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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푸시 

알림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모습은 현대 정보 사회의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푸시알림을 대표적인 침투 

미디어 사례로 보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용의 요인별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구분하여 이들의 푸시알림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20~30대 남녀 52명의 이틀간의 스마트폰 푸시알림 기록이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푸시알림 기록은 스마트폰 스크린 캡쳐 기능을 통해 

알림 이미지를 기록하고, 다이어리를 작성토록 하여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푸시알림의 이용의 일반적 특징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주로 메신저, SNS와 같은 사회적인 속성의 

어플리케이션 알림을 많이 허용하고, 생산성, 게임/멀티미디어와 

같은 비사회적인 속성의 어플리케이션 알림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되는 알림이 가장 많았고, 생상성,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되는 알림이 가장 적었으며,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대에 

관계없이 푸시알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푸시알림 수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림을 수신 즉시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알림을 확인하며, 알림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용의 요인별 특징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알림 메시지의 응답 필요성과 자신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알림에 

반응하고,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장소와 상황에 따른 주의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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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사회적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알림을 확인하는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푸시알림을 보내는 어플리케이션 알림의 

가치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전달강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분류한 결과, 이용량에 따라 수신하고 있는 

알림의 종류와 알림 수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알림 사용양식도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을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와 관련 산업계에 알림 

이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침투 미디어, 스마트폰 푸시 알림, 알림 수용 모델, 

학   번 : 2010-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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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침투 미디어에 둘러 

쌓여 있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의 알림뿐만 아니라 

음식점/카페의 영상호출기와 길거리광고(Digital Signage) 등 

사용자의 의식을 자동적으로 일깨워주는 침투형 매체들이 그것이다.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은 <재매개 

Remediation>에서 <와이어드 Wired> 잡지 내용을 인용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수렴 방식이 될 수 있는 푸시 테크놀로지를 

설명한다. 이용자는 인터넷 상의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의 흐름을 

보며 세계의 어떤 부분을 모니터 할지 결정하고, 또는 반대로 

다양한 흐름이 이용자를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경험의 

수렴에 대해 흔히 하는 말이 ‘푸시 미디어(Push Media)’ 이다.  

 

“당신이 웹을 클릭하여 끌어들이는 것(Pull)과 반대로 콘텐트가 

당신에게 푸시 된다. 푸시는 친절하고 눈앞에 보여주며 

주기적으로 배경으로 제시되거나 항상 떠 있다…푸시 미디어는 

당신의 데스크톱에, 당신의 전자우편 속에, 당신의 페이저를 통해 

자동으로 도착한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켤 필요가 없으며, 단지 

끌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푸시 미디어는 ‘항상 켜 있다.’ 

그리고 화면 뒤에 인간 에이전트가 있어, 콘텐트를 항상 표적 

대상에 맞추기 위해, 항상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그리고 항상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한다(Bolter & Grusin, 

1999: p272).” 

역사적으로 알림은 사용자에게 사건(event)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확산되어 사용되었다. 알림은 

무선호출기, 휴대전화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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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알림은 컴퓨터와 웹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경고, 업데이트 알림, 이메일(email) 수신알림, RSS①  등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3G 이동통신, 무선랜 등 무선 통신 

인프라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편재적인(Ubiquitous) 통신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채널(Channel)로 기능하게 되었고(Jacobs, 

2005), 알림의 활용은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News, SNS(Social 

Network Service), SNG(Social Network Game)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푸시알림(Push-Notification)’ 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은 현대 정보사회의 일상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별도의 인지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사건 발생 또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푸시알림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정보의 양과 빈도가 늘어나면서 푸시알림이 

방해 또는 간섭이 된다고 느끼며, 푸시알림을 귀찮게 여기기도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푸시알림이 자주 오는 어플리케이션의 알림 

기능을 꺼놓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삭제해 버리기도 

한다(엄형준, 2012).  

이렇듯 상당히 오랜 시간 보편화되어 사용된 알림은 학문적, 

산업적으로 연구되고 개선돼야 할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①
 RSS 는 Rich Site Summary (RDF Site Summary or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줄임말로 블로그, 뉴스, 기업정보, 사이트 공지사항, 

취업정보, 쇼핑정보등과 같이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보다 쉽게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맷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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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알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알림의 

방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이다. 첫 번째 방향의 연구로는 PC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알림에 기반한 광고 효과를 측정한 것들이 

있다(변시우 & 변상은, 2002; 최형인, 2006; 김진아, 2011). 두 

번째 방향의 연구들은 기술공학적인 관점과 사회과학적인 관점의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알림에 관한 

연구는 간섭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의 위치와 상황 등의 

맥락을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알림이 조절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Ho & Intille, 2005; 

Wojciechowski, 2007; Wnag, Grather & Prinz, 2007).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알림에 관한 연구는 알림을 수용할 때 

이용자들의 반응을 측정하고, 알림 수신 시 간섭을 일으키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알림 연구들은 PC 이용 상황에서 수신되는 알림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모바일 디바이스 알림에 대한 

연구들도 알림의 종류가 한정적 이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다양한 종류의 푸시알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알림 이용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이 설문지 

또는 실험실 상황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실제 알림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림을 실증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표적인 침투 미디어로 대변될 수 있는 

스마트폰 푸시알림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련 개념과 수용 

요인을 정리하고,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의 알림 이용행태를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행태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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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2.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수용 요인별 특징을 파악한다. 

3.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이용 유형별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스크린 캡처(Screen Capture)기능을 활용하여 

알림 이미지를 기록하고, 알림 다이어리를 작성토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틀간 푸시알림 기록을 수집하였다. 또한 알림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웹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푸시알림 이용과 관련된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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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스마트폰 푸시알림 
 

 

1. 알림의 정의 및 발전 

 

알림(Notification)은 ‘비일반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자에게 

이를 신호로서 알려주는 것’ 이다(Us, Jensen, Lind, & Jorgensen, 

2011). 여기서 신호적이란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주거나 주의를 집

중시키거나 새로운 공지를 주는 것이며, 이것은 위험, 기능의 중단, 

에러상황, 기대치 않은 이벤트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어스 등(Us, 

Jensen, Lind, & Jorgensen, 2011)은 알림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

칙을 제언하는 연구에서 알림을 목표성취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상태를 신호적으로 알려주어 운영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라 정

의한다.  

알림은 새로운 정보를 동기적으로 알려주어 사용자의 응답을 이끌

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푸시(Push)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푸시란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었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

는 테크놀로지를 의미한다(Lepori, Cantoni & Mazza, 2001). 사용

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알림을 수신하게 되며, 스

팽글러(Spangler, 1997)는 이를 ‘정보가 당신을 찾아간다

(Information finds you)’ 라고 표현하였다.  

알림은 PC와 웹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그 사용이 다양하게 확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PC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사용

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알림 메시지를 시각적, 청각

적 단서를 사용하여 스크린 위로 전달한다. 이메일, 일정관리,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 보안경고,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의 형태 등 알림

의 종류는 다양하다(Paul, Komlodi & Lutters, 2011).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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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의 알림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에 적용되었고, 이는 ‘푸시알림 서비스(push-notifiacation 

Service)’ 로 불리게 되었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신했을 때 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1). 

스마트폰에서 알림 서비스는 림(RIM)사의 블랙베리(Blackberry)에

서 새로운 메일이 올 때 이를 디바이스로 알려주었던 서비스에서 

출발하였다. “블랙베리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동기적 푸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았다(Kellabyte, 

2011).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에서 윈도우 모바일로 이

메일을 전달하는 기술을 제공하였고, 애플(Apple)사가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로 불리우는 푸시기술을 

개발하면서 스마토폰으로 제공되는 알림의 범위를 확장하고 디바이

스간 통합된 알림환경을 구축하였다(민재열, 2010).  

스마트폰 푸시알림은 스마트폰 이용자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

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인지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수십 개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중 후 순위 화면으로 밀려난 어플리케이션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다(이정환, 2010).  

이렇듯 알림은 통신기술, 웹기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의 결합으

로 원래의 기능과 목적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적용범위와 전달방식 

역시 다양화 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 푸시(Push) 와 풀(Pull) 방식 비교 

 

알림은 푸시 방식으로 전달된다. 전통적으로 푸시 방식은 

풀(Pull) 방식과 비교되어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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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Pull 과 Push 커뮤니케이션 모델 (Hauswirth & Jazayer, 1999) 

 

하스워스와 아제어리(Hauswirth & Jazayeri, 1999)는 <그림1> 과 

같이 푸시 방식과 풀 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

션 모델로서 설명한다. 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는 정보 수신 

과정에서 나타난다. 

풀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발신자의 정보 전송에 관계없이 정보 수신

자가 정기적으로 정보의 원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정보 수신에 대

한 주도권이 수신자에게 있다. 이와는 달리 푸시 커뮤니케이션 모델

은 정보의 발신자가 정보 수신자에게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정기적

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정보 수신에 대한 주도권이 발신자에게 있

는 것이다.  

