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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논리적이며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끌

리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을 원인으로 설명한다. 휴리스틱은 사람 혹은 상황에 대

한 비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인지편향

에 의한 어림짐작법이다. 인간의 가용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으

로 에너지를 분배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대부분의 판단에는 감정

에 바탕을 둔 직관이나 휴리스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논리적인 이성의 사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 신속하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정답을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편향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물을 통한 자극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사물을 통해 사용자에게 목표행동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기대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특히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많이 관찰된다. 사회적 행동은

사용자가 명확한 동기를 갖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자율

성이 강한 사회적 행동의 특성 때문에 사용자는 최종 행동까지의

행동 과정 사이에서 인지적 오류를 겪고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용자들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시간

과 정보, 의사결정의 수동성, 감정이 있다. 인간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 혹은 손해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선택

에 인지적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리짐작을 통해 선택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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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일수록 타인의 선택 결과에 많은 영

향을 받으며 감정적인 충동이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강한 동기로

부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지각된 행동통제가 되는 요

소는 사물을 통한 자극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미 고착화된 생각의 오류 혹은 인지적 편향을 깨고 새로운 행

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5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사

용자의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심리에 대한

연구와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경제학과 Fogg의 설득형 디자인(persuasive design) 행동모델

에서의 행동유도요소를 도출해낸다. 그 후, Hartson의 행동 단계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까지의 단계 별 사용할 어포던스와 Carliner의

정보 제공 수준 이론을 활용하여 행동유도 요소들의 사용 단계와

수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기화(motivation), 용이화(usability)

그리고 촉발(trigger)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들의 목표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 시간과 정보

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둘째, 목표 행동에 대한 동기가 없

는 상황 마지막으로 목표 행동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들이 목표 행동을 행하기 위한 강한 동기,

과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을 알려주어 행동으

로 이어지게 촉발시킨다. 위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각 단계별 정

보 전달 방법을 제안하여 목표행동을 유도하는 행동모델을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재질쓰레기인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복합쓰레기란 제품의 재료 구성이 두 가지 이

상으로 된 것을 뜻한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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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합재질쓰레기가 분리할 단계가 단일재료로 구성된 쓰레기에

비해 투자해야할 시간이 많아져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는 행동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관리자는 많은 시간을 잘못 버려

진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분리

수거의 문제를 이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한다면, 사용자는 분리수

거 쓰레기를 버리고자하는 욕구가 촉발되었지만 낮은 동기를 가지

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 사이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목표로 했던 분리수거 행동이 지

켜지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고착된 사용자의 인지적 오

류를 수정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행동유도디자인, 사용자의 이해와 행위의 복합적 관계, 행

동경제학, 인지적 오류와 디자인, 인지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습관적

행동

학 번 : 2014-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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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논리적이며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

로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끌리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

(Heuristics)을 원인으로 설명한다. 휴리스틱은 사람 혹은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인지편향에 의한 어

림짐작법이다. 인간의 가용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

이나 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기 위

해 일상생활 속 대부분의 판단에는 감정에 바탕을 둔 직관이나 휴리스틱

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논리적인

이성의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 신속하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정답을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만, 때로는 편향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휴리스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시간과 정보, 의사결정의 수동성,

감정이 있다. 인간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 혹은 손

해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선택에 인지적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

리짐작을 통해 선택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일수록 타인의 선

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감정적인 충동이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강한 동기로 부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지각된 행동통제가 되

는 요소는 사물을 통한 자극으로 일어나게 된다.

직관적인 정보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특히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많

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계단에 벽면에는 우측통행이라는 글귀가

적힌 사인이 있다. 또한 계단의 첫 시작 면에 붙여진 발바닥 모양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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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커는 화살표로 진행 방향을 알려준 정보보다는 시각을 이용한 직관적

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단과 유사한 색상의 스티커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힘들다. 이미 시각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있지만

행동유도는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효율적이고 안전

한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위해 시행한 줄서기 캠페인은 약 8년간 시행하

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폐지되었다. 위의 사례들에서 공통된 현

상황은 인간의 선택사고과정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해결안을 사용하고

있음이다. 즉,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노력, 타인에게 받는

영향, 감정이 제외된 시각적인 접근 방법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공감대가 부족하여 감성이 발현되지 않고 이로 인해 선택으

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동은 강압적이지 않은 자율성에

맡긴 선택이기 때문에 감성적 보상이나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제한 접근은 다소 한계가 있다. 사용자의 행동 유도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위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강제적인 요소가 없을 때 혹은 본인에게 손

해가 없을 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감성적인 디자인적 접근과

단순화한 정보 제공방법을 활용하여 더 강한 경험과 자극을 이용한 행동

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한센 넛징 네트워크

(Nudging Network)의 그린 풋스텝(Green Footstep) 프로젝트와 폭스바

겐사의 피아노 계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그림 1-1] 폭스바겐사의 피아노 계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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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폭스바겐사의 피아노 계단 프로젝트는 지하철 내 에스

컬레이터 이용률을 낮추고 계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프로젝트

이다. 신체의 편리함과 빠른 이동성을 포기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계단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폭스바겐사는 압력이 가해지면 소리가 나는 피아

노 건반을 계단에 설치하여 계단 이용률을 약 66% 이상 증가시켰다.1)

이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들어 즐거움이라는 감정적 경험

을 만들어내어 사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택할 만큼의 즐거움이란

감정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그림 1-2] 한센 넛징 네트워크의 그린 풋스텝 프로젝트

1) Berkovsky, Shlomo, and Jill Freyne. “Persuasive Technology: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PERSUASIVE 2013, Sydney, NSW,

Australia, April 3-5, 2013. Proceedings,” Vol. 7822.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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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두 번째 사례인 그린 풋스텝의 디자인 해결 방법은 우

리나라의 지하철 우측통행 장려 디자인과 비슷하다. 똑같이 발자국이라

는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였지만 그린 풋스텝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어 길거리에 버리게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 대신 디자인적 해결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각적 자극을 위해 바닥 색과의 대비를 통해 눈에 잘 띄는 녹색을 사용

하였으며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하여 경험적인 행동을 연상

시켜 따라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의 경험을 통해 길거리에 쓰레기가

46%나 줄어든 결과를 만들어 냈다2).

사회적 행동은 강압적이지 않은 자율성에 맡긴 선택이기 때문에 주

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며, 습관적인 결정의 반복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를 통해 감성적 접근과 간략한 정보전달 방식을 통한 감성

형성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택으로 이어질만한 감정적 보상

혹은 인지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적 행동 중 하나인 길거리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Fogg의 설

득형 디자인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그는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기화(motivation), 용이화(ability) 그리고 촉발

(trigger)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이 목표

행동을 행하기 위한 강한 동기, 과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을 알려주어 행동으로 이어지게 촉발시킨다. 이를 통해 이미 고

착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행

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함을 밝혀내고자 한다.

2) http://inudgeyou.com/archives/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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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이론 고찰을 통해 인간

의 사고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휴리스틱이 선택에 개입하는

과정과 요소에 대한 정의를 한다.

두 번째, 문헌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과정에서의 각 단계에 맞는

디자인 접근 방법을 연결해보고 행동 유도 효과를 비교하며 상황 별 트

리거(trigger)를 찾아낸다. 또한, 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며 사고

과정에서 행동유도를 만드는 과정 및 요소를 찾아낸다.

세 번째, 휴리스틱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 제안을 위한 기본 요소와 구

성 원칙을 정리한 후, 앞선 두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행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분석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행동유도모델을 제안한 뒤 이에 맞추어 분리수거

행동 유도 쓰레기통을 디자인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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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용자의 이해와 선택

1. 사용자의 선택 사고과정

1.1. 행동경제학

선택은 이익 혹은 손실로 이어지는 하나의 활동이다. 자신에게 직면한

상황 속에 제시된 선택 안들 중,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손실이

덜한 선택을 하는 과정은 경제 기반 사회에선 당연하다. 인간은 항상 합

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의 주류경제학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실제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

제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주류 경제학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인

간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주류경제학의 믿음을 행동 경제학이라

는 이론 체계를 정립해서 주류 경제학을 공략하고 있다3).

인간에겐 두 가지의 사고체계가 공존한다. 직관적이고 자연반사적인

사고체계인 시스템 1과 논리적이고 생각을 동반하는 사고체계인 시스템

2이다. 시스템 1은 속도가 빠르며, 직관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 없으

며, 감성적이고, 무의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시스템 2는 생각

을 동반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적이고, 구체

적이며, 논리적이기에 직관적 다능처리(multi-tasking)가 되지 않는다([표

2-1] 참고).

3) Tomono, Norono. 행동 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 Behavioral economics / 도모노 노리오 지음 ; 이명희 옮김. 서

울: 지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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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　（빠르고 직관적) 시스템 2 (느리고 반사적)

자동적인 행동을 통제 반사적인 행동을 통제

생각의 속도가 빠름 생각의 속도가 느림

통제할 수 없으며, 무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음

통제적이고, 의식적이며 노력이

필요함

고전관념에 의존
계산하고 심사숙고하여 문제를 해

결

유사하거나 빈번한 상황에 즉각적

인 반응
고심하여 결정을 내림

편향 및 휴리스틱에 취약
편향 및 휴리스틱에 영향을 덜 받

음

예: 운전, 양치 예: 계산, 하루 일과 계획

[표 2-1] 인간의 두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4)

[그림 2-1] 이성과 감성 그리고 사고 과정

보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시스템1이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

자들이 주장한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체계는 바로 시스템2라고 할 수 있

4) Oksana Mont, Matthias Lehner, and Eva Heiskanen. Nudging A

Tool for Sustainable Behaviour? Sweden, 20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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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시스템1이라 주장한다. 즉, 인간은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1의 반응 속도가 시스템2보다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시스템 1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시스템 2에게 시스템 1은 직관, 인상, 느낌, 의도 등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속에서 시스템 1은 시스

템 2에 의해 믿음 또는 자발적 행위로 변하게 된다. 실제로 시스템 1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조종한다. 시스템 1에 속하는 초

기 신념, 감정, 인상은 시스템 2에 속하는 확고한 신념과 신중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천이다. 우리는 제안이나 문제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시스템 1)한다. 그 후, 시스템 1의 반응이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으로 시스템 2의 대응을 창출한다.

의지, 인내력, 자제력, 노력 등이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고갈되어, 나중에는 또 다른 어려운 인지(시

스템2)작업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는 강제적 공부, 암기

식 교육 등이 문제해결능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된다. 또한 높은 집중

력이 필요한 시스템 2에 의해 우리의 뇌는 시스템 1에 의해 머릿속에 바

로 떠오르는 직관, 피상적으로 그럴 듯한 대답을 수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쉽게 만족해버리게 된다.

시간적 제약,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 혹은 어려움에 직

면하거나 위기를 경험하면 시스템 1이 우선적으로 발동된다. 위기에 처

하면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이성적인 사고보다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

는 것과 같다. 시스템 1을 먼저 가동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과정에서 일

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 1을 우선 가동한 후

에는 더 이상 되돌아보며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시스템

 1이 내린 판단에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되고, 이에 안주하게 되면 그릇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2도 정보의 제한과 개

인의 인지편향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표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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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유도 원인 사례 설명

프레이밍 효과:

사람들이 지닌 지식이나

기억을 바탕, 혹은

다수가 제시하는 틀을

바탕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09년 7월부터 우유팩 상단

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소

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높

은 판매량으로 이어졌다.

