는 서비스의 

로고는 서비스의 범위인 ‘서적, 영화, 공연, 전시’를 상징하는 각각의 

형태와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의 명칭인 JOYLOG는 서비스의 

두 가지 축인 큐레이션을 나타내는 JOY와 라이프로깅을 나타내는 

LOG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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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1st Setting - Welcome 메시지 

그림 58은 어플리케이션의 최초 실행시 나타나는 Welcome 

메시지이다. JOYLOG 서비스가 다양한 문화생활을 선택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림 59 1st Setting - 기본정보 입력 

그림 59는 Welcome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기본정보 

입력화면이다.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이메일, 

휴대폰의 정보를 기입하고 나면, 초기 콘텐츠 추천에 기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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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게 된다. 

 

 

그림 60 1st Setting - 개인 취향 입력 

그림 60은 개인취향 입력화면이다. 기본정보 입력과 더불어 초기 

콘텐츠 추천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보이다. 서적, 영화, 공연, 전시의 

순서대로 사용자과 관심이 있는 하위메뉴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61 1st Setting - Privacy 항목 동의 

그림 61은 Privacy 항목 동의 화면이다. 위치정보 수집, 결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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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사진첩 및 연락처 접근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림 62 1st Setting - Vertex UI 설명 

그림 62는 어플리케이션의 최초실행시 나타나는 1st setting 

화면의 마지막 화면이다. 모든 입력과 동의를 마쳤고, JOYLOG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있는 Vertex UI를 설명해줌으로, 사용자에게 인터랙션을 학습시키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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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Section> 

 

 

그림 63 Joy section - List view 

그림 63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Joy card의 List view 화면이다. 

각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면, 각각 서적, 영화, 공연, 전시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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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Joy section - 추천방식 

그림 64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TODAY’ 항목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판매/예매 순위별 

추천방식을 취하고 있다. ‘TODAY’ 항목은 매일 추천내용이 바뀌게 

되어, 사용자는 별다른 검색없이 매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그림 65 Joy section - Card view 

그림 64는 Joy card의 Card view 화면이다. List view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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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ard 

view로 전환된다. 각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면, 각각 서적, 영화, 공연, 

전시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가 적용되어 있다.  

 

 

그림 66 Joy section - Card flipping 

그림 66은 Joy card의 Card view에서 카드를 Flipping하면 같은 

항목의 그 다음 Card를 이어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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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Joy section - Card 구성내용 

그림 67에서는 Joy card의 카드 구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 선택에 사용자가 고려하는 항목인 별점, 제목, 날짜, 장소, 가격, 

관심있는 친구, 느낀 감정, 감상, 관련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Joy 

card의 Card view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관심이 있으면 바로 

관심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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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Section> 

 

 

그림 68 JOY-LOG 전환 

그림 68은 Joy card의 List view에서 Log 버튼을 누르면 Log 

card로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다. Log card의 List view는 날짜 순서로 

정리되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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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Log section - List view 

그림 69는 기록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Log card의 List 

view이다. 각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면, 각각 서적, 영화, 공연, 전시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70 Log section – 카드자동생성 List view 

그림 70은 문화생활을 하고나면, 티켓예매/위치/시간날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으로 Log card가 생성되고, 생성된 카드는 List 

view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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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Log section - 카드자동생성 Card view 

그림 71은 자동생성된 Log card를 선택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Card view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카드는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2 Log section - 카드내용 추가기입 

그림 72는 자동생성된 Log card에 감정, 이미지, 감상, 별점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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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Log section - SNS 공유 

그림 73은 완성된 로그카드의 예시와 바로 SNS에 공유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74 Log section - 신규카드생성 

그림 74는 자동으로 태깅되지 않은 문화활동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여 신규카드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문화활동을 

했는지, 언제, 누구와 했는지를 입력하게 되면 List view에 신규카드가 

생성되고, 그 이후의 추가 정보는 자동생성된 로그카드 입력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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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그림 75 카드검색 및 전체카드 보기 

그림 75는 Log card의 List view에서 원하는 콘텐츠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All 버튼을 누르면 ‘서적, 영화, 공연, 

전시’의 모든 항목 Log card가 날짜 순서로 정렬되어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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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Log section - Card view 

그림 76은 Loy card의 Card view 화면이다. List view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ard 

view로 전환된다. 각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면, 각각 서적, 영화, 공연, 

전시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가 적용되어 있다.  

