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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도구환경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스마트기기를 심으로 통합되는 도구환경 변화는 스마트폰

이라는 도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동 상재생,인터넷

검색,메시징,뉴스시청 등의 행 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합되

고 있으며,이 의 각 기능을 수행하던 도구들은 사라지고 있다.

IT기업들은 스마트폰에 사운을 걸고 있다.그러한 도구환경 변화

에서 사용자의 주요 사용행 는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변화하

고 있다.깨어있는 부분의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

자들은 커뮤니 이션 행 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다른 사용자,컨탠츠,그리고 도구는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사용자 UX 설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의 UI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어 사용자의 사용성 요구에 히

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UX디자인은 사용자들에게 강

력한 사용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제품의 사용 만족도에 큰 향

을 주는 요인이다. 연구자는 이에 커뮤니 이션 심의 사용성에

응하는 CUX 패러다임을 제시한다.아울러 CUX와 련된 학문

역의 문헌조사와 실험조사 등의 연구를 통해 패러다임에 응하

는 방법론의 범 와 연구체계를 제시한다.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

기기로 통칭되는 새로운 도구의 사용에 있어 UX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한 기 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커뮤니 이션,UX,UI,스마트기기,사용행 ,사용성

학 번 :2008-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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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요

제 1 연구배경

도구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UX디자인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하

다.

개인용 정보기기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기기 사용방식이 변화하고 있

다.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불리는 새로운 모바일 정보기기가 보

되면서,새로운 정보,통신,여가,소비 생활의 모습들이 주변에서 나타나

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도구의 사용에 있어 새로운 양상을 불러오고 있

다.

그동안 인간이 쓰던 도구들은 목 성에 충실한 것이었다.도구가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고,그 용도를 다 하고 나서는 다시 필요가 생겨 사용

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리는 존재 다.토스터기,헤어드라이어, 기면도

기,세탁기,TV등의 도구들을 생각해보면,사용자가 필요할 때 그 핵심

기능을 활용하는 데 을 맞추어 디자인 되었다.그러한 도구들의 UX

한 사용자가 쉽게 그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형태와 사용방식을 디자인

해왔다.MP3 이어나, 자책,DMB,네비게이션,휴 용 게임기 등의

정보통신 기기들 역시 특정한 기능을 심으로 디자인되고 그 기능을

심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었다.기능은 곧 그 제품 자체 고,제품의 이름

-헤어드라이어,밥솥 등-은 그 제품의 기능을 명사화 한 것이었다.사

용 방식은 매우 직 이고 단순해야 했다.UI를 디자인 할 때도,제품

의 핵심기능을 심에 놓고 그것을 수행하기 해 조작들을 배치하는 식

으로 제품의 UI를 디자인 하 다.

정보기기의 기능이 많아지고 PC가 보 됨에 따라 UI디자인의 양상은 다

양한 기능의 사용방식을 알게 하는 데 집 되었다.사용자에게 정보의

구조를 악할 수 있게 하기 해 InformationArchitecture가 용되었

고,다양한 조작을 해 새로운 기술들이 용되었다. 하지만 기본 으

로 UX디자인은 기능에 집 하고 있었고,오류를 이고 핵심기능을 원

할히 수행하는 목 을 해 디자인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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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 사용자들의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양상과 태도를 보면 이

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승객

을 보자,스마트폰에 시선을 집 하고 무언가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조작

해 군가에게 메시지를 모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학교나 직장에서도

“카톡,카톡”하는 다소 경망스러운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알림이나

“띠링”하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 등록되었다는 알림이 끊임없이 사

용자를 부르고 있다.사용자는 끊임없이 커뮤니 이션 하고 있다.끊임없

이 다른 사용자 혹은 도구와 화하며 딱히 어떤 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잡담하듯이 혹은 습 으로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한 조작에서 조작 자체가 커뮤니 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요청

되고 있으며,그 것이 곧 사용이 되었다.이러한 상은 지 은 스마트폰

을 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앞으로 더 많은 도구들에 스마트기술이

용되고 네트웍에 연결된다면,도구 환경 체에도 향을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양상이 변화했다면 도구의 UX디자인 패러다임도 이에

응하여 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정보기기를 심으로 변화된

도구의 사용 환경에 응하는 새로운 UX디자인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제 2 연구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UX디자인에 있어 주요한 환경변화의 변수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새로

운 UX디자인의 요구사항을 발견하여 UX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있다.

2)기존의 UX디자인 패러다임과 새로운 UX디자인 환경을 비교 검토하

여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UX디자

인 패러다임을 제안하여 UX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3)새로운 UX패러다임을 한 기반연구는 향후 UX디자인 로세스와

방법론 연구에 거름이 될 것이다.