유바와 라쿠마(Juvva & Rajkumar, 1999)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시

스템에 대한 커뮤니테이션 모델에서 동기화된 커뮤니케이션

(Synchronous Communications)과 비동기화된 커뮤니케이션

(Asynchronous Communications)으로서 푸시(Push) 방식과 풀

(Pull) 방식을 각각의 예로 들었다. 이들은 푸시 방식과 풀 방식의 

차이점을 정보 수신, 발신의 횟수와 시간차이로 설명한다. 풀 방식

은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횟수와 시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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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만 푸시 방식은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같은 횟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푸시 방식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푸시 방식에 

근접한 최초의 시스템은 넷스케이프 네비케이터(Netscape 

Navigator) 1.1의 다이나믹 다큐먼트(Dynamic document) 개념에 

의해 1992년 소개되었다(Netscape, 1995). 이 시스템의 기본 아

이디어는 서버가 주고(Push) 고객이 당기는(Pull) 방식이었다. 이

후 푸시 방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 활

용되었다. 사내정보시스템 (Intra-company employee information 

system)은 많은 회사 관리자들이 조직의 새로운 소식을 조직원들

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업에서는 조직관리가 가장 중

요하고 어려운 업무가 되었고, 푸시 방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형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제조회사의 전자 관리 매뉴얼(Electronic 

maintenance manuals)도 푸시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현장에서 제품을 수리, 보수하는 직원들

을 위해 최신의 제품 매뉴얼에 관한 정보를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

는 채널을 제공하며,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채널의 정보를 선택적

으로 수신한다. 주식시세 시스템(Stock ticker system) 역시 가장 

기본적인 푸시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Hauswirth & Jazayeri, 1999).  

푸시 시스템 사용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푸시 방식은 사용자가 새로

운 정보에 즉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풀 방식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정보 생산

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즉시

적인 정보수신은 곧 푸시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푸시 방식으로 전

달되는 정보들은 스팸(spamming)이 되기도 하며, 사용자들에게 불

필요한 간섭(Interruption)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Frankl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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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미디어와 푸시알림의 결합 

 

이재현(2004)은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에서 모바일 미

디어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 처리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고안되어, 독특

한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멀티

미디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미디어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

인 시간적 제약성을 극복하고 편재성(ubiquity)에 대한 욕망을 실현

시켜 주는 ‘동시성의 미디어(media of simultaneity)’이며, ‘독

특한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이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상호작용 모델과 

같이 ‘인간-상호작용’과 ‘기계-상호작용’ 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Hoffman & NoVak, 1996). 인간-상호작용은 대화에 의한 상호작

용과 메시지 전송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메시지 

전송에 의한 인간-상호작용에는 전자우면, SMS, MMS,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인간-콘텐츠 상호작용에는 브라우징, 

다운로드, 스트리밍, 푸시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계 상호

작용은 모바일 미디어가 대인 미디어에서 멀티미디어로 발전되어 

가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재현, 2004:P21-24). 

또한 이재현은 모바일 미디어 사용이 갖는 의미를 시간성과 공간성

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와 그에 따른 푸시알

림 서비스의 확대는 기존의 모바일 미디어가 갖는 시간성과 공간성

에 대한 함의를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미디어의 시간성  

모바일 미디어는 공적 시간과 사적 시간 사이의 시간적 경계를 재

조정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시키거나 상호 침투하게 한

다(Caporael & Xie, 2003). 이런 경향은 편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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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 이후 공간적 확장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시간

에 대한 통제’ 욕구, 즉 동시적 커뮤니케이션과 즉각적인 업무조정

의 필요성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deGournay & Smoreda, 

2002). 

조레기베리(Jaurèguiberry, 2000)는 모바일 미디어의 시간성이 갖

는 특징을 두 가지 경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모바일 미디어와 같은 통신수단이나 기술을 활용

하여 연속되는 시점을 임의로 배열하거나 사회적 행위의 순서를 뒤

바꿈으로써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중시간(double time)”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일상활동을 하는 시간에 모바

일 미디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회적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함으로

써 물리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중첩,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현(2004)은 모바일 미디어가 시간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망과 이를 위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욕구에 부

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현대인들에게 불확실성은 기회를 제공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기회를 놓

치지 않으려면 항상 접속되어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

션 채널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의 모바일폰과 비교했을 때, 수 많은 어플리케이

션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연결 가능한 커뮤니

케이션 채널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플리

케이션마다 적용된 푸시알림 서비스는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변화여부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모바일 미디

어가 갖는 시간에 대한 통제욕구와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 강

화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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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디어의 공간성 

모바일 미디어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거

나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공간에서 모바일 미디어를 사

용함으로써 남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자신만의 공간을 가상적으로 

분할하여 공간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링(Ling, 1999a)는 이를 ‘가

상적 커튼(fictive curtains)’이라 제시하였다. 개인적 공간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가까운 가족, 이성

친구에게 허용되는 ‘친근한 영역(intimate zone)’에서부터 가족, 친

구에게 허용되는 ‘개인적 영역(personal zone)’,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사교적 영역(social zone)’, 마지막으로 

강의실과 같은 공간인 ‘공적 영역(public zone)’ 의 순이다(Edward 

T. Hall, 1966; Love, 2001). 이러한 개인적 공간은 모바일 미디어 

사용으로 침범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푸시알림은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발신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

적 공간을 항시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미디어는 공간적으로 어떤 미디어보다 원격현전

(Presence)감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미디어이다. 스토이어

(Steuer, 1992)는 원격현전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어떤 환

경 속에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

각이라 정의한다. 그는 현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메시지의 생동감

(vividness)와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뽑는다. 

이는 다시 하위 요인들로 구분되어 생동감은 폭(breadth)과 깊이

(depth)로 결정된다. 여기서 폭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감각차원들의 수이고, 깊이는 이미지, 사운드의 질

과 같은 해상도를 말한다. 상호작용성은 매개된 환경의 형태와 내용

을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상호작용

성은 속도(speed), 범위(range), 맵핑(mapping)으로 나누어진다. 

속도는 입력된 것이 매개 환경에 흡수되는 빠르기의 정도, 범위는 

매개된 환경의 수와 한 시점에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변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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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맵핑은 통제내용을 매개 환경 속의 변화로 위치 지우는 시

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  

모바일 미디어의 공간성과 관련하여 정보의 항시적인 이용가능성과 

원격현전에 의해 “이동성의 패러독스(Paradox of mobility)” 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모바

일 미디어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

이게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소에 다가가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버릴레오(Virilio, 2000)는 “떠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도착

한다”고 표현하며 이를 ‘전사회적 정주성으로의 전환’ 이라 규정한

다(이재현, 2004: p103).  

스마트폰 푸시알림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채널, 즉 어플리케

이션의 변화여부를 알려준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푸시알림을 받음

으로써 사람, 또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과의 즉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 역시 다양화되었

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현전감을 더욱 증진시키며,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테크놀로지라 볼 수 있다.   

 

 

제 2 절 알림 수용에 관한 연구 
 

 

1. 알림의 가치와 간섭 

 

  알림은 동시적이며 자동적으로 사건의 발생 또는 변화여부를 알

려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

공해주고, 데이터를 적절한 시간에 전달해주며, 중요한 이벤트 발생

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Warnock et al, 2011). 하지만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시적, 침투적으로 수신되는 알림은 현

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섭(Interruption)을 유발하게 되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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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수 십번씩 수신되는 알림은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

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Fisher, Greenhalgh & Benford, 2010). 인

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HCI)에서 이러한 간섭은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연구 되어져 왔다(McFarlane, 1998). 따라서 초기의 알

림 연구들은 주로 알림이 주는 간섭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코라지오(Coragio,1990)는 간섭을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지적인 집중의 상태를 깨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 

으로 정의하고, 간섭의 길이와 빈도가 일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측정하였다. 헤스와 디트웰러는(Hess & 

Detweiler, 1994)는 간섭을 ‘인지적인 행동 방해감’ 으로 정의하고, 

알림으로 인한 간섭을 살펴보기 위해 알림의 정확도와 이용자의 

반응시간을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헛슨과 그의 

동료들은(Hudson et al, 2003)은 간섭을 ‘간섭에 대한 인지된 

부담감’ 으로 정의하며, 알림으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는 간섭의 

정도를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하였다.  

알림이 주는 간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알림 수신이 잦은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상황에서 관찰되었고, 따라서 알림이 주는 

가치와 간섭을 성과와 연결시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베일리와 콘스탄은(Bailey & Konstan, 2006)은 간섭이 업무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PC 작업 시, 주변적인 업무가 갑자기 

주어졌을 때, 주 업무의 수행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갑작스런 주변 업무를 해결해야 할 때 주 업무를 완수하는데 더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업무에 대한 오류가 증가하였으며, 더 많은 

짜증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잦은 인스턴트 메시지 알

림이 기억력과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비

슷하다(Cutrell, Czerwinski & Horvitz, 2000). 이발과 호비츠

(Iqbal & Horvitz, 2010)는 알림이 인지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방해와 간섭이라는 비용을 일으킴을 지적하며, 업무 상황에서 이메

일 알림의 여부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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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이들은 이주일 동안 이메일 알림을 끄거나 혹은 켜고 지

내도록 하여 이메일 접속빈도와 업무의 간섭정도를 로그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였다. 이메일 알림의 유무는 접속빈도와 업무

성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사용자들은 정보의 빠른 인

지를 위해 알림으로 인한 일의 중단과 간섭을 어느 정도는 용인한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알림에 대한 연구들은 알림으로 인한 간섭을 줄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 또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트리프커크 등(Streefkerk, Bussemakers & Neerincx, 2007)은 