 

 

그림 77 Log section - Card flipping 

그림 77은 Loy card의 Card view에서 카드를 Flipping하면 같은 

항목의 그 다음 Card를 이어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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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Section> 

 

 

그림 78 JOY&LOG - ME&SET 화면 전환 

그림 78과 같이 JOY&LOG 화면에서 로고버튼을 누르면 

토글방식으로 ME&SET 화면으로 전환된다. ME&SET 화면에서 다시 

JOY&LOG 화면으로 전화하고 싶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로고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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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Me section 구성 

그림 79는 Me card가 나의 페이지, 친구리스트, 구매카드, 

관심카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각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면, 각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가 적용되어 있다. 

 

 

그림 80 Me section - 나의 페이지 - 통계 

그림 80과 같이 나의 페이지에서 나의 문화활동 기록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다. 가장 처음에는 이번달에 어떤 분야의 문화활동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로 한눈에 활동내역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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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림 81 Me section - 나의 페이지 - 통계상세 

그림 81과 같이 이번 달 문화활동 내역에서 각 분야별 부분을 

터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페이지에서 각 모서리를 

선택하면 각 분야별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 Me section - 나의 페이지 - 뱃지 

그림 82와 같이 통계부분을 스크롤하면 사용자가 받은 뱃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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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일정 횟수 이상의 활동을 하면 부여된다.  

 

 

그림 83 뱃지 디자인 

그림 83은 뱃지 디자인이다. 독서, 영화관람, 공연관람, 

전시관람에 대해 통산 횟수별로 뱃지가 부여된다. 

 

 

그림 84 Me section - 친구 

그림 84는 Me card의 친구 리스트이다. 친구 리스트에서 특정 

친구를 터치하면 친구 페이지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나의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친구의 문화활동 통계와 받은 뱃지를 확인할 수 있다. 

101 



 

그림 85 Me section - 구매카드 

그림 85와 같이 결제를 완료하고 문화생활이 예정되어있는 

카드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6 Me section - 관심카드 

그림 86과 같이 관심카드로 지정해놓은 카드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심카드 해제 및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102 



<SET Section> 

 

 

그림 87 ME - SET 전환 

그림 87은 Me card에서 Set 버튼을 누르면 Set card로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8 Set section 구성 

그림 88는 Set card가 Basic Setting, Privacy, Payment ID, SNS 

Sharing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각 모서리 부분을 

103 



터치하면, 각 항목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Vertext UI가 적용되어 있다. 

 

 

그림 89 Set section - Basic setting - Account info 

그림 89와 같이 Basic Setting의 Account Info에서는 App 초기 

실행시 입력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90 Set section - Basic setting - Interest 

그림 90과 같이 Basic Setting의 Interest에서는 App 초기 실행시 

입력했던 관심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104 



 

그림 91 Set section - Basic settin - Alarm 

그림 91과 같이 Basic Setting의 Alarm에서는 알림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림 92 Set section - Privacy 

그림 92와 같이 Privacy에서는 기록공개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on/off 가 가능하며,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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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Set section - Payment ID 

그림 93은 Payment ID에서는 관심항목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서점, 영화관, 공연 및 전시 티켓 예매 사이트와 연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4 Set section - SNS sharing 

그림 94는 SNS Sharing에서는 작성된 Log card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SNS 사이트와 연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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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그림 95 Pop up - Today Joy card 

그림 95와 같이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TODAY  Joy card를 

팝업메시지로 알려준다. 바로 관심카드로 지정하거나, 팝업메시지를 

누르면 Joy card 화면으로 넘어간다. 