재는 모바일 정보통신도구(핸드폰으로 표되는)기기만이 인간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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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4시간 함께하며 생활하는 유일한 도구지만 앞으로 그런 도구들이 더

생긴다면 그러한 도구들에게도 용이 가능한 연구가 될 것이다.

제 3 연구목

본 연구는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의 역을 심으로 다음의 목 으로 수

행된다.

1)커뮤니 이션 시 의 도구 환경과 사용자의 사용행태 분석

2)정보도구의 새로운 UX패러다임의 제시

3)정보도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응하는 UX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제

공

제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1)문헌조사와 사용자 인터뷰, 찰실험을 통해 새로운 도구사용의 경향

을 악한다.

2)문헌조사를 통해 재의 UX패러다임을 확인한다.

3)1)과 2)의 비교 검토를 통해 새로운 UX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

4)1)을 통해 확인 된 새로운 도구사용의 경향에 응하는 UX의 요구사

항을 추출한다.

5)3)에 응하는 4)의 변수를 UX디자인에 용하기 한 기반연구를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6)3)와 4)를 종합하여 새로운 UX패러다임을 제시한다.

7)3)과 5)를 종합하여 새로운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제 5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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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1> 연 의 가설

제 :‘재의 UX패러다임으로는 변화한 도구 환경과 사용행태에 응

하는 UX디자인을 할 수 없다’를 제로 다음의 가설을 세워 연구를 수

행한다.

가설 :도구 환경과 사용자의 사용행태의 변화는 UX디자인 방법론 변화

의 요한 조 변수이며,독립변수인 UX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UX개발 패러다임은 UX디자인 방법론에 향을 미친다.UX디자인 방법

론은 사용자의 UX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다.

사용자의 UX만족도는 정 제품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

다.

종속변수 : 정 제품 이미지

독립변수 :UX개발 패러다임

조 변수 :UX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한 UX디자인 개발 방법론

매개변수 :사용자의 UX만족도

변화한 조 변수에 응하는 새로운 UX패러다임을 찾고 그에 해당하는

UX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사용자의 UX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고 나아가 정 제품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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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상결론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 도출하도록 한다.

1)커뮤니 이션 시 의 새로운 UX패러다임 제시

2)커뮤니 이션 시 의 UX디자인을 한 가이드라인

제 7 용어정리

UX(User Experience)Design 사용자경험 디자인 :도 드 노먼

DonaldNorman에 따르면,“UX 혹은 UE로 요 쓰는 UX디자인은 사

용자와 제품 간 인터랙션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제품을 어떻게 인지하

고 학습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지가 이에 포함된다.”1)

InteractionDesign:단어 의미만을 가지고 뜻을 정의한다면 상호작

용을 계획하는 행 이다.IDEO의 창립자인 DavidKelley는 인터랙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인터랙션 디자인은 기술 지식을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군가가 신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다.”2)

InformationArchitecture정보설계 :정보를 일 성 있는 구조로 분

류하는 것이다.이 용어는 닷컴 호황 시키에 방 한 웹사이트가 불쑥 나

타나기 시작하면서 화되었다.많은 사람이 정보 설계를 인터랙션 디

자인과 혼용해 사용하지만 그 범 가 더 좁다.3)

1) 도널드 노먼, The Invisible Computer : Why Good Products Can Fail, the Personal 

Computer is So Complex, and Information Appliances Are the Solution(보이  않는 컴 터 : 

왜 좋은 제 이 실패하는가, PC는 왜 게 복잡한가, 정보 가 왜 해결책인가),(MIT Press, 

1999)

2) 빌 모 리 (Bill Moggridge), Designing Interactions(인터랙션 디자인하 ),(MIT Press, 2007)

에서 인용

3) 수잔 스버 , Designing the iPhone User Experience, 심 대 역 , 에이콘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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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 디자인(UserCenteredDesign):사용자를 디자인 로세스의

심에 두는 것으로, 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UCD를 활용하면,구입하기 쉽고,설정하기 쉽

고,익히기 쉽고,사용하기 쉽고,확장하기 쉬운 등 매력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디자인 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사용자 정보

와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UCD의 특징 이다.4)

MMS(MultimediaMessaging System):정지 상을 비롯,음악

음성 그리고 동 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상 편에게 송부하는 동

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보이스메시징시스템(VMS)·통합메

시징시스템(UMS)등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모

두 갖추고 있으면서 동 상과 같은 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즉 서비스 가입자는 자우편·팩스·음성메시지 외에도 동 상 뉴스,동

상 우편물 등 멀티미디어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메시지를 단말기 종류에

상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 는 송할 수 있다.5)

SMS(shortmessageservice):이동 통신 세계화 시스템(GSM)의 규

격을 따른 양방향 데이터 무선 호출 서비스로,단말과 단말 간에 최

150바이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하는 서비스다.별도의 부가장비 없이

도 40자 내외의 짧은 문장을 주고받을 수 있다.