원하지 않는 알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업무량과 

업무상황을 고려한 알림 시스템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제안하고, 업

무상황에 적합한 알림 시스템이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

였다. 국내에서도 메시지와 장소 인식 기술을 통해 근처에 있는 친

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푸시 알림 서비스를 제안한 연구(장래영, 이

민규, 조준희 & 한동수, 2010), 또는 무선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

로 이동정보를 인지하여 스마트폰 알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김령, 윤재열, & 김응모, 2011)등 효율적인 알림 시스템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2. 알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알림이 주는 가치와 간섭은 알림이 왔을 때 알림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결정짓는다. 알림이 주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림이 주

는 간섭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전의 알림에 관

한 연구들은 알림의 가치와 간섭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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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알림 수용 모델 (Vastenburg, Keyson & Ridder, 2009) 

 

베스텐버그 등(Vastenburg, Keyson & Ridder, 2009)은 집안에서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험상황에서 측정한 연구에

서 알림 수용 모델을 <그림2>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알림 

수용에는 가치(value)와 함께 비용(cost), 즉 간섭이 따른다. 비용

을 결정짓는 것은 알림을 인지했을 때의 주의수준과 알림이 표현되

는 전달방식이다.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메시지의 긴급성으로 이는 

메시지, 사용자, 그리고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메시지의 긴급

성은 다시 전달방식에 영향을 주어 비용에 영향을 준다. 즉 전달방

식, 메시지, 사용자, 그리고 맥락은 알림의 수용을 결정짓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들의 연구는 실험의 주제가 집안에서의 알림 시스템으로 한정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제안한 알림 수용 모델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알림 수용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알림 수용을 결정짓는 요인과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제

안한 알림 수용 요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요인으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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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맥락, 전달방식을 선택하고, 각각의 요인에 따른 알림 수용

을 관찰한 이전의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메시지 요인 

  

  케이스(Case, 2002)는 <정보추구행태론 Looking for 

Information>에서 메시지의 수용, 또는 정보의 수용과 관련된 초기

의 연구들을 통해 사람들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원인

으로서 선택성을 설명한다.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같

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정보의 입수가 반드시 

태도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어스와 프리드먼은

(Sears & Freedman, 1967)은 사람들은 정보의 유용성이 매우 높

거나, 이미 그 주제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에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선택적 노출이 보편적이라

는 점을 주시하였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부에 대해 즉각적이며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그만두게 된

다. 사람들은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들 중 단지 일부분만을 선택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과 단순히 ‘알면 좋은 것’ 사이에 차이를 둔다

(Paisley, 1993). 정보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메시지가 

갖는 특징은 알림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푸시알림을 이용해 전달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화되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또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을 선택적으로 허용 또는 차

단하며 사용한다.   

노먼 등(Norman, Fabien & Oh, 2005)은 캠퍼스라이프를 효율적으

로 만들어 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는 연구에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알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짐을 증명하였다. 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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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 공연에 대한 정보, 채용 관련 상담에 대한 정보의 경

우는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나 지역날씨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받길 원했다. 

또한 PC에서의 알림 서비스 경험에 대해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Paul, Komlodi & Lutters, 2011) 알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반응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메시지의 내용 또는 발신자의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즉, 페이스북이나 메일과 같

이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 알림들이 보안경고나 업데이트와 같이 비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 알림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결과를 알림 경험을 한 단어로 묘사하는(One-Word-

Response)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베스텐버그 등

(Vastenburg, Keyson & Ridder,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 

특성에 따른 알림 수용은 크게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정도

(engagement)와 메시지의 긴급성(urgency)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메시지가 가진 다양한 속성

의 차이는 알림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택과 반응,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Vastenburg, Keyson & Ridder, 2009).  

 

2-2. 맥락 요인  

 

  알림이 수신될 때, 사용자가 처해 있는 장소, 또는 상황과 같은 

맥락 특징 역시 알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

다. 사용자가 처해있는 맥락에 따라 알림이 일으키는 간섭의 정도는 

달라지며, 맥락을 고려한 알림 시스템은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McCrickard et al, 2003). 업무환경에서 PC 알림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업무량이 많거나 적은 상황에 따라 알림 수용과 

업무성과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들은 활동적인(active), 또는 비

활동적인(inactive) 맥락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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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알림을 조절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Streefkerk et al, 2007; Wang et al, 2007).  

맥락에 따른 알림 수용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알림 서비스가 확대되

면서 그 연구 범위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디

바이스의 이동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림으로 인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모바일 알림에 관한 연구들은 

알림으로 인한 간섭을 사용자가 처한 맥락에 따라 살펴보기 위한 

하위 요인으로 장소와 상황에 따른 알림 수용을 비교한다. 예를 들

어 홉트(Hofte, 2007)는 모바일 디바이스 알림으로 인해 일어나는 

간섭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서 각기 다른 맥락 상황에서 전화 알림

이 울렸을 때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을 로그데이터와 설

문을 통해 측정하였고, 각각의 맥락에 따라 전화 수신에 대한 반응

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맥락은 전화

가 왔을 때 사용자가 위치한 장소, 장소 안에서의 위치,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칸과 쉴리(Kern 

& Schiele, 2006)의 연구에서 위치와 상황, 사회적 상황을 복합적

으로 구성하여 각기 다른 94개의 맥락에 따른 알림 수용을 살펴보

았고, 베스텐버그(Vastenburg, Keyson & Ridder, 2008)의 연구에

서는 주의집중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여 알

림 수용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장소와 상황에 따른 ‘주의집중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알림이 주는 간섭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말해준다.  

 

2-3. 전달방식(인터페이스) 요인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스템은 일상의 매 활동 안에 끼어들어 있

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점점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중심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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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고요(calm)’ 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나았다

(Weiser & Brown, 1997). 알림이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

하면서 사용자들은 알림의 전달강도가 조절되길 원한다. 알림 시스

템에서 주변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정보들은 덜 방해하는 형태가 되

어야 하고, 중심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정보들은 강하게 전달되길 기

대한다(Maglio & Campbell, 2000; McCrickard & Chewar, 2003). 

알림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알림을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에 따라 알림에 대한 인지와 간섭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덴트지 등

(Dantzich et al, 2002)은 메시지의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인 알림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에서 알림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알림을 경고알림, 업무알림, 스케줄알림, 이메일알림 등으로 나누어 

중요도에 따라 알림이 표현되는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

는 통합 요약 알림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종류뿐

만 아니라 메시지의 긴급도와 상황에 따라 알림메시지의 전달형태

를 소리, 램프, 무음의 3가지 형태로 달리 조절하는 것이 알림의 가

치와 간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과적이다(Streefkerk, 

Bussemakers & Neerincx, 2007). 잦은 모바일폰 알림이 방해감을 

줄이고, 시각적 알림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알림의 전

달방식을 청각적인 음색으로 다양화시켜 어플리케이션 별 알림을 

구분할 수 있는 이어콘(earcon) 알림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

다(Garzonis et al,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알림을 수용하는데 있어 전달방식의 차이가 알림

의 인지와 간섭에 영향을 미침을 명시하며, 메시지의 종류와 맥락특

성에 따라 적합한 알림 인터페이스가 적용 해야함을 보여준다.  

 

2-4. 이용자 요인 

 

앞서 설명한 알림 수용 모델에서 주장하듯 이용자에 따라서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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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르며, 이는 알림 수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Solingen, Berghout & Latum, 

1998; Ho & Intille, 2005). 알림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평소에 알

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경험의 축적

은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McFarlane, 1999; Siewiorek et al, 

2003). 이용자들의 알림 수용 가능성은 이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알림 수용 패턴에 의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용자 요인에 따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살펴본 이전의 연구들은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서 이용량을 사용하여 유형

별 미디어 이용행태를 알아보았다.  

노주희(2007)는 MMORPG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구분하고, 이들의 게임 인터페이스 선호도를 비교하

였다. 미디어 신뢰도에 관한 하승태와 이정교(2011)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구분하고, 이용량에 따라 미디어 신

뢰도가 향상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인호(2012)는 스마

트폰과 스마트패드 간 이용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어플리케이션 

종류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용량을 토대로 미디어 메트릭스 이

론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용자에 따른 미디어 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분류하고, 이용자 유형에 따른 이

용행태를 비교하였다. 스마트폰 푸시알림을 사용하는 이용자 역시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알림 수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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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 연구 문제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푸시알림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바

탕으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행태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다각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1.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1>에서는 먼저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

인 통계량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폰 푸시알림 설정을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몇 %의 비율로 알림을 허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신의 빈도를 살펴본다. 각각의 알림을 

시간대와 어플리케이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셋째, 

스마트폰 푸시알림에 대한 수용 반응을 살펴본다. 수용 반응은 알림 

확인 시간, 알림에 대한 반응, 알림에 대한 가치 평가로 선정하고, 

각각의 알림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용 반응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은 수용 요인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2>에서는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따라 알림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첫째, 메시지 요

인에 따라 알림에 대한 반응과 알림에 대한 가치 평가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본다. 둘째, 맥락 요인에 따라 알림 확인 시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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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요인과 맥락 요인에 따라 인터

페이스를 다르게 조절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알림 수용 

요인에 따른 알림 이용의 특징을 연구한다.   