감정 휴리스틱:

인지적인 반응보다

정서적인 반응이 판단

과정에서 먼저

일어난다.

Nike는 게임을 통한 흥미 유

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변

쓰레기를 치우도록 유도하였

다

디폴트 효과: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으로 디폴트된

설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리적

으로 인접한 국가이지만 사

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비

율은 각각 12퍼센트와 99.98

퍼센트로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지 동의서 양

식의 디폴트 세팅에 따라 달

라진다. 

소유 효과: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 매우

꺼려한다.

Dan Ariel 연구팀은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고, 자신이 조

립한 이케아 가구나 다른 사

람이 조립한 똑같은 이케아

가구를 구매하도록 하는 실

험을 했는데, 실험 참가자들

은 자신이 조립한 이케아 가

구를 구입하기 위해 67퍼센

트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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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웨건 효과: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같은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향

SNS를 활발하게 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허니버터칩

인증 샷은 광고 못지않은 효

과를 냈다.

[표 2-2] 행동유도원인 이론 및 사례

이처럼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들과 인간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이 넛지(Nudge)이다. 행동경제

학자인 Thaler와 Sunstein은 그들의 저서 넛지에서 넛지라는 새로운 행

동경제학 이론을 주장하였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로는 ‘팔꿈치로 슬쩍 찌

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넛

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

다5).

시스템 2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리수거를 들 수 있다. 분리수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알맞게 분류해야함으로 직관적인 시스템 1보다는 의식적이며 노력이 필

요한 시스템 2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

는 집에서는 분리수거를 잘한다. 이는 주거지 내의 규칙에 의해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책임감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분리수거 규칙이 반복되며 수월해짐으로서

분리수거 행동에 대한 노력이 집 밖의 상황에 비해 쉽게 느껴지기 때문

이다. 길거리 혹은 낯선 환경 속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

레기통을 찾아야하며 그 중에서도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유무를 확인한

5) Thaler, Richard H., and Cass R. Sunstein.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Revised &Expanded edition. New York:

Penguin Boo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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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분류하여 버려야하는 많은 노력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 중 대

다수의 사람들은 시스템2에 부담을 느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그림 2-2] 넛지(Nudge)를 활용한 행동 유도 모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한 숫자나 논리적 방정식보다 누군가가

슬쩍 던지는 한마디의 단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오히려 자주 본다. 타인의 행동을 부드러운 개입으로 바꾸는 이

러한 단서를 넛지라고 한다. 넛지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인간은 늘 합리

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 선택을 자

주 하거나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사소한 개입만으로도 행동을 바꿀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Thaler와 Sunstein은 선택설계자가 사람들이 올바

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선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유혹

에 굴복하는 두뇌를 갖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제한된 합리성과 마지막

으로 사회적 영향 때문에 선택의 오류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설

명했던 사고 시스템 1과 2로 인해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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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 시스템 2

특성

연합적

전체적

반사적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능력

요구

상대적으로 빠름

생득적, 접촉적,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획득

규칙 기반

분석적

통제적

인지능력의 요구

상대적으로 느림

문화나 정규교육이

필요

과업해석

매우 상황 의존적

개인적

대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배제적

비개인적

비사회적

지능유형 상호적(대화적 암시) 분석적(정신지능)

[표 2-3] 인간의 두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Stanovish & West의 [Table3]

하단부분만 번역)6)

[표 2-3]를 통해 과업해석에 있어 시스템 1은 매우 상황 의존적이며

개인적이고, 대화적이며 사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첫 번째, 개인의 감정, 두 번째로 상대적

으로 낮은 인지 능력과 선택의 신속성으로 인한 특징으로 정보를 인지하

는 시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업 해석에 있어 대화적이며 사회적인 특

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수동성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

6) Stanovich, Keith E., and Richard F. West.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soning: Implications for the Rationality Debat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3, no. 5 (2000): 645–65.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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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탈러와 선스타인은 선택설계자가 사람들

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디폴트 설정, 신속한 피드백, 목표의 가

시성,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라는 방법을 통해 목표 행동을 유도하는 상

황을 연출하도록 제안하였다.

1.2.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ur)

계획된 행동이론은 Fishbein과 Ajzen이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behavior)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

동이 행동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

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계획된 행동이론

은 사회적 행동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통제가 완벽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기회비용과 자원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의 한계가 작용 한다

고 설명한다.

[그림 2-3] 계획된 행동이론7)

7) 박지우.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 연구 / Park, Ji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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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이론은 실제로 목표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평가이다. 행동하려는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동기 요소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기 위한 기회 혹은 자

원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황 역시 행동을

하고자하는 동기 행위의 의도뿐만이 아닌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도 필요하고,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어떻게 유도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8)([그림 2-3] 참고).

2.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미국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Hebert Simon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여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인간이 무제한적

인 정보 처리 능력 혹은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졌다고 가정한 신고전주

의 학파를 비판하면서 그런 가정을 ‘올림포스적 이성’이라고 불렀다9).

Simon은 인간은 합리적이고자 노력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너무

도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의미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19

8) 김억, and 김낙수. “행동심리를 활용한 스쿨존 도로환경 서비스디

자인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no. 8 (2013). 130

9)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

과서 /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서울: 부키, 201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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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의사결정 유형과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박지우, 2016)



Simon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 합리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

적 능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름길’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휴리스틱(heuristic)’은 행동경제학자인 Daniel

Kahneman이 엄연히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

의 고정관념이나 관습 등을 통해 내리는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

라고 설명했다. 휴리스틱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합리

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준다10). 소비자는 하루에 약 70 번의 선택 혹은 결

정을 내리는데, 복잡한 선택환경 속에서 시간적 제약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이며 논리

적으로 숙고하여 선택하기는 어렵다11). 따라서 [그림 2-4]에서처럼 인지

적 노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한 휴리스틱은 일상적 의사결정인 경

우에서 자주 관찰된다.

10) 박기찬.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 박기찬, 이윤철, 이동현 [공]지음.

서울: 더난, 2005. 178-89

11) 박지우.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 연구 / Park,

Jiwoo.”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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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간과 정보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와 대안의 양이 급속히 많아지면서, 소

비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선의 대안을 찾아 낼 수 있는 선

택권이 주어졌지만, 현실에서 소비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과부하'는 일정량을 초과하는 부담으

로서, 지나치게 많은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197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정보과부하는 과부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정보가 주어지면, 이는 오히려 의사

결정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Jacoby는 '선택과부하'를 정보과부하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하

였고, Mogiliner와 Rudnick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주어진 시간

안에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

로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정보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Simon의 '제한

된 합리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Schwarts는 외부환경의 자극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감정적 상태가 일정한계를 넘어서면 지각된 자극의 강도는 지속적

으로 소비자혼란과 소비자피로의 증후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한다13).

Fiske와 Tylor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데 항상 복잡한 노력을 들이

고 시간 소모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다. 본래 인간은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시간과 인지 노력을 투여

12) Jacoby, Jacob, Donald E. Speller, and Carol Kohn Berning.

“Brand Choice Behavio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Load: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no. 1

(1974): 33–42.

13) 박지우.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 연구 / Park,

Jiwoo.”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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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였다.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은 인지 자원을 함부로 소모하려 하지 않으며, Jones과

Davis가 제안하듯,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사고 과

정을 피하려고 한다.

Fiske와 Tylor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정보처리자원(mental

processing resources)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상황

을 이해하려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14).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자료 혹은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너무 많은 시간적 제

약이 있을 때 우리는 특히 직관(Intuition)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직관에 의한 결정을 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합리적 결정인 것처

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5]Apple의 광고, iPad Pro — 컴퓨터란 무엇일까? (2016)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

업으로 Apple과 Uniqlo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의 TV 광고는 이미 오

14) 윤선길. 휴리스틱과 설득 / 윤선길 지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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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전부터 드라마화된 설정과 광고 카피 대신 실제 제품이 사용되고 활용

되는 장면 혹은 착용 장면이나 가격 등만을 제시한다. 소비자들에게 객

관화된 정보만 제공하고 선택은 소비자에게 넘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그림 2-5] 참고).

2.2. 의사결정의 수동성

Keynes는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합리적 선택을 하려하는

동시에 감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에 직면한

사람들은 쉽게 유사한 상황에서의 타인의 선택을 참고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

인 존재들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인의

선택 정보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합리성이론에 바탕을 둔 추론만

사용하지는 않고, 개인별 특성 혹은 대상의 신뢰성과 감정적 요소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은 군중행

동(herd behavior)이다. 군중행동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정한 지향점이

공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체들이 집단적인 행동양상을 보

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이 이미

다수가 선택한 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을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해보면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이들이 제한적 합리성만을 지니고, 타인에 대해서도 동

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은 제한적으

로만 적용하고, 그 외는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리스틱을 활용한

다고 가정하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두 방법

의 사용 비중이나 어림법의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Viscusi, Phillips과 Kroll 역시 군중행동에 있어 휴리스틱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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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인지적 부담이 큰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전부 주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선택정보를 알게 된 후 자신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켰

다15).

심리학자 Muzafer Sherif는 현실이 애매할 때 타인의 행동은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인간의 동조행위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타인의 정보를 신뢰할수록, 또 상

황이 애매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적을수록 정보적 영향

은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동조량도 커진다. 이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속욕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간은 다수의 생각과 일치

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정면으로 대치되는 선택을 내릴 때 더 큰 스

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스트레스는 의사결정의 확신이 적을거나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보다 크게 작용한다16).

Mark Earls는 자신의 저서 ‘허드(Herd)’에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주체적으로 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의식하

여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

인을 의식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지닌 인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

해서는 마케팅 방법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Seth Godin은 규모에 상관없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인 집

단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속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을 보다 다양

15) 권남훈, Namhoon Kwon, 권유안, Youan Kwon, 김대환,

Daehwan Kim, 유규상, and Kyusang Yu. “군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실험경제학적 분석 ( An Experiment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Herd Behavior ).” 경제학연구 64, no. 3 (2016): 33. 34-5

16) 김재휘. 설득 심리 이론 / 김재휘 [지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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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로 쉽고 유연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상하는 인플루엔서(Influencer) 마케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과

거의 셀러브리티 마케팅이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광고 등에 등장시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브랜드의 적극적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점이

다르다17).

2.3. 감정

[그림 2-6] 생각하는 소비자에서 느끼는 소비자로 변화18)

기업은 소비자들이 80퍼센트의 이성과 20퍼센트의 감성으로 구매할

17) “소비자는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 Hankyung.com, May 9, 20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33060b.

18) 김영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도)감성 트렌드 = Emotional trend /

김영한 지음. 서울: 해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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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는 반대로 80퍼센트의 감성과 20퍼

센트의 이성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학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

는 소비자에서 감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즉 소비 경향이 생각하는 소비자에서 느끼는 소비자로 바뀌고 있

는 것이다([그림 2-6] 참고)19).

Simon은 행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직관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직관은 감각, 경

험, 판단, 연상, 추리 등과 같은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

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Simon은 “영감은 준비된 사람

에게만 온다.”고 주장하며, 직관을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에 관하여

습득하거나 배운 것들을 기억 내에서 찾는 능력으로 규정한다20). 모든

사고과정은 탐색적인 과정과 익숙한 패턴에 대한 급작스러운 인식을 모

두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직관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선

택을 위한 사고 과정에서 탐색과 직관이 협동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Simon은 감정이 특정 대상에 관심을 두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

태적 합리성모델은 감정과 인간의 사고를 분리하지 않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강력한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

는다21).”