 

107 



 

그림 96 Pop up - 구매카드 리마인드 

그림 96과 같이 구매한 JOYCARD에 대하여 문화활동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스케쥴 Reminder 팝업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림 97 Pop up - 로그카드 리마인드 

그림 97과 같이 문화활동 이후에 신규 로그카드가 생성됨을 

알려주고, 추가 정보를 잊지않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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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Pop up - 뱃지획득 

그림 98과 같이 각 분야별로 일정 횟수 이상의 문화활동을 했을 

때에 뱃지가 부여되면 Pop-up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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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작품 전시 

 

 

그림 99 전시 장면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 예술복합동 74동 우석갤러리 

전시기간 : 2015. 06. 15. – 2015. 06. 21. 

 

그림 99와 같이 작품 전시는 판넬전시와 영상상영으로 

진행하였고, 상기의 장소에서 7일간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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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전시> 

 

판넬은 1430x420mm 크기의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되었다.  

 

그림 100 판넬 – 좌측 부분 

판넬의 좌측 부분은 그림 100과 같이 연구 배경, 서비스 컨셉, 

사용자 여정맵, 서비스 매커니즘의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01 판넬 - 우측 부분 

판넬의 우측 부분은 그림 101과 같이 ‘JOYLOG’ 어플리케이션의 

메뉴트리와 UI 디자인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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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시> 

 

영상은 mp4포맷으로 총 6분 42초의 길이로 제작되었다.  

 

그림 102 영상 - 어플리케이션 설명 부분 

 

그림 103 영상 – 사용 시나리오 부분 

그림 102와 같이 ‘JOYLOG’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과 그림 103과 같이 사용 시나리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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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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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①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큐레이션 필요성이 

증가하고 ② 웹 2.0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역할이 축적과 공유에서 

분석과 추론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라이프로깅과 라이프트래킹이라는 

트렌드가 등장하였고 ③ 문화생활 인구 증가와 문화생활 기록 욕구 

증가, 문화생활 소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라이프로깅과 그것을 바탕으로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문화생활 소비과정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YLOG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 

'기록'과 '추천'이 가능한, 라이프로깅을 기반으로 한 문화생활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JOYLOG 서비스는 초기사용시 그림 99와 

같이 연령, 성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화생활 취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사용자는 추천된 콘텐츠를 구매하고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활동 정보를 자동적으로 태깅하여 자동기록을 

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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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서비스 매커니즘 - 초기사용 

 

이렇게 초기에 기록된 정보들이 조금씩 모이게 되면, 그림 104와 

같이 연령, 성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화생활 취향 정보에 이전 

문화활동 기록 정보가 더해저서 콘텐츠를 추천해주게 된다. 초기 

서비스보다 사용자 본인의 문화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게 되므로 큐레이션의 적합도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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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서비스 매커니즘 - 중기사용 

 

그 이후 서비스 이용이 거듭될수록, 문화활동 기록정보는 

증가하게 되고, 사용자 취향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05과 같이 기록이 증가할수록 사용자 취향에 더욱 적합한 콘텐츠 

추천이 가능하게 되며, 문화활동을 위한 정보탐색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기록된 정보들은 사용자의 기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SNS 공유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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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서비스 매커니즘 - 숙성기 사용 

  

결과적으로 그림 106과 같이 사용자의 기본정보와 ‘LOG’정보는 

‘JOY’정보의 밑바탕이 되며, ‘JOY’정보를 통해 행해지는 문화활동은 

다시 ‘LOG’ 정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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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서비스 매커니즘 - JOY와 LOG의 관계 

 

결론적으로, JOYLOG 서비스는 문화생활을 소비함에 있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더 나아가 기록해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탐색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문화생활 기록에 대한 재미와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해준다. 이러한 콘텐츠 추천과 

기록경험은  점점 더 여가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의 흐름속에서 

개인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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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연령 

① 15-19세  ② 20-24세  ③ 25-29세  ④ 30-34세        

⑤  35-39세    ⑥  40-49세    ⑦  50-59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직업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회사원  ④ 전문직  ⑤ 전업주부  

⑥ 개인사업  ⑦ 기타 

4.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문화생활 현황 

5. 일년에 문화생활 (책/영화/공연/전시)을 하는 평균 횟수는? 