 

연구문제3.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은 이용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3>에서는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롤 유형화 시키고, 각각의 이용 유형에 

따른 알림 이용의 특징을 살펴본다. 푸시알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간 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 종류와 알림 수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유형별 알림 사용 양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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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연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결과 분석을 위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푸시알림 수용 요인의 분류기준과 수용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메시지 분류 

 

어플리케이션 별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스마트폰 푸시알림의 

특징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신하는 알림 메시지의 내용이 

비슷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메시지 분류체계는 어플리케

이션 분류체계를 따른다.  

 

 표1. 어플리케이션 분류체계 

분류 체계 어플리케이션 종류 및 설명 

문자 단문 메시지 서비스 

메신저 인스턴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메일 개인 메일 연동 어플리케이션 

SNS 온라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문화 
금융, 쇼핑, 교통, 뉴스, 음식점, 영화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 

게임/멀티미디어 
게임, 킬링타임,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관련 어플리케이션 

생산성 
비즈니스, 일정관리, 시간관리, 문서, 저장&공유, 메모 

관련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기기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어플리케이션 마켓, 보안 

관련 어플리케이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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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분류체계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식(Falaki et al., 2010; Rahmati et al., 2011; 

박현규, 2012)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푸시알림 메시

지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속해 

있는 어플리케이션 간 하위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를 문자, 메신저, 메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의 사용되는 메시지 분류체계는 <표1>과 같다. 

 

2. 맥락 분류  

 

  이 연구에서 맥락은 장소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장소와 상

황의 하위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장소 분류 체계  

한국 인터넷 진흥원(2010)에서는 장소를 ‘이동중 교통수단, 실외장

소, 가정, 직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학교/학원, 기타 교육시설’ 로 

구분한다. 맥락간 알림 수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집, 회사 그리고 이동 중’ 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Hofte, 2007). 

황주성, 이재현, 이나경(2010)의 모바일 인터넷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소를 3가지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집은 1공간을 의미하며, 회사와 

학교는 2공간을 의미한다. 3공간에는 이동 중 교통수단, 대기 시설, 

상업 시설, 공공편의시설 공간이 포함된다(조인호, 2012).  

이 연구에서 장소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장소분류와 본 실험 전 

실시된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2>와 같이 ‘집, 회사 및 

학교, 이동 중 교통수단, 상업시설, 공공편의시설’ 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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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소 분류체계   

 

행동 분류 체계  

한국 인터넷 진흥원(2011)에서는 행동을 ‘무언가를 기다릴 때, 차

량 이동 중에, 휴식/점심시간, 잠자리, 업무/수업, 친구/가족과 함께 

있을 때, 쇼핑/심부름, TV시청 시’ 등으로 구분한다. 상황적 맥락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본 이전의 선행 연구(황용석, 2004; 

조인호, 2012)에서는 행동을 ‘식사/간식, 일, 학습, 교제, 취미/여가, 

휴식, 이동, 수면,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상황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행동분류와 본 실험 전 

실시된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일, 식사/간식, 이동 

중, 친구/가족과 교제 중, 취미/여가, 미디어 사용 중, 휴식, 수면’ 

으로 나눈다. 

 

 

3. 전달방식(인터페이스)분류  

 

이 연구에서 스마트폰 푸시알림 전달방식은 현재 스마트폰이 푸

시알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청각적 인터페이스를 기

초로 그 강도를 구분한다.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사용되

고 있는 ios와 Android에서의 상이한 푸시알림 인터페이스를 통합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소리/진동’의 유무와 ‘시각적 인터페이스’의 

장소분류 실제 적용 예시 

집 집, 기숙사, 숙소 등 

회사 및 학교 회사,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이동 중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자동차, 운전 등 

상업시설 백화점, 마트, 식당, 외식, 카페, 술집 등 

공공편의시설 도서관, 영화관, 전시관, 경기장, 공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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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라 <표3>과 같이 4가지 형태로 푸시알림 전달방식을 통

합하여 구분하였다. 시각적 자극보다 청각, 촉각적 자극에 의한 알

림 인식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소리/진동이 있는 경우를 강한 전달강

도로, 소리/진동이 없는 경우를 약한 전달강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표 3. 인터페이스 분류체계 

 인터페이스 분류 

종류 
소리/진동 

+팝업형 

소리/진동 

+배너/아이콘 
팝업형 배너/아이콘 

설명 

알림도착 시, 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며, 스마트폰 

스크린에 

팝업형태로 알림이 

뜨는 형태 

알림도착 시, 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며, 스마트폰 

스크린 상단에 

배너형태로 알림이 

나타나거나,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여부를 

아이콘 또는숫자로 

알려주는 형태 

알림도착 시, 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지 않으며, 

스크린에 

팝업형태로 알림이 

뜨는 형태 

알림도착 시, 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지 

않으며, 스마트폰 

스크린 상단에 

배너형태로 알림이 

나타나거나,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여부를 아이콘 

또는 숫자로 

알려주는 형태 

예시 

 

 

 

 

 

 

 

 

 

 

 

 

전달 

강도 

 

강함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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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알림 도착 시, 스마트폰 스크린 중앙에 알림 메시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팝업형 알림 인터페이스를 강한 전달강도로, 알림 메시지

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배너형 알림 인터페이스와, 새로

운 알림 메시지 개수만을 알려주는 아이콘형 알림 인터페이스를 상

대적으로 약한 전달강도로 설정하였다. 

 

 

4. 이용자 분류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유형

화시킨다.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유형화시킨 연구에서는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유저(heavy-user)와 라

이트유저(light-user)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

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장세훈, 2005; Campbell et al, 2007; Bina  

& Giaglis, 2007).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이용자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헤비유저(heavy-user)

와 라이트유저(light-user)로 유형화시키고, 이용자 유형에 따른 알

림 이용행태를 비교한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은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중 푸시알림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비율과 

실험 참여 기간 중 실제로 수신되는 푸시알림의 개수를 통해 구분

한다.  

 

 

5. 알림 수용 변인 

 

알림 수용 변인   

이전의 알림 관련 선행연구에서 알림 수용을 관찰하고, 이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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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착했을 때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 또는 인지적인 사고와 태도

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림이 도착했을 때 

알림에 반응하는 이용자의 실재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푸시알림이 수용되는 찰나의 순간을 관찰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알림이 도착할 때마다 각각의 알림에 대

해 이용자가 느끼는 인지적인 사고와 행동을 모두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알림 수용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알림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 하

나의 요인만을 선택하여 설문지 또는 통제된 실험실 데이터를 통해 

각 요인과 알림 수용을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알림 수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요인에 따른 알림 수용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알림 수용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수용 변인으로서 ‘알림 

확인 시간’, ‘알림에 대한 반응’, ‘알림 가치’ 를 측정한다. 세 가지 

변인은 알림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Streefkerk, Bussemakers & 

Neerincx, 2007; Vastenburg, Keyson & Ridder, 2009; Paul, 

Komlodi & Lutters, 2011)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알

림 수용 변인들 중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 시 자연스럽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4>와 

같다. ‘알림 확인 시간’은 스마트폰에 푸시알림이 도착한 시간과 알

림을 확인한 시간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림이 온 동시에 바로 

확인한 경우와 알림 확인을 미루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알

림에 대한 반응’ 은 스마트폰 푸시알림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경우와 접속하지 않은 경우로 접속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림 가치’는 알림 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매우 가치 

없음’에서부터 ‘매우 가치 있음’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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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알림 수용 변인 

알림 수용 변인 측정방식 

알림 확인 시간 
I(Immediately): 알림 즉시 확인 

A(After): 알림 나중 확인 

알림에 대한 반응 
O: 어플리케이션 접속 

X: 어플리케이션 비접속 

알림 가치 
1점: 매우 가치 없음 

5점: 매우 가치 있음 

 

 

요인 별 알림 수용 변인 

앞서 제시한 알림 수용 변인은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종속변인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른 알림 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연

구(Kern & Schiele, 2003; Ho & Intille, 2005; Paul, Komlodi & 

Lutters, 2011)에서는 메시지에 따른 반응여부를 알아보고, 메시지

에 대한 유용성, 혹은 가치를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메시지 요인에 따른 알림 수용을 알아보기 위해 어

플리케이션에서 발신하는 각각의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과 가치를 

연결시켜 살펴본다 

다음으로 맥락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른 알림 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Hess & Detweiler, 1994; Kern & Schiele, 2006; 

Avrahami, Fussell & Hudson, 2008)에서의 측정 방식을 참고하여 

맥락에 따른 알림 수용을 알림 확인 시간과 연결시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의 차이와 알림 수용 간 관계를 알아본 연구

(Dantzich et al, 2002; Horvitz, Apacible & Subramani, 2005; 

Streefkerk, Bussemakers & Neerincx, 2007)들은 메시지 요인과 

맥락 요인에 따른 인터페이스 조절 방식과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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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따른 알림 이용의 차이를 어플

리케이션별, 맥락별 인터페이스 조절방식을 관찰하여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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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제 1 절 실험 방법 
 

  알림 이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용자들의 알림 수용을 측정

하기 위해 주로 설문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구조적 접근방식

(Structure Approach)으로서 대게 통계적인 테스트를 이용해 자극

과 반응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방식은 설문이 주어졌

을 때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여 응답하도록 함

으로써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자극이 반응으로 연결되는 과정적 접근방식(Procedural 

Approach)은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바이어스

와 불완전한 연상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Abelson and Levi, 1985; 이세진 & 한규은, 2008).  

또한 앞서 언급했듯 모바일 알림은 다양한 요인들이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 가지 요인에 대한 반응여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요인들과 알림 수용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알림 이용을 어떠한 

실험통제를 취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였다. 