흔히 사람들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지만,

인간은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많다. Paul Slovic 등은 감정

이 여러 형태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서 정신적 지름길로 작용한다고 주

19) 김배균.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요소가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68

20) Simon, Herbert Alexander. Reason in Human Affairs / Herbert

A. Sim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27

21) Simon, Herbert Alexander. Reason in Human Affairs / Herbert

A. Sim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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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는데 이를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두려움, 엄마라는 단어

를 들으면 따뜻함이나 보살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감정 작용은 의

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22)

Robert B. Zajonc는 감정이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

하게 주장한 초기 심리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극에 노출되면 인지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이 먼저 자극되는데, 정서적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며, 이후의 정보처리와 판단 과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모든 지각에는 반드시 감정이 수반된다고 한다. 감정이 지각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는 "우리들이 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집'이 아니

다. 우리는 멋있는 집이거나 볼품없는 집,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집을 보

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신경학자 Antonio R. Damasio는 감정이 사람들의 의사 결정

에서 하는 역할을 '신체 표지 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이미지로 구성된다. 구성된 이

미지에는 소리, 냄새, 실제 혹은 상상의 시각적 인상, 아이디어 및 단어

들이 포함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학습을 통해 형성하는 이러한 이

미지들은 직간접적으로 신체적 상태와 연결된 감정, 즉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감정들로 표지(mark)되는데 이를 조건화라고 하기도 한다. 신체

표지는 이차 정서로부터 유발된 감정을 말한다.

Damasio는 감정과 연합된 무의식적 이미지들이 궁극적으로 의사 결

정을 끌고 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의 직감, 바로 신체 표지를 따

르면··· 당신은 부정적인 행동 방침을 즉각 기각하고··· 선택 대안을 압

축한 다음 그중에서 최종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

22) Robert Koppel, 투자와 비이성적 마인드: 감정은 어떻게 객관적

데이터를 왜곡하는가? / 로버트 코펠 지음  권성희 옮김(서울: 비즈니

스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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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적 평가에 기초하여 선택의 폭을 적은 수로 줄인 후, 적은 수의

대안 중에서 신속하게 최종 대안을 판단해내는 직관적 의사 결정 능력은

인류의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23).

3. 사용자의 이해와 행동 유도 디자인

3.1. 행동 유도 실패 사례

3.1.1. 우측통행

[그림 2-7] 지하철 우측통행 안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좌측통행을 폐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기초

질서를 이룩하자는 의도에서 실시된 정부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은 7년

이 되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기 힘들다. 우측통행을 지키게

23) 윤선길, 휴리스틱과 설득 / 윤선길 지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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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보행속도가 현재에 비해 약 1.2~1.7배 정도 증가하고, 충돌횟수도

약 7~24%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24).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관심한 반응이

대다수이다. 우측통행을 알리는 정보라 해야 [그림 2-7]과 [그림 2-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단에 붙여 놓은 안내문 및 보행로에 그려 놓은 화

살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바뀐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횡단보도나 계단을 다닐 때 서로 부딪치

기도 하는 등 왕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2-8] 중랑천 우측보행 안내

24) MoneyS. “‘두줄서기’ 폐지, 우측통행은 어떻게 될까.” Accessed

March 10, 2017.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5092110158059

15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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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실효성 논란에 2015년 10월1일 9

년 만에 폐지되다. 두 줄 서기 캠페인은 시행 9년째 임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을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또 여전히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과 한 줄 서기가 사고에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

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25)([그림 2-9] 참고).  

[그림 2-9]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26)

국민안전처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이 폐지된 후 ‘걷거나 뛰지 않기’, ‘손

잡이 잡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등 세부적인 안전이용수칙을 마련했

다. 이는 사실상 두 줄 서기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5)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실효성 논란에 ‘9년 만에 폐지’

 : 스포츠조선.” Accessed March 10, 2017.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9210100239460016764

&servicedate=20150921.
26) 윤민영. “에스컬레이터 줄서기, 두 줄 서기 캠페인 무색…한줄 서

기가 대세.” NSP통신. Accessed March 10, 2017.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33360.



26

런 애매모호한 방침 때문에 두 줄 서기 폐지로 다시 한 줄 서기가 가능

해졌다고 보도한 언론도 다수 존재했다.

전철역에서도 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달에 두 번씩 피켓 등

을 활용하여 두 줄 서기를 장려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캠페인이 폐

지된 후로 중단되어 오히려 안전 점검 활동에 소홀해졌다. 또한 두 줄

서기가 폐지되었지만 걷거나 뛰지 말라는 새로운 안전이용수칙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림 2-에서처럼 바뀐 이용

수칙에 관한 정보의 표현은 야기되는 혼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27)([그림 2-10] 참고).

[그림 2-10]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

27) “전철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반년전 폐지된 거 맞아?,” March

31, 201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0154122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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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흡연부스

도입 초기에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에 떠밀린 흡연자의

해방공간이자 비흡연자에겐 간접흡연을 막을 것이라 기대했던 흡연부스

는 실효성이 떨어져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 흡연

부스 근처에만 가도 느껴지는 담배냄새 때문에 비흡연자의 혐오대상이

됐고 흡연자조차 열악한 위생상태 탓에 흡연 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28)([그림 2-11]).

[그림 2-11] 동서울터미널의 흡연부스

28) “추워서 갔더니 ‘너구리굴’… 외면받는 ‘흡연부스’ - 머니투데이

뉴스.” Accessed March 10, 201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2109073605956

&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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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신호등(정지선 지키기)

한국은 OECD 가입 후 19년간 교통안전부문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 32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이며 2010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1만 대당 OECD 평균 사망자수가 1.1명

인 것에 비해 2.6명인 2배로 교통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안전수준이 20

년 이상 뒤쳐지고 있다29).

[그림 2-12] 한국의 신호등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은 신

호등이 건널목 정지선 옆에 배치되어 있다. 신호등은 사거리 건너편 멀

리 떨어진 앞에 하나가 더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거리에 [그림 2-12]와

같이 두 쌍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9) http://www.idaegu.com. “변화와 혁신으로 ‘교통 선진국’ 꿈에 한

걸음 더.” Accessed March 10, 2017.

http://www.idaegu.com/?c=3&uid=32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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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쪽에 그어진 정지선을 지나쳐서 차를

세워도 신호를 보는 데 지장이 없다. 즉,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법을 어겨

도 문제없는 환경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눈치껏 앞

쪽으로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넘게 되고 이는 주변의 운전자들에게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엔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

되고 만다30).

운전자들의 무질서함도 큰 문제지만, 예산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모든 사거리에 신호등이 두 쌍씩 설치되다 보니 설치비용이 두 배가 되

며, 매년 유지비 역시 두 배가 든다.

[그림 2-13] 영국 런던의 시내

런던에는 2만 개가 넘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게 한다. 시내버스 후면에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하고, 교통 환경을 철저하게 감시, 관리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좀 더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 기술과 규제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감

30) 김억, and 김낙수. “행동심리를 활용한 스쿨존 도로환경 서비스디

자인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no. 8 (201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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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메라 등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31)([그

림 2-13] 참고).

반면에 운전자의 행동을 활용한 독일의 경우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신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호등은 건널목의 앞쪽

정지선 옆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오른쪽 신호등 말고 설치된

다른 신호등이 없다.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한다면

신호등이 운전자의 윗 쪽이나 후면에 위치하게 되어 신호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안전선을 지키게 되고 질서를 준

수하게 된다. 이는 기술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사용자들의 행동을 디

자인을 통해 변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2-14] 참고).

[그림 2-14] 독일의 신호등

31) 김억, and 김낙수. “행동심리를 활용한 스쿨존 도로환경 서비스디

자인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no. 8 (201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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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동 유도 디자인

1. 사용자의 행동 변화 요인

1.1. 인지적, 물리적, 감각적 행동 개입

[그림 3-1] Donald Norman의 7단계 행동모델32)

32)Norman, Donald A.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 Donald

A. Norman. New York: Doubleday, 199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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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Donald Norman의 7단계 인간 행위 모형이다. 노먼은

인간 행동의 구조를 1. 목표 설정, 2. 행동 의도 개발, 3. 행위의 순서 규

정, 4. 물리적 행위 실행, 5. 실행한 결과 지각, 6. 지각을 해석, 7. 해석을

평가하는 7단계로 설명하였다.

[그림 3-2] Norman의 7단계 행동모델(1990) 사용자 행동 전, 후

7단계의 인간 행위 모형 중 네 번째인 물리적 행위 실행(Goals)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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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인지적 어포던스

(cognitive affordance)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디자인

물리적 어포던스

(physical affordance)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

감각적 어포던스

(sensory affordance)

사용자가 무언가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

는 디자인

기능적 어포던스

(functional affordance)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디자인

준으로 목표 설정, 행동 의도 개발, 행위 순서 규정은 행동 전으로, 실행

한 결과 지각과 지각을 해석하고 해석을 평가하는 단계는 행동 후로 구

분할 수 있다([그림 3-2] 참고).

[표 3-1] hartson의 네 가지 어포던스

Norman의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Hartson은 네 가지의 어포던스를 추

가적으로 맵핑하여 각 단계별 개입방법을 제안했다.[표3-1] Hartson은

사용자가 도구를 감지하며(sense), 이해하고(understand), 사용하도록

(use)하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어포던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행동, 그리

고 물체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rtson은 과제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행위과정을 반영하여 어포던스를

표 3-1과 같이 인지적 어포던스(cognitive affordance), 물리적 어포던스

(physical affordance), 감각적 어포던스(sensory affordance), 인지적 어

포던스(cognitive affordance), 기능적 어포던스(functional affordance)로

구분했다. 네 가지의 어포던스로 구분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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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감각(sensing)에서 지각(perception)을 통해 인지(cognition)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3).