SmartPhone 스마트폰 :휴 폰과 개인휴 단말기(personaldigital

assistant;PDA)의 장 을 결합한 것으로,휴 폰 기능에 일정 리,팩스

송·수신 인터넷 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이다.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 폰

과는 달리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애 리 이션(응용 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로 설치하고 추가 는 삭제할 수 있다는 이다.

4) 일본 IBM(주)/야마자키 가츠코,마츠다 미나코, 요시타케 요 , User Centered Design : 사용자 

심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역, 세종출판사, 2005. pp.25

5) 매일경제 인터넷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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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 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라우징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애 리 이션을 직 제작할 수도 있는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운 체제(OS)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애 리 이션을 공

유할 수 있는 등도 기존 휴 폰이 갖지 못한 장 으로 꼽힌다.6)

SmartPad스마트 패드 :아이패드를 시한 신세 태블릿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이 많다 하여 ‘스마트 패드’로 부르기도 하며,기존

의 태블릿 컴퓨터는 노트북 PC에 가깝다고 하여 ‘태블릿 PC’로 불러 구

분하기도 한다.다만,2011년 재 시장에서는 제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태블릿 컴퓨터’,‘태블릿’,‘스마트 패드’,‘태블릿 PC’,‘미디어 태블릿’등

의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2011년 재,노트북 PC기

반의 태블릿 컴퓨터는 매량이 미미한 반면,모바일 운 체제 기반의

태블릿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함께 IT 시장 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추세다. 문가들은 이에 해 태블릿 컴퓨터의 인기로 인해 머지 않아

일반 PC가 퇴출될 수도 있으리라는 망을 내놓기도 한다.7)

Streaming스트리 :1995년 리얼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

서 처음으로 선보 다.인터넷에서 상이나 음향·애니메이션 등의 일

을 하드디스크 드라이 에 다운로드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 (streaming)'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일이 모두 송되기 이라도 클라이언트 라우 는 러그인이

데이터의 표 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재생시간이 단축되며 하드

디스크 드라이 의 용량도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스트리 이 동작하려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측은 데이터

를 모으고,그 데이터를 사운드나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응용 로그램에

끊임없이 보내 수 있어야 한다.만약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6) 스마트폰 [smart phone ] | 네이버 백과사전

7) 태블릿 컴 터, 네이버캐스트, IT세상,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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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무 빠르면 여분의 데이터를 버퍼에 장하면서 동시에 스트리

하게 된다.그러나 데이터 수신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데이터의 표 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로,특

히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일반 사용자

들 역시 용량 멀티미디어 일을 즉시 다운로드할 만큼 빠른 속회선

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기술을 용하는 리얼 이어나 도미디

어 이어와 같은 소 트웨어가 필수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스

트리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격하게 늘어나고 있다.8)

UCC[UserCreatedContents]:인터넷·디지털카메라·휴 화 등 정

보통신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도 기존의 미

디어보다 빠르고 의미있는 정보들을 생산해 내면서 확산되었다.2006년

12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6올해의 인물'로 '유(You)'를

선정하고 '블로그나 미디어 역에서 향력을 키워가는 평범한 당신이

바로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발표,새로운 문화 트랜드로서 UCC의 힘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기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과 사진 주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Entertainment UCC) 형태 다가 동 상 주의 정보제공 콘텐츠

(InformationUCC) 주로 발 하고 있다.그러나 UCC의 빠른 발 과

함께 작권 침해와 부 합한 콘텐츠의 범람,명 훼손과 라이버시의

침해,정보조작,유언비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최근에는 문가

(professional)와 아마추어(amateur)의 합성어인 로추어(Proteur)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PCC(Proteur Created

Contents)도 등장했다.

표 인 동 상 포털 사이트로는 미국의 유튜 (YouTube)와 한국의

도라TV·곰TV·아 리카·아우라·엠군·엠엔 스트· 리챌큐 등이 있다.

미국의 유튜 는 방송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양을 앞지르며 미국 최

의 인터넷업체 구 에 16억 5,000만 달러에 매각 다.9)

8) 스트리밍 [streaming ] | doopedia 두산백과

9) [UCC] | doopedia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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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Network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상에서 친

구·선후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 네트워크(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NetworkService)’라고 한

다.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개인의 표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 계를 맺게 하고,

친분 계를 유지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한 발달하고 있다.

웹상의 카페·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 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심이 되어 자신의 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에서 차이 이 있다.