설문방식으로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스마

트폰 이용자의 알림 이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그림3>과 같이 알림 화면 기록(Screen 

Capture), 알림 다이어리 작성, 설문 및 인터뷰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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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기록

웹설문

데이터수집 데이터코딩 이용행태분류

인터뷰

•설치 앱 개수
•푸시알림 수신 앱
개수&종류
•푸시알림 수신 앱
인터페이스 설정

•알림 다이어리 작성
자료
•알림 확인 방식 확인
•인터뷰 시 자료

•알림 수신에 관한
정보기입

•알림 이용에 관한
심층 인터뷰

•알림 화면캡쳐, 웹설문
응답, 알림 다이어리
대조 및 확인

•항목별 분류기준에
따라 손코딩

알림 다이어리
작성

분류별 데이터
코딩

 

그림3. 실험 절차 

 

1. 스크린 캡처(Screen Capture) 

 

실험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캡처

(Screen Capture)기능을 사용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 매 순간 푸

시알림 도착을 인지하는 순간마다 스크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모

든 알림 화면 이미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사

전에 알림 스크린 캡처를 위한 방법과 적용 범위가 가이드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실험 전 알림을 인지하는 순간마다 스크린 캡처에 익

숙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반나절 동안 주어졌다.  

문자나 메신저와 같이 연속적으로 빈번하게 대화가 오가는 어플리

케이션의 알림의 경우 같은 사람과의 연속적인 대화는 1시간 이상

의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 이상 처음 1회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된 메시지의 노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알림 화면 노출을 원하지 않는 알림 이미지의 경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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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에 이미지 미첨부 란에 표기하고, 알림에 대한 정보만 기입

하도록 하였다.  

푸시알림 스크린 캡처 이미지는 알림을 받는 형태(Presentation 

Mode), 알림을 확인하는 방식, 알림 메시지의 내용 등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고, 보충적, 회상적 자료로서 알림 다이어리와 대조, 추후 

인터뷰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요구한 스크

린 캡처 이미지의 예시는 <그림4>와 같다. 

 

a)팝업 알림 이미지     b)아이콘 알림 이미지    c)알림바 확인 이미지 

 

그림4. ios(위)와 Android(아래) 스크린 캡처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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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 다이어리 

 

  알림 기록 방법인 알림 스크린 캡처 이미지는 알림 메시지와 알

림 전달 방식 여부는 분석할 수 있지만 알림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맥락 요인과 더불어 사용자가 알림을 받고 난 후의 알림 수용을 

파악하기 위해 알림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다. 알림 다이어리는 미디어 이용행태를 실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모바일 다이어리’(이세진 & 한규은, 2008), 또는 

‘미디어 다이어리’(조인호, 2012) 라는 용어로 사용된 연구를 참

고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알림 다이어리 기록표와 주의사항 등이 가

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알림 수용에 대한 정보를 

적기 위해 스마트폰 메모장의 활용이 권장되었다. 알림 다이어리의 

주요 기록항목은 알림 도착시간, 확인 시간 (즉시, I – 나중에, A), 

어플리케이션 명, 알림 내용, 장소, 상황, 반응 여부(접속, O – 비접

속, X), 알림 가치(5점 척도) 등 이었으며, <표5>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표5. 알림 다이어리 예시 

No 알림도착 

시간 

알림 

확인  

앱이름 알림 

내용 

맥락 

(장소/상황) 

반응 알림 

가치 

이미지 

미첨부 

1 08:30 I 카카오 대화 집/식사중 O 4 * 

2 09:20 A 문자 카드결제 커피샵/공부중 X 4  

3 09:50 I 이메일 공지사항 버스/이동중 O 3  

4 11:13 A YTN 뉴스속보 강의실/수업중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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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설문 및 인터뷰 

 

알림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 이외에 알림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웹서베이와 인터뷰가 진

행되었다. 웹 서베이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개수,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수와 종류, 어플리

케이션 분류체계 별 알림 인터페이스 설정 방식, 스마트폰 활용 정

도 외 기본적인 인구통계 정보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 데이터를 토대로 분

석된 알림 이용행태를 확인하고, 알림 확인 습관, 알림이 유용했던 

사례, 알림이 방해가 됐던 사례, 알림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양식 등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절 실험 진행 

 

1. 파일럿 실험 

 

  파일럿 실험은 본 실험 전 실험방법의 유의미성과 정교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20대 1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비율을 맞

춰(남자 5명, 여자 5명/ 학생 6명, 직장인 4명) 5월 24일~30일 사

이에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3일간 실시되었다. 10명의 참여자들에

게 평일 이틀과 주말 하루를 포함하여 3일 동안 스마트폰 푸시알림 

기록을 스크린 캡처와 알림 다이어리를 통해 수집하였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실험 참여자들이 언급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푸

시알림 스크린 캡처와 다이어리 작성을 위한 방법을 보충하였다. 

첫째, 실험기간을 조정하였다. 파일럿 실험 결과, 만 하루에서 이틀 

동안의 푸시알림 데이터는 비교적 성실하게 수집되는 반면 삼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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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넘어가면 스크린 캡처와 알림 다이어리를 작성하는데 번거로

움을 호소하였으며 모여진 데이터 역시 실험 시작 첫째 날보다 확

연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삼일 동안의 푸시알림 데이터의 알

림 개수와 알림 내용이 특정 날에 집중되지 않았고, 알림 메시지의 

다양성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놓치는 알림 기록을 최소화시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

해 만 이틀 동안의 푸시알림 기록을 수집하기로 하였다.  

둘째, 알림 다이어리의 작성내용을 변경하였다. 파일럿 실험 데이터

의 분석을 통해 결과 제시에 필요한 변인을 알림 다이어리에 추가/

삭제하였으며, 알림 다이어리 분석 시 다양하게 기입된 장소와 상황

의 맥락에 일관성을 주기 위해 장소와 상황 기입란을 주관식에서 

선택형 보기로 바꾸어 교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 본 실험 

 

피험자 선정  

파일럿을 통한 연구 방법 설계가 완료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표집은 나이, 성별, 직업군을 고려한 인구통계적인 

요인과 스마트폰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총 60명을 편의 표본 추출하

여 선정하였다. 이 중 실험을 중도에 포기한 4명과 실험 결과 데이

터가 부실한 4명을 제외하고 총 52명의 참여자의 데이터가 분석되

었다(남자 22명; 여자 30명, 20대 38명; 30대 14명, 학생 32명; 

직장인 20명). 실험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모두 6개월 

이상이며, 5점 척도로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평균 

값 3점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활용도를 보인다고 응답하여 스마트

폰 활용능력 부족으로 푸시알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참여자

들은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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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진행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6월 3일~11

일 동안 참여자의 참여의사 일정에 맞춰 만 이틀 동안의 알림 데이

터를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만 하루는 자정(0:00)부터 다음날 자정(24:00)까지 

24시간을 의미한다.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참여 전날 오후부터 반나

절 동안 푸시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스크린 캡쳐하는 방식에 익숙해

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정을 기준으로 실험 시작 문자와 함께 알림

이 올 때마다 이를 스크린 캡처하였고, 이틀 후 자정에 실험 종료 

문자와 함께 이틀 동안의 알림 기록 실험을 마감하였다. 참여자들에

게는 매일 오전 9시와 밤 11시를 기준으로 알림 스크린 캡처와 알

림 다이어리 기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격려 문자를 총 4번 전

송하였다. 격려 문자는 알림 기록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웹설문은 실험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 모두에게 알림 기록 시작 

전후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는 결과 분석 후 6월 25일~30일에   

실험 참여자 중 15명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제출한 알림 스크린 캡

처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데이터 필터링(filtering) 

실험종료 후, 실험 포기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56명의 참여자

의 이틀 치 푸시알림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다이어리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의 수정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실험 참여자들 중 실험시작/종료 시간 동안 도착한 알림이 성실하게 

기록되지 못한 1명과 알림 다이어리 작성 방법을 잘못 이해한 1명, 

그리고 수집된 알림 데이터의 양이 10개 미만인 참여자 2명을 포함

한 총 4명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알림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와의 대조를 통해 두 개 

이상의 다른 알림을 하나의 알림으로 한꺼번에 기록하였거나, 메신

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같은 사람에게 시간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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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알림을 중복으로 기록한 경우 등은 알림 다이어리 내용을 수정

하여 모든 실험 참여자들의 푸시알림 기록 데이터를 균등하게 만들

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명으로 기록된 알림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분류

에 맞추어 큰 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응답란에 

선택형 보기에 벗어난 응답을 한 기록의 경우 주어진 보기에 가까

운 장소와 상황으로 변경하여 사전에 정의한 장소와 상황 분류로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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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데이터 분석 
 

 

제 1 절.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일반적 특징 

 

스마트폰 푸시알림 허용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

수와 종류, 알림 설정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웹설문 분석 결

과, 52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76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평균 10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푸시알

림을 허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

의 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40개였고, 가장 적게 푸시알림

을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4개였

다. 실험 참여자들의 푸시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를 모두 합

산한 결과 총 522개였으며, 이를 어플리케이션 분류기준에 따라 나

누어 살펴보면 <그림5>과 같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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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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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어플리케이션 분류별 푸시알림 허용 비율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중 메신저와 라이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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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순으로 푸시알림을 많이 허용하고 있었다. 메신저와 SNS 어

플리케이션의 푸시알림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라이프/문화의 경우 뉴스, 날씨, 금융, 패션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서 정기적인 뉴스레터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푸시알림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와 시스템의 경우 특별히 푸시

알림 차단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알림 설정을 그대로 따르며 사용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게임/멀티미디어은 푸시알림

을 허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문자와 메신저, SNS 등 커뮤니케이션 분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푸

시알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알림

을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즉시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용

도로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이프/문

화 어플리케이션의 푸시알림 역시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림이 새로운 뉴스, 소식, 이벤트 등 관심 있는 주제의 정보

변화를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모니터하기 용도로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신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신을 스크린 캡쳐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험 참여자들 52명은 이틀 동안 51개의 어플리

케이션에서 총 1,968개의 푸시알림을 수신받았다. 이틀 동안 평균

적으로 38개의 푸시알림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푸시알림을 받은 

참여자의 알림 개수는 80개이고, 가장 적은 푸시알림을 받은 참여

자의 알림 개수는 16개이다.  