[그림 3-3] Norman(1990)의 행동모델에 맵핑한 네 가지 어포던스(Hartson 2003, p. 328)34)

Hartson은 Norman의 7단계 행동모형에 [그림 3-3]과 같이 어포던스

33)Hartson, Rex. “Cognitive, Physical, Sensory, and Functional

Affordances in Interaction Design.” Behaviour &Information

Technology 22, no. 5 (2003): 315–338.

doi:10.1080/01449290310001592587.
34)Hartson, Rex. “Cognitive, Physical, Sensory, and Functional

Affordances in Interaction Design.” Behaviour &Information

Technology 22, no. 5 (2003): 315–338.

doi:10.1080/01449290310001592587.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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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인지적 어포던스)

명확성, 정확성, 의미의 예측 가능성

정확한 단어 사용

양식 필드 이름 지정용 레이블

버튼, 메뉴에 대한 레이블

간결한 표현

명확한 출구 표기

의미의 완전성과 간결성

버튼 및 메뉴에 대한 레이블 완성

오류 복구에 대한 전체 정보

확인 요청의 전체 대안

식별 가능성

내용의 관련성 (인지 능력)

콘텐츠의 편의성, 의미

사용자 중심의 언어, 인지적 어포던스적 내용의 디자인

인지 종속성의 일관성 및 준수성

개념을 맵핑하였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의도가 연속된 행위로 이

어질 때 감각적 어포던스가 요구되고, 연속된 행위가 세상과 관련지어

실행될 때 감각적, 물리적 어포던스가 필요하게 되고, 세상에는 기능적

어포던스가 요구되며, 행위의 결과를 지각할 때는 감각적 어포던스가 요

구되고, 지각된 결과를 해석할 때 인지적 어포던스가 요구되며,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3-2], [표 3-3], [표 3-4]에서는 대표적인 User Action

Framework(이하 UFA) 요소들과 hartson이 제안한 인지적 어포던스

(cognitive affordance), 물리적 어포던스(physical affordance), 감각적 어

포던스(sensory affordance)과 연관되는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사용자의

작업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어포던스 별 어떤 디자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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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방지

내용의 정확성

부적절한 옵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잠재적인 사용자 오류 예상 및 차단

사용자 확인 요청을 통해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오류 또는

파괴적인 오류를 방지

모드 구분하기

레이아웃 및 그룹화 (인지 능력)

레이아웃의 복잡성

인지적 직접성

부호화가 아닌 인지 종속성의 직접적인 표현

조작 가능한 물체, 상호 작용 기법의 인지 양상

조작의 일관성은 사용자 학습을 도움

직접 조작의 인지 문제

직접 조작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함

인지 후 물체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인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호 작용 기법을 사용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억을 돕는 인지적 어포던스

데이터 입력에 대한 인지적 정보의 의미, 의미

데이터 입력을 위한 적절한 기본값

예상되는 데이터 유형 및 형식을 나타냄

필드 크기가 허용 가능한 데이터 값의 표시로 표시됨

고정 너비 문자

인지적 어포던스의 제시 기능에 포함된 의미

인지 자산의 내용(의미)에 대한 선호도 및 효율성

환경 설정, 매개 변수 설정 기능

다른 사용자 클래스 수용

인지적 어포던스 내용의 스타일

미학, 기호

말씨, 단어 선택,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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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화, 유머 감각 부족

사용자 중심의 문구 디자인

문구로 인한 사용자 컨트롤의 명백한 손실

작문 스타일, 독해 수준

할 일 시작하기

감각 문제

주목성, 감지 가능성

색상, 대비

인지 어포던스의 출현 시기

레이아웃의 복잡성

인지 어포던스의 위치, 사용자와 관련된 대상

주의 집중

집중 vs. 집중되지 않은 사용자의 관심

주의 집중

가시성

찾을 수 있는 능력

식별력,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 명료도

텍스트의 가독성

탐지 능력, 소리의 구별 가능성, 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 문제

감각 장애 및 특별 제한 사항

프리젠테이션 매체 선택 (예 : 텍스트 대 음성)

[표 3-2] hartson이 제안한 cognitive affordance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UFA 요소들35)

35)Hartson, Rex. “Cognitive, Physical, Sensory, and Functional

Affordances in Interaction Design.” Behaviour &Information

Technology 22, no. 5 (2003): 315–338.

doi:10.1080/0144929031000159258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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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시각적 품질

오디오의 청각 적 품질

햅틱, 촉각, 힘 상호 작용의 품질

물리적 행동 (사용자가 행동를 취하도록 돕는 설계)

물체 다루기

물리적 제어

물체 조작상의 어려움 (예: 클릭, 움켜 잡기, 선택, 드래그)

물체를 조작 할 수 없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 할 수 없음

장치의 움직임(kinesthetic) 문제

직접 조작 디자인 조작 관련 문제

육체 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총 모터 조정

미세한 모터 조정

물리적 레이아웃

물체의 이동 요인으로서의 크기와 근접성(Fitts 'law issues)

안정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객체의 근접성 (근접성)

그룹화에서의 요소의 근접성, 관련없는 개체의 방해

객체 위치의 관성 및 일관성 표시

객체의 모양

객체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물리적 객체 디자인

상호 작용 장치, I / O 장치

[표 3-3] hartson이 제안한 sensory affordance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UFA 요소들36)

36)Hartson, Rex. “Cognitive, Physical, Sensory, and Functional

Affordances in Interaction Design.” Behaviour &Information

Technology 22, no. 5 (2003): 315–338.

doi:10.1080/01449290310001592587.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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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또는 장치가 조작되는 방식의 불일치

상호 작용 기법, 상호 작용 스타일

조작 할 수없는 객체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 할 수 없는 객체

직접적인 직접 조작 문제

적절한 경우 직접 조작 사용

환경 설정 및 효율성 (객체 조작 용)

단일 신체 활동의 효율성 (대부분 또는 모든 사용자)

대부분의 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신체적 행동의 어색함

다양한 사용자 클래스 및 신체적 불편함 수용

전문가의 효율적인 신체 활동 구현

일부 사용자 또는 사용자 클래스에 대한 물리적 조치의 어색함
[표 3-4] hartson이 제안한 physical affordance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UFA 요소들37)

37)Hartson, Rex. “Cognitive, Physical, Sensory, and Functional

Affordances in Interaction Design.” Behaviour &Information

Technology 22, no. 5 (2003): 315–338.

doi:10.1080/0144929031000159258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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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리적, 인지적, 영향적 수준의 개입

[그림 3-4] Saul Carliner의 물리적, 인지적, 영향적 수준의 개입38)

정보 디자인은 사용자가 정보를 접할 때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최대한 증진시켜 과업 수행에 있어 도움을 준다.

사용의 편리성과 사용자의 이해의 용이성을 위한 정보 디자인을 Saul

Carliner은 물리적, 인지적, 영향적 수준인 총 3 가지로 분류하였다([그림

3-4] 참고).

첫 번째, 물리적 수준(physical level)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외형적 디

자인을 통해 특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 인지적

수준(cognitive level)은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관계한

다. 사용자가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상

황이 있다. 이는 정보의 과부하 혹은 정보 인지에 소비되는 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 생기게 된다. 세 번째 영향적 수준(affective level)은 사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정보

를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38)Carliner, Saul. “Physical, Cognitive, and Affective: A Three-Part

Framework for Information Design.” Technical Communication 47, no.

4 (2000): 561–76.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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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기화, 용이화, 촉발

[그림 3-5] Fogg의 행동모델39)

사용자경험디자인의 관점에서 설득의 기술(persuasive technology)

을 연구한 BJ Fogg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과 원인을

밝히는 안내자서의 행동 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자이너가 행동 변화를 위

한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 특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Fogg의 행동모델은 건강분야부

터 교육, 판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디자이너에게 행동 변화의 기저에 대해 체계적

39) Fogg, Brian J. "A behavior model for persuasive desig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uasive Technology. ACM,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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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Fogg의 행동 모델에 따르면, 특정행동을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동기(motivation)와 능력

(ability), 촉발장치(trigger)가 존재해야 한다([그림 3-5] 참고).

Fogg는 먼저 동기에 관하여, 3가지 핵심 동기인 느낌(sensation),

예상(anticipation),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을 밝혔다. 즉, 기쁨 혹

은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기대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특정 행

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거부되고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Cialdini, Kallgren과 Reno는 사회규범이 언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규범적 행동의 초점 이론(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에서 특정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아닌

지,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상황에

적합하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규범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규범은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기술적 규범은

보편적으로 제시된 특정 상황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 어

떤 행동이 적절한지 알려줌으로써 행동에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명

령적 규범은 문화 내에서 용인되는 것 혹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

지를 알려주고, 도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한다.

전술한 사회적 규범 연구를 주도한 Cialdini이 직접 참여한 미국의 에

너지소비 데이터 리포팅 서비스 플랫폼인 OPOWER의 프로젝트에서 사

용자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웃들과 비교하며 기술

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보여주어 효과적으로 사용

자들의 에너지 절약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사회과학적 연구 활용

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Nike+'가 친구와의 조

깅거리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사용자의 나라에서 현재 다른 사용자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을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 역시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Nike+는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동참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



43

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에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한 관계의 사용자들이지만 이들에게 상황적 유

사성 부여를 통하여 기술적 규범을 활용하여 동기화시키는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Fogg가 제안한 행동모델에서의 두 번째 조건은 사용자들이 특정 행

동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bility).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사

용자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 보다는 디자이너들이 그 행동을 보다 단순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러한 간단함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는

타깃행동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time), 둘째, 금전적 비용

이 적게 들어야 한다(money). 셋째, 많은 물리적, 신체적 노력이 요구되

지 않아야 하며(physical effort), 넷째, 목표 행동을 하는 데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brain cycles). 다섯째, 사회적 일탈이 일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며(social deviance), 마

지막으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non-routine).

세 번째 요소는 촉발장치(triggers)이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행

동을 지금 당장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 내에서 알람, 문자

메시지, 안내 방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성공적인 촉발장

치는 주목성, 의도하는 행동과의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시의 적절성의 특

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중 시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목표

행동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때 촉발장치를 제공되면 사람들은 혼란스러

움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목표 행동이 실행하기 어려울 때 제공된다면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SNS을 통한 사람들의 정보 공유 활동

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 한 번의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보 공유 행동

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고 쉽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 시스템은 촉발장치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40).

40) 문채훈. “사용자 행동 변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상품학연구 30, no. 3 (2012).



44

촉발장치는 사용자가 실제로 행동을 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동기화

와 용이화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소이고, 이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Spark는 사용자의 동기화가 낮은 상황에서 강한 자극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Facilitator은 사용자의 동기화

는 높으나 용이화가 낮은 경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설

치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설치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만(동기화) 이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고(낮은 용이화)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제공(촉발)함으로써 행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Signal은 동기화와 용이

화가 모두 갖추어진 사용자에게 단지 알림(reminder)의 역할만을 한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적색과 녹색으로 바뀌는 것은 단지 보행하거나 하지

말라는 행동변화의 신호(signal) 역할만을 할 뿐이지 사용자의 동기화를

높이는 것도 행동을 단순하게(용이화) 해주는 요소가 아니다41).

81-82

41)Fogg, Brian J. "A behavior model for persuasive desig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uasive Technology. A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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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PB와 Fogg의 행동모델

Fogg의 설득형 디자인을 위한 행동 모델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의 선택에 있어 영향 받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그림

3-6] 참고).

2. 행동 유도 모델

2.1. 정보 인지와 행동모델

[그림 3-7] Fogg의 행동모델

Fogg는 Motivation과 Usability, Trigger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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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행동 유도 모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

는 총 3가지의 방법은 첫 번째, 사용자에게 충분한 Motivation을 주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면 행동으

로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Motivation과 Usability가 부족한 경우 이를

극대화하여 행동을 알려주어 의도한 행동으로 유도한다([그림 3-7] 참

고). 위의 세 가지 행동 유도의 핵심 요소와 사용자의 행동 단계의 모델

을 합쳐 재구성해보았다([그림 3-8] 참고).

[그림 3-8] 사용자 행동 단계와 행동 유도 단계

[그림 3-9] 사용자 행동 유도를 위한 정보 전달 방법 모델

사용자는 행동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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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지한 후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계는 사용자의 목표 설정과 정보 인지 단계에서의 개입을 통해 가능하

다. 사용자의 목표와 정보인지 과정의 흐름에 맞춰 디자인을 통한 정보

전달 방법을 디자인의 개입 강도와 함께 구성해보았다([그림 3-9] 참고).

사용자는 행동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인지한 후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용자의 행동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다니엘 카너먼은 “문제의 표현에 따라 사람들의 믿음

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해석적 프레임인 문제의

표현에 따라 인지적 프레임인 믿음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 수용자가 가진 인지 구조가 준거점이 되어 문제 표현 방식에 따라 의

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42).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의 제시 형태에 따

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호에 영향을 미쳐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전달 단계 별로 방법을 구성하였다.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용자의 접근을 유도하거나 두 번

째,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이어

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정보 전달의 방법

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변수들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수정할 수 있는 특정한 계기를 제공하여 의도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유도

한다. 디자인의 개입 강도는 접근에서 관심, 계기의 순서로 더 강해진다.