① 1~4회  ② 5~9회  ③ 10~14회  ④ 15회~19회  

⑤ 20회~29회 ⑥ 30회~39회  ⑦ 40회~49회 ⑧ 50회 이상 

6. 한달에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① 전혀 없음  ② 5만원 미만  ③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④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⑤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⑥ 30만원 이상 

7. 문화생활을 위한 콘텐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당시 가장 인기있는 것   

②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   

③ 주변 사람들이 추천한 것  

④ 프로모션이 있어 가격이 저렴한 것   

⑤ 광고로 정보를 받은 것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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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생활을 위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① 블로그 등의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  

② 예매 시 티켓 웹사이트  

③ 주변사람 

④ 광고 

⑤ 기타 

9. 문화생활 콘텐츠 선택시 중요한 정보의 순위를 매기세요 

① 날짜, 시간  

② 장소  

③ 평점 (별점) 

④ 후기 

⑤ 추천한 사람 

⑥ 표지/포스터 이미지 

10. 문화생활 후, 시일이 지나 그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취하는 행동은? 

① 그냥 넘어간다 메모해둔 내용을 본다 

② 인터넷에서 요약 내용을 찾아본다 

③ 가족/친구/지인에게 물어본다 

④ 다시 본다 

⑤ 기타 

문화생활 기록 

11. 문화생활 이후 관련정보 및 감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나요? 

① 네 (11번으로) 

② 아니오 (1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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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록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내가 어떤 문화생활을 하는지 관리/확인하기 위해서  

② 문화활동 내용/감상을 기억하고 싶어서 

③ 다른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④ 기타 

13. 기록을 하고 싶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필요하지 않아서 

② 정리해서 적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③ 보기좋게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④ 기타 

14. SNS에 문화생활 내용을 업로드 해 본적이 있나요? 

① 네 (14번으로) 

② 아니오 (15번으로) 

15. SNS에 문화생활 내용을 업로드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① 업로드 자체가 재미있어서 

② 자랑하기 위해 

③ 문화생활 감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④ 나의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싶어서 

⑤ 다른사람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⑥ 기타 

 

16. SNS에 문화생활 내용을 업로드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① SNS를 하지 않아서 

② 재미있지 않아서 

③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④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어려워서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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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록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순위를 

매겨주세요) 

① 날짜, 시간  

② 장소  

③ 평점 (별점) 

④ 감상 의견  

⑤ 키워드  

⑥ 느낀 감정 

⑦ 함께 한 사람 

⑧ 문화생활 할 때 찍은 사진 

18. 문화생활 후 기록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문화생활 도중 

② 문화생활 직후 (~3시간 이내) 

③ 문화생활 당일 (1일 이내) 

④ 문화생활 이후 (1주일 이내) 

⑤ 문화생활 이후 (1달 이내)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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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era of big data has arrived to express the exponential growth 

and availability of data. As web 2.0 age came, users have interacted and 

collaborated with each other, creators as well as consumers. Thus, it has 

become a major background of rapid information growth. Among these 

changes, we can see the trends of 'life-logging' which records and uses data 

that related to daily activities. And we can see the increases in the needs for 

'data curation' as it became important for users to acquire valuable information. 

Also, the popularity of people who enjoy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 

of recording every moment of their life has been increasing. The research was 

synthesized regarding all these changes. So I could focus on the growth of 

opportunities in related area of culture, data curation, and life-loggin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a service design study for cultural 

activity curation through life-logging that is possible to record daily life and 

recommend personalized contents. As for the research procedure, first, I have 

analyzed various precedent and literature research regarding people's life style 

and cultural life status. Secondly, I approached a theoretical method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recording, life-logging, searching, and 

curation. Third, I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various examples of life-

loggings, curations, and cultural activity services. Lastl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females in twenties and thirties to know their cultural activity 

status and needs for recording and curation. 

 'JOYLOG' is a mobile application servi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 

cultural activity curation service that mainly targeted to female in twenties and 

thirties. The scope of JOYLOG service is defined as 'artainment', it means art 

and entertainment, including books, movies, performing arts, and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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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rvice automatically creates the records after users enjoy their cultural 

life. This service shows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log in visually with a 

systematic design. Also, this service helps users to choose and enjoy contents 

which are more fit to their lifestyle and interests by curation among tons of 

information and advertisements. In the design perspective, this service has the 

visually systematic features using color, icons, and shapes for specifying each 

category. Especially, shapes of each category connect to the function of 

interface which helps users to use screen effectively and intuitively. 