각각의 푸시알림 기록을 시간대와 어플리케이션 분류에 따라 나누

어 살펴본 결과는 각각<그림6>과 <그림7>과 같다. 

먼저 시간대별로 수신된 푸시알림 기록을 살펴보면, 푸시알림 이용

자들은 기상 후 활동이 시작되는 9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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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푸시알림을 빈번하게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정에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에는 비교적 수신되는 푸시알림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간대별 푸시알림 수신개수를 통해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기상에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제

나 잦은 푸시알림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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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시간대별 알림 수신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수신된 푸시알림 기록을 살펴보면, 문자

와 메신저에서 수신된 알림이 각각 455개와 806개로 전체 알림 기

록 데이터의 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SNS가 

284개, 메일이 226개로 각각 14%와 11%의 비율로 수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 생산성, 시스템에서 수신한 

알림은 모두 100개 미만으로 실험기간 동안 푸시알림 수신이 상대

적으로 많지 않았다. 

문자, 메신저, 메일, SNS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해당되는 어플리

케이션에서의 빈번한 푸시알림 수신기록은 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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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알림이 가장 활발

하게 수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 

생산성, 시스템에서의 푸시알림 수신이 많지 않은 점은 커뮤니케이

션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 푸시알림을 차단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

고, 허용을 한 경우에도 실제 수신되는 알림의 개수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7.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수신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용  

수신된 전체 푸시알림 기록 1,968개를 알림 수용 변인인 확인시간

과 반응여부,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6>, 

<표7>과 같다.  

푸시알림이 도착할 때 이를 즉시 확인하는 경우의 비율은 58.9%로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또한 푸시알림 확인 후, 해당 어

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비율은 60.8% 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사용자들은 알림이 도착하면 이를 즉시 확인하

고, 알림을 무시하는 경우보다 알림에 접속하여 반응하는 경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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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알림 수용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알림 확인시간과 반응여부 

 확인시간 반응여부 

항목 즉시확인 추후확인 접속 비접속 

개수(%) 
1161 

(58.9) 

807 

(41.1) 

1196 

(60.8) 

772 

(39.2) 

 

표7. 알림 메시지에 대한 가치 평가 

 알림 메시지 가치 

평가척도 

매우 가치 

없음 

(1점) 

가치 없음

(2점) 

보통 

(3점) 

가치 있음 

(4점) 

매우 가치

있음 

(5점) 

개수(%) 
182 

(9.2) 

351 

(17.8) 

584 

(29.7) 

545 

(27.7) 

306 

(15.5) 

 

또한 각각의 푸시알림에 대한 가치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가치 있음’ 과 ‘가치 있음’ 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알림 개수의 

비율이 43.2%로 나타났고, ‘보통’ 으로 평가한 알림 개수의 비율이 

29.7%, ‘매우 가치 없음’과 ‘가치 없음’ 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한 

알림 개수의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의 알림에 대한 인지적인 가

치 평가는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푸시알림의 필요성에 따라 어플리케이션별로 알림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가치를 낮게 평가하

고 있는 알림의 비율이 27%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내는 푸시알림에 대한 평가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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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내용에 달라질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에 따른 푸시알림 설계

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2 절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의 요인별 특징 

 

메시지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  

메시지 요인에 따른 푸시알림 수용은 어플리케이션 분류 체계에 따

른 알림에 대한 반응과 알림에 대한 평가를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어플리케이션 분류 별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 여부와 가치 평가의 

결과는 <그림8>과 같다. 어플리케이션 분류에 따른 알림 메시지에 

대한 접속여부를 살펴보면 메신저 알림에 대해 75.5%, 문자와 메일 

알림에 대해 63.7%의 접속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

산성, 시스템, SNS 알림에 대해선 각각 38.9%, 34.4%, 33.5%의 

접속 반응을 보였으며, 게임/멀티미디어 알림에 대해선 27.7%, 문

화/라이프 알림에 대해 21.7%의 낮은 접속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여부는 푸시알림에 대한 가치 평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알림 메시지에 대한 가치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메신저 알림의

60.6%, 문자 알림의 46.3%, 생산성 알림의 44.4% 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푸시알림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메신저, 문자, 생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

에서 보내는 푸시알림의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시스템 알림의 40.6%, 

게임/멀티미디어 알림의 39.8%, 메일 알림의 38%, SNS 알림의 

37.3%에 대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문화/라이프 알림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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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어플리케이션 분류별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과 가치 

 

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푸시알림에 대해 가장 비호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분류별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여부와 가치 평가의 결

과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문자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

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의적이며, 라이프/문화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비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사회적인 속성보다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 알림에 대해 더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결과(Paul, Komlodi & Lutters, 

2011)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 메일

과 SNS 푸시알림에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과 부정적인 가치를 매긴 

것은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베스텐버그(2007)의 연구에서 

가정된 것처럼 긴급성에 따른 응답의 필요성과 관련성의 차이에 의

해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나 메일에서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해요. 메신저나 메일

처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알림 메시지나 즉각적인 응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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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알림 메시지에는 반응하지만, SNS처럼 바로 답변을 안 

해줘도 되는 알림에는 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 29  

 

“문자나 카카오톡(메신저)에 알림 표시가 떠 있으면 보통 답장을 

해줘야 하니깐 바로 접속하는 편이지만, 쿠팡(소셜커머스)이나 

타이니팜 같은 앱에서 알림이 오면 대부분 무시하는 편이예요.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깐…” -응답자 23  

 

이는 응답의 필요성에 따라 푸시알림의 수용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여부에 따라 푸시알림에 대한 가

치를 달리 평가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쓴 글에 댓글 달리면 알림이 

와서 확인하는게 편했는데,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에도 알림이 계속 올 때가 많으니깐 일일히 접속해

서 확인하는게 번거롭다. 주로 알림이 오면 대략적인 내용만 확

인하고 시간이 날 때 접속해서 한꺼번에 확인한다.” -응답자 27   

 

“메일 알림은 대부분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

종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 알림으로 오면 외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홈쇼핑 사이트

에서 스팸성 메일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메일 앱에서 알림표

시가 뜨면 중요한 메일일까봐 바로 접속하는데 스팸성 메일일 경

우에는 제목만 보고 지워버립니다.” -응답자 31  

 

이러한 결과는 푸시알림 메시지에 대한 반응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알림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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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 

맥락요인에 따른 푸시알림의 수용은 장소와 상황에 따른 푸시알림 

확인 시간을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먼저 장소에 따른 푸시알림 확인시간의 결과는 <그림9>와 같다. 스

마트폰 이용자들은 이동중일 때 수신되는 푸시알림의 68.5%, 집에 

있을 때 수신되는 푸시알림의 65.4%를 알림이 오는 즉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커피숍, 식당 등 상업장소에 있는 경우 푸

시알림의 56.6%를 즉시 확인하였고,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에

도 51.5%의 비율로 푸시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알림

이 도착 하자마자 바로 확인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

만 극장이나 공연장과 같은 공공 편의 시설에 있는 경우 알림이 도

착하면 즉시 확인 하는 비율이 33.3%, 나중에 확인하는 비율이 

66.6%로 나타나 알림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

였다.  

 

0% 20% 40% 60% 80% 100%

공공장소

직장/학교

상업장소

집

이동중

즉시확인

나중확인

 

그림9. 장소별 알림 확인 여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주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

악을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알림이 오면 바로 바로 확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응답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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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는 스마트폰 전원을 꺼놓고 있어서 알림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을 켜놓고 있을 때에도 전화가 오지 않

는 이상 알림 진동이 느껴져도 잘 확인하지 않는 편이예요. 영화

를 보고 있는데 알림이 오면 영화에 대한 몰입도 떨어지고, 같이 

영화를 보는 친구도 알림 소리를 신경 쓰니깐 알림이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응답자 33  

 

이러한 결과는 제 1공간인 집과 이동중과 같은 장소는 사적 공간화

가 이루어져 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비율이 높으나, 제 2공간과 제 

3공간인 직장/학교, 상업장소, 공공장소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는 사

회적인(social)활동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알림 확인을 미루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공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들

에서 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결과는 모바일 

미디어가 서로 다른 공간을 침범하도록 하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는 터클(Turkle, 2012)의 주

장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푸시알림 확인시간의 결과는 <그림10>과 같

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휴식, 미디어 이용, 이동중 일 때 푸시알림

을 받으면 각각 75.8%, 70.6%, 68.1%의 비율로 알림을 즉시 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제 중이거나 학습 또는 일을 하

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신되는 푸시알림의 57.1%, 56.6%에 대해 즉

시 확인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 중이거나 

운동,게임 등 취미/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시알림이 오

면 45%, 41%의 비율로 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알림

을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잠들기 직전이나 수면 중에 

수신되는 알림에 대해선 즉시 확인하는 경우가 31.4%, 나중에 확인

하는 경우가 68.6%로 알림을 거의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알림 수용이 달라짐

을 보여준다. 