42)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 Daniel Kahneman. 1st pbk. 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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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넛지와 행동모델

[그림 3-10] 넛지(Nudge)를 활용한 행동 유도 모델

[그림 3-10]의 행동 유도 모델은 넛지(Nudge)라는 행동경제학의 이론

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로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

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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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

다43).

넛지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하지만 선택의 함정에 빠지게 되

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하

는 두뇌를 갖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제한된 합리성과 마지막으로 사회

적 영향 때문에 선택의 오류가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택설계자가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디폴트 설정, 신속한 피드백, 목

표의 가시성,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유도하고자하는 선택의 배경 상황 별로 적절한 행동 유도 방

법이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

용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하고자하는 상황과 사용자의

행동 단계에 따른 행동 유도 모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2.3. 행동 유도 모델

앞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 유도 모델을 구성하였다. 우선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사

결정의 수동성, 시간과 정보, 감정으로 크게 3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Norman의 사용자 행동의 7단계에서 실행까지의 과정을 각 과정에서 영

향을 받게 되는 요소와 연결 지어 분류된 요소를 배치했다. 또한 Fogg

의 행동 모델과 Hartson과 Carliner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과

정 단계 별 디자인의 접근 방법의 틀을 구성했다([그림 3-11] 참고).

43) Thaler, Richard H., and Cass R. Sunstein.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Revised &Expanded edition. New

York: Penguin Boo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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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새로운 행동 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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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 유도 디자인

3.1. 관심

3.1.1.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활용한 Play pump

[그림 3-12] Play pump

[그림 3-12]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동쪽으로 자동차

로 5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특별한 펌프이다. 이

펌프의 명칭은 플레이 펌프(Play pump)로 아이들이 빙빙 돌리면 지하

150m 깊이의 물을 한 바퀴 당 1L를 뽑아 올린다. 플레이 펌프는 이 학

교의 유일한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일종의 놀이로서

재미있게 펌프를 돌린다. 덕분에 물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모이게 되었

으며, 아이들의 위생이 좋아지고, 텃밭에 채소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 수도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후, 플레이 펌프는 아프리카에

천여 개 정도가 설치되었으며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시도

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플레이 펌프가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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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핵심정인 이유로는 물을 퍼 올리는 힘든 노동 행위를 놀이라

는 즐거운 행위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3.1.2. 호기심과 청각적 흥미를 활용한 쓰레기통

스웨덴의 한 공원에서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3-13]은 폭스바

겐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낙하하는 소리가 나도록 개조한

쓰레기통이다. 한두 명의 사람이 쓰레기를 넣자 주변 사람들은 신기한

소리가 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 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길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넣으며 색다른 소리에 즐거워했다. 그 날 소리

가 나는 쓰레기통에는 주변의 일반 쓰레기통에 비해 약 72kg의 쓰레기

가 버려졌고, 이는 근처의 보통 쓰레기통 보다 66% 더 많은 쓰레기가

모였다.

[그림 3-13] The fun theory의 세상에서 가장 깊은 쓰레기통

3.1.3. 목표 성취를 통한 행동유도 Hope soap 캠페인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빈민가에는 한 해에만도 몇

천 명이 장티푸스, 설사, 폐렴, 콜레라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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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특히나 그 중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

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질병은 비누로 손

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아이들에게는 손 씻

는 행동이 습관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비누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만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씻는 행동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

는 것이었다. 투명한 비누 안에 아이들에 좋아하는 장난감이 디자인하여

손을 열심히 씻어야 장난감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단순히 자주 손을 씻을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함으

로써 유사한 질병의 발병률이 70% 이상 감소하였고 호흡계 질환 감염률

이 75% 감소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왔다44)([그림 3-14] 참고).

[그림 3-14] Hope soap

3.1.4. 제품의 형태를 통한 정보 일치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쓰레기가 일회용 커피용기 등 대부분 재활용품

44) On, Advertising Health. “Y&R and Safety Lab Combat Hygiene

Crisis through Hope Soap.” Advertising Health, June 25, 2014.

http://advertisinghealth.co.uk/yr-safety-lab-combat-hygiene-crisis-hope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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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재활용품만 잘 수거해도 자원재활용과 가로환경 정비가 동시에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모

든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앤 채 쓰레기 발생 억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2016년부터 서초구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한해 선별적 수거정책을 도입

했다. 실제 서초구가 2015년 12월부터 쓰레기를 세 차례 수거ㆍ분석해본

결과 강남대로 쓰레기 비율은 플라스틱컵이 36.4%, 종이컵은 36.2%를

차지했으며 병류(12.1%), 캔류(10.3%) 등 재활용품이 약 95%를 차지했

다. 담배꽁초와 광고전단지 등은 5%에 불과했다([그림 3-15] 참고).

[그림 3-15] 서초구의 재활용 쓰레기통

새롭게 배치된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는 버릴 수 없고 순수 재활용

쓰레기만 투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과 테이크아웃 종이컵 모양으로 각각 5개씩 제작

됐다.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모형의 분리수거함은 페트병과 비닐류, 테

이크아웃 종이컵 모형의 분리수거함은 종이컵과 병ㆍ캔류를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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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분리수거

함의 투입구의 사이즈는 큰 테이크아웃 컵의 크기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분리수거함에는 쓰레기가 꽉 차면 실시간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전달되는

센서가 부착되어 쓰레기가 넘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45). 기

존의 쓰레기통의 형태가 아닌 테이크아웃 커피 컵의 형태로 쓰레기통을

디자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사용자가 버리는 쓰레기와 같

은 형태로 디자인하여 즉각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3.1.5. 게임을 통한 즐거움을 활용한 쓰레기통

[그림 3-16] The fun theory의 Bottle bank arcade

[그림 3-16]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빈 병을 더 많이 수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다. 6개의 구멍을 만들고

불빛이 번쩍하는 구멍에 병을 넣으면 소리가 나며 점수가 누적된다. 해

당 디자인과 근처의 일반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사용한 100명의 사용자를

45) “‘쓰레기통 0’ 서초구 재활용품 수거함 실험.” 한국일보. Accessed March 15,

2017. http://www.hankookilbo.com/v/57a9ac0f1cba43eba7fc698e81f58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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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게임적 요소가 들어간 Bottle bank arcade machine이 분리수

거 행동을 증가시켰다고 했다46).

3.1.6. 주의를 집중시키는 요소를 활용한 목표행동 유도

 수많은 소변 방울들이 소변기 밖으로 튀어 화장실 내 악취와 불쾌함

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자 소변기 안에 작은 파리모양의 스티

커를 붙여놓았다. 사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소변기 안의 파리에 집중하

게 되어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난 뒤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보다 8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47)

([그림 3-17] 참고).

[그림 3-17]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남자 소변기

46)Payne, Oliver. Inspiring Sustainable Behaviour: 19 Ways to Ask for Change. 1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2.

47)Sommer, Jeff. “When Humans Need a Nudge Toward Rationalit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2009, sec. Business Day.

https://www.nytimes.com/2009/02/08/business/08nud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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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 접근

3.2.1. 형태와 메시지를 통한 행동 유도

[그림 3-18] 오렌지 하트 프로젝트

[그림 3-18]은 2015년 12월부터 지하철 3호선에서 약 두 달간 시행된

캠페인이다. 오렌지 하트 스티커는 지하철에서 다리를 넓게 벌려 앉거나

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지하철 에티켓 캠페인이다.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3호선에 이어

수도권 전철 분당선에서도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 디자인은

공공 에티켓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 확대 실행이 가능하였으며 직

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행동유도가 되었다48).

3.2.2. 형태를 통한 사용 유도

배경지식 없이 제품의 상태 및 의미전달이 가능한 디자인인 [그림

3-19]은 환풍기 형태를 모티브로 한 CD 플레이어이다. 기존의 플레이어

들과 달리 직관적 상태(CD 종류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48) “ING생명, 분당선에 ‘오렌지 하트 스티커’ 붙인다…’다리 꼬지 맙시다’,”

February 1, 201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01102426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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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후카사와 나오토의 CD player

[그림 3-20] 후카사와 나오토의 우산

또한 [그림 3-20]역시 후카사와 나오토가 디자인한 우산으로, 손잡이

에 작은 홈을 파두어 사람들이 짐을 걸어둘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이는

사람의 무의식적 행위를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59

3.2.3. 정보의 간결성

[그림 3-21] PearsonLloyd의 A better A&E 프로젝트

영국의 보건부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

년 약 12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지출했다. 게다가 응급실 폭력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파손된 물건의 수리 및 재구입 비용, 경호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금액만 연간 최소 1126억 원이 달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의료인

이 환자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할 경우 최대 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응급실내의 폭력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대체 인건비에 대한 부담

도 커졌다. 사전 조사 결과 응급실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명확한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대기 시간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안감과 고통이 더해지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Lloyd은 환자를 위해 응급실의 상

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응급실 내 진료 과정을 '접수, 평가, 치

료, 결과'로 분류하여 환자가 현재 자신이 있는 단계를 쉽게 인지하게

도와주고, 응급실 내의 상황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환자

가 응급실에 오는 즉시 안내 책자를 주어 진료 과정과 평균적인 대기 시

간을 안내해주었다. 또 본인의 상태 어떤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들에게 응급실 혼잡도와 그에 따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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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했다. PearsonLloyd가 병원 안내 디자인

을 개선한 뒤 약 75%의 환자가 응급실 내 대기 시간 동안의 불만이 줄

어들었다고 답했으며, 폭력 발생 빈도도 50%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가

관찰되었다([그림 3-21] 참고).

[그림 3-22] Cairns Hospital 응급실

[그림 3-22]의 Cairns Hospital 응급실은 동선의 순환과 흐름을 효율

적인 곳으로 손꼽힌다. 즉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또한 Triage(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부상자 분류) scale 즉 Resuscitation(즉시 치료), Emergency(10분 이내

치료), Urgent(30분 이내 치료), Semi-urgent(60분 이내 치료),

Non-urgent(120분 이내 치료)가 지켜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응급실을 한

눈에 보기 쉬운 사인과 컬러 구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웨이파인딩

(Wayfinding) 했고, 병원 이미지를 통일해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능

률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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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색상과 아이콘의 맵핑을 통한 행동유도

[그림 3-23] nudging network의 green footstep

[그림 3-23]은 발자국 아이콘을 활용한 단순한 정보전달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무단으로 길거리에 쓰레기

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사람들의 행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들

의 근본적인 습관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Nudging Network는 바닥

에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초록색의 발자국(green footstep)을 그려놓았다.

그 결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초록색 발자국을 그린 이후로 길거리에 버

려진 쓰레기가 46%나 줄었다고 한다. 그린 풋스텝은 눈에 잘 띄지 않았

던 쓰레기통의 위치를 부각시켰고, 시민들은 이 발자국을 쫓아 쓰레기통

을 쉽게 찾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쓰레기를 길

가에 버리지 않았다. Nudging network가 이용한 것은 발자국을 보면 따

라가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발자국을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부착하

여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거나 찾기 힘들었던 쓰레기통을 시각적으로 부

각시켜줌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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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것이다. 단순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결과

를 만들어 냈다49).