  In conclusion, this service will recommend more proper contents to 

users’ interests based on a log. The log automatically made by users’ cultural 

activities records, so users can save their time and cost. As a result, users 

would have pleasure for recording and using the log as a remember aid. I 

expect this kind of experience to help users to increase personal satisfaction of 

cultural life. 

 

Keyword : Life-logging, Curation, Cultural Activity, Service Design, 

Recording, Recommendation, Big Data 

Student Number : 2013-23293 

 

 

130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생활 
	2.1.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2.1.1. Care-recording 등장 
	2.1.2. 경험 추구자 
	2.1.3. 큐레이션 쇼핑 
	2.1.4. 여가생활 추구 

	2.2. 문화생활 현황 
	2.2.1. 문화생활 인구 증가 
	2.2.2. 여성이 좌우하는 문화시장 

	2.3. 문화생활 분류 
	2.3.1. 여가산업 정의 및 산업별 분류 
	2.3.2. 문화생활 분류 
	2.3.3. 문화생활 종류 


	제 3장. 기록과 라이프로깅, 정보탐색과 큐레이션의 이해 
	3.1. 기록 
	3.1.1. 기록의 정의 
	3.1.2. 기록의 종류와 구성 
	3.1.3. 기록의 중요성, 가치, 역할 
	3.1.4. 기록의 일생주기 

	3.2. 라이프로깅 
	3.2.1. 라이프로깅의 정의 
	3.2.2. 라이프로깅의 특성 
	3.2.3. 라이프로깅과 라이프트래킹 
	3.2.4. 라이프로깅의 현황 및 전망 

	3.3. 정보탐색 
	3.3.1. 정보탐색의 정의 
	3.3.2. 정보탐색의 과정 
	3.3.3. 정보의 원천 
	3.3.4.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큐레이션 
	3.4.1. 큐레이션의 정의 
	3.4.2. 큐레이션 방식의 종류 
	3.4.3. 큐레이션의 중요성 
	3.4.4. 큐레이션의 특징 및 활용분야 


	제 4장. 사례조사 
	4.1. 라이프로깅 서비스 사례 
	4.1.1. 나이키 퓨얼밴드(Nike Fuelband) 
	4.1.2. 포스퀘어(Foursquare) 
	4.1.3. 메모토(Memoto) 
	4.1.4. 아르고스(Argus) 
	4.1.5. 사가(Saga) 

	4.2.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 
	4.2.1. 핀터레스트(Pinterest) 
	4.2.2. 아마존(Amazon) 
	4.2.3. 넷플릭스(Netflix) 
	4.2.4. 오픈스카이(Opensky) 
	4.2.5. 팹닷컴(Fab.com) 

	4.3. 문화 서비스 사례 
	4.3.1. 교보문고 
	4.3.2. CGV 
	4.3.3. 인터파크 


	제 5장. 사용자 조사 및 분석 
	5.1. 조사대상 및 방법 
	5.1.1. 사용자 조사 계획 
	5.1.2. 사용자 조사 목적 
	5.1.3. 사용자 조사 내용 
	5.1.4. 사용자 조사 실시 

	5.2. 조사결과 분석 
	5.2.1. 기본정보 
	5.2.2. 문화생활 빈도 및 지출 
	5.2.3. 콘텐츠 선택 
	5.2.4. 기록 의향 
	5.2.5. SNS 공유 경험 
	5.2.6. 기록하고 싶은 내용과 시점 


	제 6장. 작품연구 
	6.1. 문화생활 기록 관리를 위한 시각화 
	6.1.1. 색상 
	6.1.2. 아이콘 

	6.2. UX 디자인 컨셉 
	6.2.1. 서비스 컨셉 
	6.2.2. 동기부여에 대한 컨셉 
	6.2.3. Design Language 
	6.2.4. Interface/Interaction 컨셉 

	6.3. 작품제작 
	6.3.1. Wireframe Sketch 
	6.3.2. Menutree 
	6.3.3. Application Design 
	6.3.4. 작품 전시 


	제 7장. 결론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