 49 

0% 20% 40% 60% 80% 100%

수면

취미/여가

식사/간식

학습/일

교제

이동중

미디어 이용

휴식

즉시확인

나중확인

 

그림10. 상황별 알림 확인 여부 

 

“PC에서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이나 트

위터(SNS) 알림이 오면 PC를 통해 접속해서 바로 확인한다” –

응답자30 

 

“집에 있을 때에도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고 있을 땐 알림 소

리를 들어도 확인을 미루는 편이다.” -응답자 26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림을 즉시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Nagel et al, 2004).  

 

“회의 중에 끊임없이 울리는 단체 카톡 알림 때문에 조원들 눈치

를 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회의 내용이 좀 느슨해지면 

살짝 내용 확인만 해요.” -응답자 16 

 

“친구랑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서 알림 진동이 계속 울

려도 확인을 미뤘던 것 같아요.” -응답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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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황에 따른 주의수준의 정도와 사회적인 상호작용 여부가 알

림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Vastenburg et al, 

2008, Vastenburg et al, 2009)와 일치한다.  

 

인터페이스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 

인터페이스 요인과 푸시알림의 수용은 웹설문과 인터뷰 결과를 통

해어플리케이션과 맥락에 따른 푸시알림 인터페이스의 설정 방식을 

알아본다. 먼저 어플리케이션별로 푸시알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그림11>과 같다. 인터페이

스 설정 방식은 앞서 설명한 <표3>의 인터페이스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였고, 푸시알림을 허용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종류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분류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문자와 메신저, 그리고 생산성 분류

에서 소리/진동과 동시에 팝업창이 뜨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푸시

알림을 강하게 전달받고 있었다. 문자, 메신저와 같이 일대일로 대

화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소통의 원할함을 위하여 푸시알림을 즉시 

인지하길 원하고, 시계, 캘린더, 스케줄 등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푸시알림을 즉시 인지해야 하는 메시지 특성에 맞추어 강한 

전달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자와 

메신저는 모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비해 메신저의 경우 소리/진동 없이 알림이 왔다는 표시만 

나타나도록 전달강도를 약하게 설정해 두고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

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자와 메신저가 내포하고 있는 사용 

관습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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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인터페이스 설정 

 

“문자 메시지는 약간 공식적인 용도로 쓰이니깐 메시지가 온 걸 

바로 확인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이나 라인(메신저)에서는 주로 친

한 친구들이랑 잡담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답장이 좀 늦어져도 된

다.”-응답자 16 

 

“카톡은 메시지에 비해서 문자를 짧게 치니깐 알림이 한꺼번에 

몇 개씩 띠링띠링 울릴 때가 많은데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아예 

안 나게 꺼버렸어요. 좀 늦게 확인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응답자 8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의 경우 문자, 메신저와 비교해

볼 때 소리/진동 없이 팝업이나 아이콘만 표시되는 인터페이스 형태

로 알림의 전달강도를 약하게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메일과 시스템의 경우에도 알림 전달 강도를 소리/진동 없이 아이콘

만 표시되는 형태로 약하게 설정해 놓은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초

기 인터페이스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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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어플리케이션 분류별 푸시알림 인터페이스 조절은 앞서 제시한 푸

시알림 대한 반응과 가치 평가의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즉 

푸시알림 대한 반응과 가치평가가 높았던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

션에 대해서는 전달강도가 강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던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전달강도가 약한 인터페이스를 설

정해 놓은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알림의 중요도에 따라 

전달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제안하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

과를 보여준다. 또한 인터페이스의 전달강도는 알림 수용에 서로 영

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보급된 스마트폰 푸시알림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알림 인터페이

스를 조절하는 기능만 제공할 뿐 장소나 상황에 맞게 알림 인터페

이스를 조절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알림 모드

를 소리와 진동으로만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장소와 상황

에 따라 푸시알림을 확인하는 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전의 결

과는 맥락에 따라서도 푸시알림 인터페이스의 전달강도가 조절되어

야 함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설정 

외에도 장소나 상황에 따라 알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는 폰을 진동모드로 바꿔나도 다른 사람들

을 거슬리게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라인처럼 자주 울리는 메

신저 앱 알림을 다 꺼 놓는데, 집에 가면 다시 알림을 켜 놓는 

걸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 매번 앱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모드

를 바꾸는 것도 번거롭다.” -응답자 41 

 

“잠 잘 때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소리모드로 

해놓고 옆에 두고 자는데 새벽 중에 메일이 오거나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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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와서 잠이 깰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특정 앱에서는 알

림이 오고 특정 앱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도록 조절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10 

 

모바일로 컴퓨팅 환경이 확대되면서 알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맥

락을 고려하는 알림 시스템을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장소나 상황에 

알맞게 푸시 알림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

은 상태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장소와 상황에 

따라 푸시알림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3 절 푸시알림 이용의 유형별 특징 

 

연구문제3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푸시

알림 이용량에 따라 푸시알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분류하고 

알림 이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류 기준 변

수를 선정하고, 둘째 집단의 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푸시알림 이용량에 따라 이용자를 분류하였고, 이용량을 측

정하기 위한 변수로 푸시알림 수신 어플리케이션 개수와 일평균 알

림의 개수를 선택하였다. 푸시알림 수신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설치 대비 알림을 받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를 백

분율로 변환시켰고, 일평균 알림의 개수는 이틀 동안 수신된 알림의 

개수를 하루 동안 받는 알림의 수로 평균화시켰다. 두 가지 변인은 

각각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토대로 1~10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되

었다. 다음으로 집단의 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미성

을 고려하여 52명의 참여자로부터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의 최대 수

를 2개로 한정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이용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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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를 2개의 집단으로 나눈 결과, 푸시 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 

수와 일평균 알림 개수가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본

래의 분류 목적에 적합한 군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

다 정확한 분류를 위하여 푸시알림 허용 어플리케이션 수와 일평균 

알림 개수가 크게 상반되는 4명의 알림기록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8명의 실험 참여자 중 20명은 헤비 유저로, 28

명은 라이트 유저로 분류되었다. 헤비 유저의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평균 21%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푸시알

림을 허용하고 있었고, 일평균 27개의 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

션 중 평균 10%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었

고, 일평균 15개의 알림을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유형에 따라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를 어플리케이션 분류체계 별로 나누어 그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12>과 같다. 

문자

8%
메신저

25%

메일

6%SNS

17%

라이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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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멀티미디어

8%

생산성

8%

시스템

8%

문자

14%

메신저

27%

메일

8%

SNS

13%

라이프/

문화

15%

게임/

멀티미디어

3%

생산성

7%

시스템

13%

 

그림12. 헤비유저(좌)와 라이트유저(우)의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허용 비율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문자, 메신저, 메일, 생산성과 시스템

에 대해서는 푸시알림을 허용하는 비율이 비슷하였다. 반면, SNS, 

라이프/문화, 그리고 게임/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헤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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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푸시알림을 허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비 

유저의 경우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에 속하는 어플리

케이션에서 보내는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라

이트 유저는 상대적으로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에서 

수신되는 알림을 차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오직 문자와 메신저

에서만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자, 메신저, 메일 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푸시

알림은 헤비 유저에게나 라이트 유저에게나 공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어의 푸시알림은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 유형에 따른 푸시알림 수용의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유형별 알림 수용의 평균값 

수용 변인 

유형별 평균 

유의확률 헤비 유저 

(N=20) 

라이트 유저 

(N=28) 

알림 즉시 확인 

(%) 

59.2 

(SD = 21.5) 

62.3 

(SD = 22.6) 
.919 

알림 접속 반응 

(%) 

59% 

(SD = 13.8) 

66% 

(SD = 20.4) 
.008* 

알림 가치 평가

(5점) 

3.15 

(SD = 0.3) 

3.32 

(SD = 0.7) 
.042* 

   P<0.05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과는 다르게 헤비 유저는 라이트 유저에 

비해 알림 수용에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시알림이 오는 즉시 

확인하는 비율은 헤비 유저가 59.2%, 라이트 유저가 62.3% 로 라

이트 유저가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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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은 알림을 확인하고 접속하는 비율이 헤

비 유저는 59%, 라이트 유저는 66%로 헤비 유저에 비해 라이트 

유저가 알림에 대한 접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푸시

알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헤비 유저보다 라이트 유저가 더 긍

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이용자들에게 수신되는 푸시알림의 종

류와 개수가 각기 달라 동등한 알림에 대한 수용이 측정되지 못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유저에 비해 헤비 유저는 더 많

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을 수신하고 있고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

하지만, 라이트 유저는 최소한의 푸시알림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신

되는 알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이라 유추된다. 하지만 이를 헤

비 유저가 라이트 유저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푸시알림을 빈번하게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림 수용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푸시알림 사용양식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는 푸시알림이 주는 

가치와 간섭의 값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푸시알림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형의 이용자들은 알림이 오는 것

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다양한 용도로 알림을 이용하고 있

었다.  