3.3. 계기

3.3.1. 사용량 피드백을 통한 에너지 절약

[그림 3-24] watson silverlining

[그림 3-24]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측정하여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보여줌으로서 사용자들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실감하여 에너지

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그림 3-25] Ryan Harc의 타임스위치

49) http://inudgeyou.com/archives/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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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Ryan Harc가 디자인한 타임스위치이다. 스위치를 켤

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시각적으로

알려주어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한 디자인이다.

[그림 3-26] Tim Holley's의 A light switch to help children save energy

[그림 3-26]도 역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소모를 가시화하여 사용량을

줄이는 행동을 유도한 디자인이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초록색의 스위

치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된다. 위의 디자인의 타겟은 7-11세

의 아이들이다. 이는 향후 30년 동안 핵심 의사 결정자가 될 아이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교육을 위해서이다. 집에서 조명은 전기 사용량의

최대 15%를 차지한다. 초등 교육 기간 중 아이들이 환경, 에너지 및 인

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아이

들이 에너지를 절약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 스위치는 조명 사용을 최대

25% 줄여 5년 동안 최대 11%의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50).

50) “Children – Architectures.” Accessed March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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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미지 변화를 통한 경각심 제공

[그림 3-27] NRDC의 지구온난화 캠페인

[그림 3-27]은 NRDC의 지구온난화 캠페인 사례이다. 컵에 프린트된

세계지도는 온도에 반응하는 특수 페인트이다. 컵에 따뜻한 커피가 채워

지면 초록색으로 인쇄된 지도는 노란색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기온이 변화하며 사막화되는 지구를 연상시킨다. 또한 컵에는 “높은 기

온은 지구를 변화시킨다. 지구온난화를 멈춰라.”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경각심을 제공한다.

3.3.4. 형태를 통한 행동 제어

[그림 3-28]은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반이 디자인한 화장지이다. 보통

의 화장지와는 달리, 휴지심이 네모로 되어다. 둥근 두루마리 화장지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화장지를 풀기는 쉽지만 그 만큼 무의식

적으로 낭비하는 휴지의 양도 많아진다51). 반면, 네모난 휴지 심은 휴지

를 사용하려고 한 칸씩 돌릴 때마다 벽에 결리게 되어 원형의 휴지 심에

http://architectures.danlockton.co.uk/category/children/.
51) 출처 : www.ndc.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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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종종 우리는 필요한 양보다 휴지를 많이 풀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모난 화장지는 형태를 통한 행동에 제어

를 가하여 휴지를 적게 쓰도록 유도한다. 게다가 네모난 휴지는 운송, 보

관 시 공간 절약이 더 환경적이라고 한다.

[그림 3-28]시게루 반의 Squared Toilet Paper

3.3.5. 감성적 경각심을 통한 물 절약

[그림 3-29]는 세면대와 어항을 결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감성적 경

각심을 일으켜 물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이다. 물을 사용하면 세

면대와 연결된 어항에 물이 줄어들게 된다. 물을 많이 사용하면 어항 속

의 금붕어가 위험해질 것 같은 효과를 주어 사용자가 물을 적게 쓰도록

의도하였다. 하지만 실제 어항과 수도꼭지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

여 사용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어항의 물도 다 빠져나가지

않게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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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Yan lu의 poor little fish

3.3.6. 인센티브를 활용한 행동유도

[그림 3-30] Antarctica Beer의 Turning Beer into Train Tickets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리우 카니발 중엔 음주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한다. 문제는 음주량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

나는 데 있다. 브라질의 맥주 브랜드인 Antarctica는 이러한 음주운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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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줄이기 위하여 리우 카니발 기간 중에 맥주 캔을 가지고 지하철역

으로 오게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

였다.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요소가 사용자에게 음

주 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수가 43%나 줄게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52)([그

림 3-30] 참고).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은 앞서 소개한 디자인 사례들

을 행동유도 요소인 관심, 정보 접근, 계기 요소로 정리한 그림이다.

52) “Antarctica Beer: Turning Beer into Train Tickets – FAB News.” Accessed

July 22, 2017.

http://www.fabnews.live/antarctica-beer-turning-beer-into-train-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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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관심 요소를 활용한 사례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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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정보 접근 요소를 활용한 사례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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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계기 요소를 활용한 사례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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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디자인 컨셉 개발

1. 분리수거 행동 유도의 한계점

1.1. 문제의 인식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

류되는데, 특히 학내 구성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생활폐기

물이다. 생활폐기물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다. ‘2010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백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가 지난해에

1,146톤이나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생활협동조합은 2008년 학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

하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2007-2009년 서울대학교 생활쓰레기 배출량



72

이처럼 학내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본부

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시설과 관계자는

“‘Sustainable SNU’ 추진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나 자원 낭비에 대

한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으며 개별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재도 없

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학내 전체의 통일되지 않은 분리수거 체계도 폐기물 문제

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학내 각 건물에 비치된 분리수거함

은 건물마다 구분체계가 다르다. 디자인연구동 내의 쓰레기통은 일반쓰

레기통과 캔, 종이, 페트병 및 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문대 내의 쓰

레기통은 일반쓰레기, 종이류, 캔, 페트병으로 분류돼 있으나 자연대는

일반쓰레기, 종이, 캔 및 유리로 나눠져 있으며 경영대처럼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용으로만 구분돼 있는 곳도 있다. 이처럼 분리수거함 표지가 단

과대별로 다르며 사범대 등은 한 단과대 내에서도 건물별로 구분체계가

통일돼 있지 않고 분류도 세세하지 않아 원활한 분리수거가 어렵다. 현

재 학내에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분리할 수 있는 집하장이 없으며 폐

기물을 관리하는 주체도 없는 등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

과는 “폐기물 집하장이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로 인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기관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53).

[그림 4-2]는 현재 서울대학교 49동 3층에 설치된 쓰레기통의 디자인

이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투입구는 각각의 분리수거 쓰레기의 특징을 살

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하지만 의도했던바와 달리 분리수거는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분리수거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짐으로 인해 관리자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쓰레기 분

류에 허비하고 있다.

53)“서울대, 친환경을 꿈꾸다 - 대학신문.” Accessed March 12, 2017.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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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대학교 49동 3층 쓰레기통 현황

특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쓰레기는 대표적으로 커피 테이크아웃

컵이다. 컵홀더, 빨대, 뚜껑 등 다른 재료로 구성된 테이크아웃 컵은 버

리는 단계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분리수거 쓰레

기통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의 형태가 컵을 버리기 힘들어 다수의 학생들

이 귀찮음을 피하고자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관리자는 이를 다시 하나하나 분류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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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용자와 관리자 인터뷰

총 3명의 관리자 인터뷰와 10명의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일자: 2016년 12월 21, 2017년 1월 19일, 2017년 2월 22일

관리자:

1차 인터뷰

1. 쓰레기통을 관리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2. 주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3.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나요?

4.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2차 인터뷰

1. 일반 쓰레기에 주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나요?

2.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쓰레기를 분류된다면 관리하시기 편해질 것

같나요?

사용자:

1. 주로 어떤 쓰레기가 나오나요?

2. 언제 쓰레기를 버리게 되나요?

3. 현재 49동에 설치된 쓰레기통의 불편한 점이 있나요?

4.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또한 서울대저널tv의 서울대학교 분리수거를 대상으로 촬영한 다큐멘

터리를 통해 학내의 일반쓰레기통 안에 분리수거 쓰레기가 많이 버려짐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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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서울대저널tv ‘분리수거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일자: 2016년 6월 28일

[그림 4-3] 서울대저널tv의 분리수거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표 4-1] 관리자와 사용자 인터뷰 내용

사용자는 분리수거에 큰 시간적 비중을 두거나 인지적 노력을 들이려

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본인이 배분한 것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한다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타인들의 행동을 본 후 양심의 가책을 덜게 되며 따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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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고자하는 목표가 있었지만 지각된 행동 통제(시간, 인지적

자원, 타인에 대한 영향, 낮은 동기)등의 문제로 인해 목표한 행동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인지심리, 행동경제학(휴

리스틱에 대한 이해와 넛지), 사용자의 행동 변화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

를 통하여 사람들의 목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 시간과 정

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둘째, 목표 행동에 대한 동기가 없는 상

황 마지막으로 목표 행동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 현재 분리수거의 문제를 이를 통하여 설명한다면, 사용자는 쓰레기를

버리고자하는 욕구가 있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낮은 동기를 지닌 채 분리

수거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과정 사이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

황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목표로 했던 분리수거 행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그림 4-3], [표 4-1] 참고).

따라서 분리수거 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는 동기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거나,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로 하

지 않는 간이화된 직관적인 목표 행동을 유도하는 설명을 디자인에 접목

시켜 현재 잘못 행해지는 습관적 행동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디자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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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 선정

본 실험은 복합쓰레기인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키

고자 계획하였다. 복합쓰레기란 제품의 재료 구성이 두 가지 이상으로

된 것을 뜻한다. 사용자는 쓰레기를 분리할 단계가 단일재료로 구성된

쓰레기에 비해 투자해야할 시간이 많아져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는 행

동 오류가 일어난다.([그림 4-4], [그림 4-5] 참고)

[그림 4-4] 서울대학교 49동 3층의 분리수거 쓰레기통

[그림 4-5] 서울대학교 49동 3층의 일반쓰레기통

또한 현재 쓰레기통의 투입구 형태가 테이크아웃 컵의 형태와 맞지

않아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는 것이 쉽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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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컨셉 개발

2.1. 1, 2차 실험 계획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하

여 실험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험은 새롭게 제안한 행동모델

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사용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의 목표 설정의 단계, 상위 행동의 단계(정보 습득 및 구조화)에서 개입

하여 사용자가 최종 행동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공하거나 인지적

부담을 줄이도록 정보를 재구성하였다.

[그림 4-6] 사용자 행동 유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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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목표를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지각된 행동통제의 단계를 통해 사용자

의 상태가 목표를 인지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자 한다. 사용자는 첫 번째로 지니게 되는 행동목표(분리수거 쓰레기 버

리기)에서 최종행동(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기) 사이 단계에서 사물을 통

해(지각된 행동통제) 영향을 받고 이는 최종 행동을 바꾸는 결과를 낳기

도 한다. 분리수거 행동에 있어 사용자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

다. 첫 번째 유형은 목표 설정이 모호한 유형이다. 쓰레기를 버리고자하

는 욕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목표는 뚜렷하게 설정되

어있지 않은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분리수거에 대한 목표는 설정되

어있으나 인지 과정에 대한 노력을 적게 투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분리수거 행동을 하기 위해 인지적 노력이 많이 요구되면 목표 행동을

포기하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오

류가 생기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목표 설정과 인지 과정에 대

한 노력이 없는 그룹이다([그림 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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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용자 행동 유형 별 행동유도모델 맵핑

본 실험은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의 목표 설정 단계와 정보 인지 단

계(상위 행동)에서 개입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해보고자 한다. 본 실

험에서는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감각적 어포던스를 활용한 물리적 수

준에서의 정보의 가시성을 높여 사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행동으로

유도하고, 정보의 맵핑을 통한 연결성을 제공하여 인지적 부담을 낮추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행동 과정의 각 단계

에 맞추어 적용하여 분리수거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그림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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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본 실험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

였다.

첫째, 쓰레기통 투입구에 색상, 재질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분리수

거 쓰레기통일 경우 피험자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어 피험자의 분리수

거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분리수거 정보를 물리적 수준에서 아이콘(인지적 수준)을 색상

을 통해 연결성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험자의 피험자의 정보 인

지를 통한 상위 행동에 영향을 주어 분리수거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첫째, 물리적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피험자

자의 체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습득, 이해하여 분리수

거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피험자에게 물리적, 인지적 수준의 정보 전달을 연결성 있게 제

공한다면 분리수거 피험자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2.1.2. 실험의 설계

본 실험은 가시성과 연결성을 활용한 디자인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실험의

경우 기존의 쓰레기통에 가시성과 연결성 요소를 각 한 가지의 버전으로

총 두 가지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디자인은 대상의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액션캠을 설치하여 관찰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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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넘쳐 다른 행동 유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쌓인 쓰레기와 쓰

레기통 주변을 치우고, 일반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위치를 실

험 목표에 맞게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인지하기 쉽게 재조정하여 변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2.1.3. 실험대상 설정

실험 대상 : 49동 2층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사람들

본 연구는 분리수거 행동이라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는 요소와 분리수

거를 하기 위해 정보의 이해에 개입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디자인이 분

리수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실제 실험의 결과를 얻고자 하

였다.

행동을 유도하기위한 디자인의 행동모델에 근거하여 가시성과 연결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 가시성에서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레기통 투입구에 색상, 재질 형태로 정보

를 전달하는 감각적 어포던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분리를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결성에서는 피험자에게 1차 실험에서

진행한 어포던스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험에 분리수거 정보를 아이콘(인

지적 수준)으로 동일한 색상을 활용하여 제공한다면 피험자의 정보 인지

과정에서 연결성을 만들어 분리수거 행동으로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

록 디자인하였다.

2.1.4. 디자인 컨셉

디자인에 앞서 특정 변수로 인한 행동 유도를 줄이고자 하였다.

1. 투입구 불편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행동

2. 일반쓰레기통의 위치가 가까워 쉽게 버리게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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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조형 취향에 따른 행동 (최대한 단순한 도형을 활용해 개

념을 표현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변수를 줄이고자 했다.)

2.1.4.1. 관심

[그림 4-8]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목표설정 단계에서의 행동유도

사용자들의 목표 설정에 개입하여 행동 유도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

서는 사용자의 주의를 사로잡아 접근하게 만들어야한다. 그 뒤는 적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체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행동인 분리수거로

이어지게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기존에 동일

했던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각각 다른 컬러를 입혔다. 또한 분리수거 쓰

레기통 별로 다른 컬러, 재질, 버려지는 쓰레기와의 연결성이 있는 형태

를 통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였

다([그림 4-8], [그림 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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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색상, 재질, 형태를 통한 분리수거 행동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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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정보 접근

[그림 4-10] 정보 접근 요소를 활용한 인지과정 단계에서의 행동유도

[그림 4-11]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행동유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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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정보 인지과정에 개입하여 행동을

유도하고자 했다. 최종 행동에 대한 목표가 설정된 사용자들에게 분리수

거 정보를 아이콘으로 동일한 색상을 활용하여 인지과정에서 연결성을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분리수거행동에 대한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인지하여 분리수거 행동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그림 4-10] 참고).

2.1.5. 실험 결과

2.1.5.1. 색상, 형태, 재질을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관심)

[그림 4-12]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 결과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은 2017년 4월 20일부터 21일까

지 총 2일간 서울대학교 49동 2층에서 진행되었다. 총 17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액션캠으로 관찰한 뒤, 피험자가 버리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를 1차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리수거쓰레기를 분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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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 혹은 이어지지 않은지로 분류하여 데이터 정리하였다([그림 4-12] 참

고)

[그림 4-13]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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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관심적 요소로 인한 유도 행동 시도 결과

[그림 4-15] attention이 없는 피험자

[그림 4-16] attention이 있는 피험자

실제 버려지는 쓰레기의 17건 중 9건이 분리수거 쓰레기였다. 이 중 9

건 중 5건은 관심적 요소로 인한 분리수거 행동의 시도가 있었지만, 단

1건만이 분리수거 행동 유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본 실험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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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을 사로잡아 분리수거 행동에 대한 목표 설정에 관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었지만, 색상, 형태, 재질로는 정보 해석 과정에 긴 시간이 소비

됨으로 원활하게 행동유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전달성이 떨어져 정보전달에 있어 오류가 생겼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져 결국 목표행동에 도달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겼음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그림 4-12], [그림 4-13], [그림 4-14], [그림 4-15], [그림 4-16]

참고).

[그림 4-17]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실험 결과 중 테이크아웃 컵 분리수거 결과

[그림 4-18] 관심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패 사례

실험 기간 중 버려진 테이크아웃 컵은 2건이 관찰되었다. 2건 모두 피

험자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였으며, 분리수거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았

다. 이는 색상, 형태, 재질의 변화로는 습관화된 테이크아웃 컵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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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17], [그림 4-18]

참고).

2.1.5.2.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정보 접근)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은 2017년 4월 22일부터 5월 7

일까지 총 16일간 서울대학교 49동 2층에서 진행되었다. 총 17명의 피험

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액션캠으로 관찰한 뒤, 피험자가 버리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를 1차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리수거쓰레기를 분류

시 참여자가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피험자가 새롭게

추가된 정보의 연결성으로 인해 분리수거를 하게 되는지 혹은 않은지로

분류하여 데이터 정리하였다.

[그림 4-19]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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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분리수거 행동유도 실험 결과

색상, 형태, 재질을 활용하여 진행한 실험에서는 사용자의 시선을 사

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행동유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선 실험

에서 부족했던 정보를 아이콘을 같은 색상을 사용하여 쓰레기통과의 연

결성을 더해 2차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279건의 쓰레기 중 분리수거 쓰

레기는 16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11건이 분리수거에 성공하였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110건은 정보의 연결성으로 인한 피험자의 분리수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2차 실험에서의 분리수거율은 1차 실험의 분리수

거율인 11%에서 57% 증가한 68%의 분리수거율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4-19], [그림 4-20], [그림 4-21], [그림 4-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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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분리수거 성공 사례

[그림 4-22]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분리수거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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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분리수거 행동유도 영향 실험 결과

[그림 4-24] 정보의 연결성을 활용한 테이크아웃컵 분리수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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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정보의 연결성으로 인한 영향과 테이크아웃컵 분리수거 결과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결과는 총 39건 중 22건이 분리수거에 성

공하였다. 1차 실험에서의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은 0%에 그친 데

에 반해 약 56%가 증가했다. 총 17건의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실패

건수 중 6건은 기존의 쓰레기 버리기 습관(개인 쓰레기통에 모아서 한

번에 버리기)을 지닌 사람들로 인한 행동유도 실패 결과이다. 이를 통해

2차 실험인 정보의 연결성으론 습관적 행동을 지닌 피험자의 행동을 변

화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그림 4-23], [그림 4-24], [그림 4-25], [그

림 4-26] 참고).

[그림 4-26] 피험자의 습관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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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 실험 계획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하

여 실험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험은 앞서 진행한 1차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수거 행동이 유도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

후 개입하여 사용자가 최종 행동을 이룰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그림

4-27] 참고).

[그림 4-27] 2차 실험

본 실험의 목표를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습관적 상황에 대한 환기, 제약 요소를 더하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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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험에서는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아 분리수거 행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뒤 정보를 연결성 있게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행동이 자

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의 습관적 행동

인 쓰레기 모아서 한 번에 버리는 행동까지 유도하지 못하였다. 본 실험

은 사용자의 목표 설정과 정보 인지 과정(최종 행동을 하기 위한 상위

행동)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수정할 수 있는 요

소를 더해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제

약하는 요소와 다른 선택 상황을 제안하여 분리수거 행동과의 관계를 연

구하고자 한다.

2.2.1. 본 실험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

였다.

첫째, 습관적 행동을 제약시키는 요소가 추가된 일반쓰레기통일 경우

피험자의 분리수거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안(액체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제안한다면 피험자의 분리수거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첫째, 습관적 행동을 제약시키는 일반 쓰레기통은 행동단계의 수를 분

리수거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사용자에게 대안을 제공함으로서 생기는 새로운 행동으로 인해

(뚜껑 분리하기) 사용자의 분리수거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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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의 설계

본 실험은 형태를 통한 제약적 요소와 대안 제공을 활용한 디자인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실험의 경우 기존의 쓰레기통에 제약적 요소와 대안을

각 한 가지의 버전으로 총 두 가지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디자

인은 대상의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액션캠을 설치하여 관찰

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가 넘쳐 다른 행동 유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

시로 쌓인 쓰레기와 쓰레기통 주변을 치우고, 일반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위치를 실험 목표에 맞게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인지하기 쉽

게 재조정하여 변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2.2.3. 실험대상 설정

실험 대상 : 49동 2, 3층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사람들

본 연구는 습관적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의 제약, 대안 제공을

통해 습관적 상황에 환기를 주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디자인이 분리수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실제 실험의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행동을 유도하기위한 설득형 디자인의 행동모델에 근거하여 제약 요

소와 대안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 제약 요소에서

는 분석한 사용자의 행동의 공통된 습관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디자

인을 하였다. 두 번째, 액체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는 대안을 제공함으로

서 새롭게 생기는 행동이 분리수거로 연결성 있게 이어지도록 디자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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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디자인 컨셉

디자인에 앞서 특정 변수로 인한 행동 유도를 줄이고자 하였다.

1. 투입구 불편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행동

2. 일반쓰레기통의 위치가 가까워 쉽게 버리게 되는 행동

3. 사용자의 조형 취향에 따른 행동 (최대한 단순한 도형을 활용해 개

념을 표현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변수를 줄이고자 했다.)

2.2.4.1. 제약적 요소

[그림 4-28] 제약적 요소를 추가한 일반쓰레기통

[그림 4-28]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습관적 행동에 개입하여 분리수거

행동을 유도하고자 했다. 1차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관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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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쓰레기통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아주 부피가 큰 쓰레기를 제외하

고는 일반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공통된 행동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분리수거를 할 때 필요한 노력에 비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더

편리하기에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도출해내었다. 따라서 개인

쓰레기통을 엎어버리는 행동에 제약을 주는 요소를 일반 쓰레기통에 설

치하여 분리수거 행동과 행동에 필요한 노력 단계를 비슷하게 조정하였

다. 따라서 제약적 요소를 활용하여 일반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

람들의 습관적 행동에 환기를 주어 분리수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였

다([그림 4-28] 참고).

2.2.4.2. 대안 제공

[그림 4-29]의 디자인은 액체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는 대안을 제공함

으로서 새롭게 생기는 행동이 분리수거로 연결성 있게 이어지도록 디자

인하였다. 테이크아웃컵 안에 남은 음료를 버리기 위하여 사용자들은 컵

의 뚜껑을 분리하여 액체를 버리게 될 것이고 이는 컵이 분리수거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액체쓰레기통을 사용

하기 위해 생긴 컵의 뚜껑을 분리하는 행동이 분리수거를 위한 준비 단

계와 연결되어 분리수거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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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액체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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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실험 결과

2.2.5.1.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은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5

일까지 총 8일간 서울대학교 49동 2층에서 진행되었다. 총 162명의 피험

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액션캠으로 관찰한 뒤, 1차적으로 피험

자가 버리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들 중 분리수거 쓰레기의 분리수거 행동

성공 혹은 실패로 구분하였다. 그 뒤, 분리수거 행동의 실패에서 습관적

행동을 분류하여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

터 정리하였다.