 

“메일의 경우 알림은 정말 유용한 것 같다.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메일 계정에 로그인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 없이 중요하거나 긴급한 메시지

에 대한 답장 시간을 줄여준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메일 여부를 

알려주니깐 내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

가…하는 불안감도 줄어드는 것 같다.” -응답자 22                         

 

“YTN 뉴스랑 날씨 알림도 켜두고 있어요. 알림이 올 때마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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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속하지는 않지만 알림 내용을 보면서 주요 이슈와 날씨 정

보를 간략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30  

 

“페이스북과 패스(SNS) 알림은 전부 켜놓고 있다. 내가 쓴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고, 또 다

른 사람들이 새 글을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면 그 사

람과 연결 되여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다. 알림은 특정 커뮤니

티나 앱에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채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응답자 47  

                                      

푸시알림 헤비 유저들은 알림이 정보인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준

다고 생각하였고, 알림을 바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관심분

야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푸시알림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이용자들은 침투

적으로 다가오는 알림에 대한 방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알림을 꺼놓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카톡 단체방에서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모든 알림을 끄게 됐어요, 평소에 메시지가 많이 오는 편도 아니

고, 폰을 2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은 확인하는 편이라 별로 불편

하지 않아요, 갑자기 알림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해서 

개인 시간을 침범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알림을 다 꺼두고 

제가 원하는 때에 접속해서 확인하는게 더 편해요.” -응답자 43 

 

“문자 외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오는 알림을 모두 오프(Off)시

켜 놨어요. 정말 급하거나 중요한 것들은 보통 문자로 오거나 아

니면 전화로 오거든요, 사무실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울려대는 불

필요한 알림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구요, 

어차피 사무실에서는 PC를 하루 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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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별 다른 불편함을 못 느끼는 편이예요.” -응답자 5 

 

“주로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알림을 켜 놓는데 최

근 에는 메신저와 SNS에서 오는 알림도 모두 꺼버렸다. 아무한

테도 방해 받지 않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에서 알

림이 오면 신경 쓰이고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이

다. 보통 카카오톡은 한 시간에 한 번씩, 페이스북은 세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내킬 때마다 접속하는 편이다.” -응답자 

15 

 

푸시알림 라이트 유저들은 알림을 자신의 삶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

기는 경향이 강했고, 정보 접근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길 바

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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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스마트폰 푸시알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림 이용행

태를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

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첫째, 푸시알림 수용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푸시알림 

이용의 수용 요인에 다른 특징을 알아보았다. 셋째, 푸시알림 

이용의 이용 유형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52명의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의 이틀 동안의 알림 기록이 알림 캡쳐 

이미지와 알림 다이어리를 통해 수집되었다. 총 1,968개의 알림 

기록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웹서베이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알림 기록만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푸시알림 허용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약 15%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푸시알림

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푸시 알림을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살펴보면 문자,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뉴스, 금융앱과 같은 

문화/라이프, SNS 순으로 알림을 많이 허용하고 있었다.  

둘째, 푸시알림 수신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은 수

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잦은 푸시알림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 

평균 19회의 알림을 수신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수신

하는 알림은 메신저, 문자, SNS 순으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도로서 알림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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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푸시알림 수용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자들은 알

림을 즉시 확인하는 비율이 나중에 확인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알림

에 접속하는 비율이 접속하지 않은 비율보다 많았으며, 알림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2>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푸시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시지, 맥락, 

인터페이스로 보고 어플리케이션별 알림 반응과 가치를 측정하였고, 

장소와 상황에 따른 알림 확인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메시지와 맥락

에 따른 알림 인터페이스 적용방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메시지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과 관련해서 문자, 메신저의 알

림에 대해서는 높은 접속률을 보였으며, 알림의 가치 역시 높게 평

가하였다. 반면, 문화/라이프와 게임/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알림

에 대해서는 낮은 접속률을 보였으며, 알림의 가치 역시 낮게 평가

하였다. 알림 메시지의 응답 필요성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따라 알림 

수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맥락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과 관련해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알림을 확인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동 중이거

나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알림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알림을 즉

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공공장소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알

림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휴식, 미디어 이용, 이동 

상황에서는 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취미/여가, 식

사/간식, 수면 상황에서는 알림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아 상황

에 따라 알림 확인 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맥락

에 따른 주의수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여부가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인터페이스 요인과 푸시알림 수용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푸시

알림 이용자들은 문자, 메신저에 대해서는 강한 전달모드인 소리/진

동+팝업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놓았고, 문화/라이프, 게임/멀티미디



 61 

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한 전달모드인 소리/진동이 없는 팝업과 

아이콘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놓은 비율이 높았다. 이는 어플리케이

션별 푸시알림에 대한 반응과 가치 평가와 비슷한 흐름으로 메시지 

요인과 인터페이스 요인이 알림 수용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

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푸시알림 이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도 알림 전달 강도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문제3>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량을 기준으로 푸시알림 이용자를 헤비 유

저와 라이트 유저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알림 이용 행태를 살펴

보았다.  

첫째, 푸시알림을 허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를 살펴본 결과, 

헤비 유저는 라이트 유저에 비해 SNS, 라이프/문화, 게임/멀티미디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을 수신하는 비율이 높았고, 라이트 유저

는 문자, 메신저, 메일, 시스템과 같이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위주

로 알림을 허용하고 있었다.   

둘째,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간 푸시알림 수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헤비 유저는 라이트 유저보다 알림에 반응하는 비율이 낮았고, 

알림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비 유

저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많은 알림을 수신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나, 잦은 알림으로 인해 알림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의 푸시알림 사용양식을 인터뷰한 결

과, 헤비 유저는 알림을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하는 삶의 보조수단으

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라이트 유저는 알림을 자신의 

삶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알림 수신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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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스마트폰 푸시알림 사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서 침투미디어의 대표적 사례로서 스마트폰 푸시알림 이용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의 학문적, 산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푸시알림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

였다. 기존에 모바일 알림에 관한 연구들은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특정 요인만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종합적으

로 정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용 요인들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여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스크린캡쳐 기능을 활용하여 알림 화면 기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해 알림 이용 행태를 관찰하였다. 미디어 이용 

행태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구조화된 설문이나 인터뷰 방

법론을 통해 연구문제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이용 

행태를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화면 기록 방법은 스

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등 컴퓨팅 시스템이 탑재된 미디어에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고, 이용자들도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푸시알림 외 다른 주제를 다루는 영역에서 새롭

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화면 기록 

방식을 통해 52명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실제 알림 기록이 분석되

었다는 점에서 실증적이다. 이전에 알림에 관한 연구들은 이용자들

의 알림 수용을 단일화된 설문 문항 또는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일상에서의 알림 수용을 관

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스

마트폰 사용자들의 실제 알림 이용 기록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제작 업계에 종사하는 기획자, 개발자 또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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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지

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첫째, 스마트폰 푸시알림 수용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였

다. 알림의 수용에는 메시지 특성, 맥락 특성, 인터페이스 특성, 사

용자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측정된다면 각각의 영향력과 요인들끼리

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하위 속성을 구체화시켜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

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52명의 피실험자들은 편의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기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전체 표본을 잘 대표한다고 보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리터러시가 높은 

20~30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더 친숙한 10

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40대 이상의 사람들의 알림 이용 

행태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이틀 동안의 푸시알림 기록 데이터

는 다양한 알림 수용을 확인하기에는 실험기간이 다소 짧았으며, 실

험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알림을 기록해야 했음으로 실험 기간 동

안 수신된 알림 기록이 모두 수집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알림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폰

에 로그를 설치하여 장기간 동안의 알림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면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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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sage Of 

Smartphone Push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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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issemination of smart phone, the scene of 

cheaking smartphone notification constantly is very common 

phenomena of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usage of smartphone push- 

notification as typical push media. First, cheak the general 

usage feature of smartphone push-notification, Second, 

investigate the usage feature based on each acceptance factors,  

Lastly, classified the user according to their amount of using 

push-notification, and find out usage pattern of each user 

groups. 

The data of smartphone push-notification is gathered by 

images and diary using smartphone screen capture func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52 participants(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to 30s for 2 days. 

In result, as the typical feature of push notification, users were 

permitted social notification such as messenger and SNS, 

whereas users were block out non-social notification such as 

productivity, game/multimedia. The mo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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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s were from communication like text message, and 

messaenger, and the most rare notifications were from 

productivity and system applications. Smartphone users were 

consistently exposed to push notification except for sleep hours. 

When push notification is coming, users promptly check 

notification message and then access the application. Also, 

users have quite great opinion of push notification’s value. 

As for characteristics of usage based on acceptance factors, 

respond rate of notification and estimate value were decided on 

message involvement and requirement for answering. Attention 

level of user and social interaction are also important contextual 

factors to make difference for the time of checking notification. 

Moreover, users set their notification interface depending on 

value of notification and context situation. 

Participants divided into two groups(heavy user and light user) 

based on using rate of smartphones push notification. Two user 

groups were distinguished from notification permission, 

acceptance and usage pattern.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d empirical data of 

smartphone push-notification, which is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further studies and relevant 

industries regarding usage of push-notification. 

 

Keywords : push media, smartphone push notification,  

push accept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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