[그림 4-30]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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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험 결과

[그림 4-32] 제약적 요소를 활용한 행동유도 실패 사례

개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아 한 번에 버리는 습관적 행동을 제어

하는 실험의 총 160건의 쓰레기 분리 관찰 결과 62건의 분리수거 쓰레기

가 조사되었다. 이 중 13건이 분리수거에 실패하였다. 제약적 효과를 활

용한 분리수거율은 약 82%로 2차 실험보다 14% 증가하였다. 하지만 습

관적 행동은 총 8건 중 8건 모두 행동유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반 쓰

레기통 투입구가 좁거나 버리기 힘들게 되어있으면 손에 이물질이 묻거

나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감으로 인해 일반쓰레기통 사용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사전 인터뷰와는 상반된 결과가 관찰되었다([그림 4-30], [그림

4-31], [4-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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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대안 제공을 통한 행동유도 실험

대안 제공을 통한 행동유도 실험은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

지 총 8일간 서울대학교 49동 2층에서 진행되었다. 총 26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액션캠으로 관찰한 뒤, 1차적으로 피험자가

버리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들 중 분리수거 쓰레기의 분리수거 행동 성공

혹은 실패로 구분하였다. 그 뒤, 분리수거 행동의 성공 혹은 실패에서 습

관적 행동을 분류하여 대안 제시가 목표행동인 분리수거 행동 유도와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데이터 정리하였다.

[그림 4-33] 대안 제시를 통한 행동유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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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대안 제시를 통한 행동유도 실험 결과

음료를 버릴 수 있는 통을 설치하는 대안 제시 방법을 활용한 실험

결과 총 269건의 분리수거 쓰레기 중 211건이 성공하여 약 78%의 성공

률이 도출되었다.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결과는 총 32건 중 31건이

성공하여 약 97%의 분리수거율이 관찰되었다. 31건의 테이크아웃 컵의

분리수거 성공 건수 중 18건은 제시된 대안인 액체용 쓰레기통을 사용하

였으며, 13건은 사용하지 않고도 분리수거를 하였다([그림 4-33], [그림

4-34], [그림4-35], [그림 4-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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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대안 제시를 통한 행동유도 성공 사례

[그림 4-36] 대안 제시를 통한 행동유도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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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대안 제시를 통한 테이크아웃컵 분리수거 변화

[그림 4-38] 제시된 대안을 사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컵을 분리수거하는 사례

[그림 4-37]은 테이크아웃 컵의 날짜별 분리수거 변화를 정리한 결과

이다.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로 실험이 진행될수록 테이크아웃 컵의 분

리수거율이 증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시된 대안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테이크아웃 컵을 자발적으로 분리하여 버린다

는 것이다([그림 4-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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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체 실험 결과

[그림 4-39] 전체 실험 과정

실험은 총 3단계 총 4번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목표가 명확 혹은 불명

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실험을 통해 분리수거 행동

의 특징 상 접근 요소만으로는 사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순 있지만 분

리수거 행동을 유도하기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를 조직

화하여 제공하자 다수의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정보를 조

직화시켜 제공해도 습관적 행동을 수정하긴 어려웠으며, 제약적 요소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 보다 습관적 행동이 더 강했다. 하지만 대안 제시를

통해 사용자의 습관적 행동을 수정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

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분리수거 행동으로 이어졌다([그림 4-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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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행동유도디자인

1.1. 행동유도디자인 모델

본 연구는 사용자의 이해와 행위의 복합적 관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행위유도디자인 전략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사물을 통한 자극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용자는 경

험과 직관에 의존한 선택을 내려 목표하고자하는 행동과 거리가 먼 판단

을 내리기도 한다.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사

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5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

용자의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심리에 대한 연구와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경제학과

Fogg의 설득형 디자인(persuasive design) 행동모델에서의 행동유도요소

를 도출해냈다. 또한, Hartson의 행동 단계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까지의

단계 별 사용할 어포던스와 Carliner의 정보 제공 수준 이론을 활용하여

행동유도 요소들의 사용 단계와 수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목표행동이 이루어지지 원인으로 첫째, 시

간과 정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둘째, 목표 행동에 대한 동기가

없는 상황 마지막으로 목표 행동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들이 목표 행동을 행하기 위한 강한 동기, 과정에 대

한 쉬운 이해와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을 알려주어 행동으로 이어지게 촉

발시킨다. 사용자의 행동은 사용자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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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인지과정을

거친 후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목표행동에 대한 이해에 따라 디자인을 통한 개입방법이 다르

다. 이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 사용자의 이해와 정보 전달 방법에 적합한

디자인 개입방법을 행동유도모델로 구성해보았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목표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에 따른 행동유도디자인 모델

사용자의 행동을 하기 위한 이해과정으로는 우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인지한 후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용자의 행동

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프레이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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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ing Effect)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다니엘 카너먼은 “문제의 표

현에 따라 사람들의 믿음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해석적 프레임인 문제의 표현에 따라 인지적 프레임인 믿음과 선호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자가 가진 인지 구조가 준거점이 되어 문

제 표현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54).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의 제시 형태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호에 영향을 미쳐 다른 의

사결정을 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전달 단계 별로 방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행동유도모델은 사용자의 이해와 행동 유도

방법이 고려되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하고자하는 상황과 사용자의 행동 단

계에 따른 행동 유도 모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우선 사용자의 행동 과정인 1. 목표 설정 2. 정보 인지(행동 의도 개

발, 행위 순서 규정) 3. 실행 직전 단계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개

입 단계를 총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목표 설정에 영향

을 미치는 ‘접근’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와 유도하고자하는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엔 물리적 수준의 감각적 어포던

스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목표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사용

자의 목표를 수정 혹은 설정하여 목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사용

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요소를 통해 정보의 가시성을 증가시켜 사용자의

시선을 이끌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개입하는 것이 ‘접근’ 단계에서의 방

법이다. 두 번째 사용자의 정보 인지를 통한 정보 구조화 단계에서의 개

입인 ‘관심’이다. 다수의 사용자의 행동목표와 유도하고자하는 행동이 일

치하거나,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아 목표 설정에 접근하였으나 정보 전

달의 오류가 생길 경우에 적절한 개입방법이다. 이 개입방법은 복수의

정보에 연결성을 주어 정보를 조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행동유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산발되거나 많은

54)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 Daniel Kahneman. 1st pbk. 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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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 인하여 인지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설정된 목표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정보를 잘못 이해하여 행동의 오류를 야기한다. 하지만 정보

에 연결성을 만들어 조직화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적어져 원활한 행동유도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의 습관적 행동으로 목표 설정과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을 때에 사용하는

‘계기’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기도 하고 즐거움이라는 인센티브 요소를 추가하여 습관적

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실험은 총 3단계 총 4번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목표가 명확 혹은 불명

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실험을 통해 분리수거 행동

의 특징 상 접근 요소만으로는 사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순 있지만 분

리수거 행동을 유도하기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를 조직

화하여 제공하자 다수의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정보를 조

직화시켜 제공해도 습관적 행동을 수정하긴 어려웠으며, 제약적 요소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 보다 습관적 행동이 더 강했다. 하지만 대안 제시를

통해 사용자의 습관적 행동을 수정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

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분리수거 행동으로 이어졌다.

1.2. 연구의 의의

사용자의 이해와 행위의 복합적 관계에 기반을 둔 행위유도디자인모

델을 통해 행동유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어 사용자의 행

동 단계에 적합한 디자인 개입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행동유도를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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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 방향 전망 및 기대효과

첫째, 사용자의 이해와 행위에 기반을 둔 행동유도모델이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으므로, 어떤 요인이 사용자 행동의 지속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

동유도디자인이 아닌 사용자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습관

형성모델로의 발전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의 3단계 중 대안제시 관찰 실험을 통

하여 행동유도를 목표로 했던 사용자 그룹 외의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목

표 행동이 유도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

사용자 그룹 외의 사용자들의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목표 행

동이 일어나는 사물에서 한정된 행동 유도 개입이 아닌 사물과 주변 상

황에 대한 이해는 사용자와 공간(상황)과 물체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개입방법이 사용자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습관적 행동을 이어나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

다. 사용자의 고착화된 습관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

리적, 감정적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제약적 개입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행동 유도 모델의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행동유도모델의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와 행동단계 별 디자인 개입방법의 정리는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이해

와 행위의 복합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결과물

을 통해 성공적인 행동유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유도한 행동의 지속성과 목표 사용자 그룹 외에 행동 유도에 영향

을 미친 요소를 찾아내어 행동유도모델의 행동 증가와 행동 지속성을 고

려한 모델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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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ople face a situation of selection, they often find

themselves making logical and rational decisions. However, some

decisions come from experience and intuition. In Behavioral

Economics, these types of behaviors can be explained with heuristics.

Heuristics is a theory of cognitive bias resulting from irrational

judgments of a person or situations. Human contain finite amount of

energy, which limits cognitive ability or/and intelligence. Therefo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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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ly distribute the use of energy, most judgments of everyday

life are mainly made with emotion-based intuition or heuristic while

the use of reas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is limited. Heuristic

produces satisfying results to most situations without great effort, but

it often results in absurd or biased consequences.

Stimulation through objects induces the user to do certain actions.

Occasionally, unexpected behaviors occur even though the user has

been provided with information of desired behavior through an object.

This is especially observed in situations requiring social behavior,

which users usually do not act voluntarily with clear motives.

Because the strong autonomic nature, users experience cognitive

impairment during the behavioral process up to the final action,

leading to other behaviors. The causes of users' cognitive errors are

time, information, passivity of decision making, and emotions.

Humans make choices with mere guess when too much cognitive

effort is required in everyday choices that do not benefit or harm

them. At this stage, they are highly influenced by the results of

others and emotional impulse act as strong motivators. Factors

controlling behaviors are perceived through stimulation of objects.

Five approaches are tested to overcome mental errors or cognitive

biases that have already been fixed and induce new behavior. First,

we derive behavioral induction factors in behavioral economics and

Fogg's persuasive design behavioral model to understand the

cognitive psychology that can explain the process of user behavior

and to identify influence factors of user choice. Next, factors are

categorized by levels of usage and where in the process of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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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used based on the Hartson's User Action Framework and

Carliner's 3 part framework for Information Design theory. Their

common assertion argues that in order to induce human behavior,

three factors are required: motivation, usability, and trigger. The

reasons why users do not achieve their goal behavior is that first,

too much investment in time and information, second, lack of

motivation for the targeted action, third, not knowing when to

execute the targeted action. In other words, for targeted action to

occur with strong motivation, ease of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given time of a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theories above, an

information delivery method for each step and reconstruct a

behavioral model that induces target behavior i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cycling behavior of

take-out cups, which are a composite material garbage. Composite

material garbage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material.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and managers, the users needed to invest more

time in the separation step than the single-material garbage

separation, resulting in a behavior error of disposal in general waste,

causing the store manager to spend time sorting recyclable waste.

Using the model stated above, the error of recyclable waste being

disposed in general waste is explain as a situation in which much

cognitive efforts are required in the process of disposal resulting in

error. The original goal was not to keep the collection action. This

study aims to effectively induce proper action to fixed cognitive

errors in the recycling behavior of take-out cups through design.

keywords : Behavioral Design, Inducing User'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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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Understanding User's Interpretation and Action,

Behavioral Economics, Cognitive Error and Design, Cognitive

Design, Social Design, Habitu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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