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

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인터

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

용하는 이들도 많다. 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

가 신뢰성이 높고 간결하게 달되기 때문이다.10)

LBS(LocationbasedService). 치기반서비스 :

휴 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기술을 종합 으로 활용한

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서비스를 말한다.이 서비스는 고객의 치정

보를 기반으로 상품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치추 정보 등 생활

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2002년들어 각 이동통신

사에서 GPS( 성항법장치)칩을 내장한 휴 폰를 이용,차세 LBS서비

스를 시작했다.지 까지 제공되고 있는 치정보는 사용자의 치를 사

용자가 있는 기지국 단 로만 악하여,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기지국을 기 으로 제공하 다.따라서 단말기

1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 doopedia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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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기지국하고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정확도가 1~2㎞에 달해 치확인 기능을 제 로 하지 못한 것이 실이

었다.그러나 인공 성을 이용한 GPS(GlobalPositioningSystem 성항

법장치)와 기지국 정보를 결합한 차세 치정보서비스(LBS)는 30∼

50m 내에서 치추 이 된다.

이러한 치기반서비스에는 교통 련 정보로 운 편의정보, 교통정

보 경로탐색 설정 등이 있으며, 치추 정보로는 치 추 ,개인

치정보,분실된 단말기 추 등이 있다.

한 생활편의 정보로는 물류,생활편의 서비스, 화번호서비스,지역정

보 등이 있고,상거래 정보로는 원하는 상품에 한 통보기능, 치기반

마 / 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1)

시만틱 웹[semanticweb]:컴퓨터가 사람을 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

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이해하기 쉬운 의

미를 가진 차세 지능형 웹. 을 들면,휴가 계획을 짜기 하여 웹상

에 있는 여행 정보를 일일이 직 찾아서 비행기와 호텔을 약하는

신에 자동화된 로그램에 략 휴가 일정과 개인의 기호만을 알려주

면 자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웹상의 정보를 해독하여 손쉽게 세부

일정과 여행에 필요한 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시맨틱

웹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로는 자원 기술 개념(RDF)과 같은 웹 자원

(resource)을 서술하기 한 자원 서술 기술,온톨로지(ontology)를 통한

지식 서술 기술,통합 으로 운 하기 한 에이 트(agent)기술 등을

들 수 있다.12)

BigData

데이터의 생성 양ㆍ주기ㆍ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무 크기

때문에,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ㆍ 장ㆍ검색ㆍ분석이 어려운 방 한 데

이터다.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하지만 컴퓨터 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11) 한 정보통신 술협회 IT용어사전

12) 한 정보통신 술협회 IT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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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빅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질병이나 사회

상의 변화에 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학자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 행동을

미리 측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이를 주장

하는 표 인 학자로는 토머스 멀론(ThomasMalone)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학 집합지능연구소장이 있다.13)

13) QMG 박문각 식엔  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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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도구 환경과 사용양상의 변화

이 장에서는 도구 환경과 사용양상의 추이를 조망하여 도구 환경 변화에

따라 도구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에서 살펴보

며,사용자들의 사용행태변화에 따른 사용성의 변화를 악한다.

제 1 도구 환경의 변화 -스마트 기기로의 통합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심으로 개인용 정보기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과 정보 활용 양상이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은 UX패러다임에 있어 도구의 변화와 사용자의 사용행

태의 변화라는 주요한 향변수로 서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도구 환경과 사용 환경 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도구 환경 변화 추이

1)정보도구 이 의 도구의 변천

도구의 기능은 자연에 응하기 해 인간의 능력을 확 ·강화시킨 것에

서 출발하 다.망원경은 의 움직임을,망치는 손의 움직임을,계산기

는 두뇌의 활동을 확 ·강조해 주었다.

도구의 진화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한 것은 인공 도구의 발명이었다.

더 나아가,18세기 증기기 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에 지를 공 하면 자

동 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갖게 되었다.도구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조작

의 결과를 완 하게 조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에게 맞춘 세계 던

것에 비하여 기계의 세계는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그것 자신이 자율

인 기구(機構)를 갖는 인공 환경을 만들어 냈다.

20세기에 들어 기계들은 에 지 리뿐만 아니라 정보 리마 도 기계

가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그러한 이유 때문에 필연 으로 컴퓨터가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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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에 시작된 산업 명으로부터 20세기 반까지는 물질,에 지로서

의 사물 그 자체에 해서만 사회의 심이 집 되어 왔다.그랬던 것이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정보에 해서 사회의 심이 옮겨져,이로부터

정보화 사회가 성립되게 되었다.14)

카이로 히로유키는 원시 도구에서 정보처리의 컴퓨터까지의 도구의 변

화를 정리하 다.

그 다면 정보도구의 등장 이후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개념의 변

화를 갖는가?

2)정보도구의 변화

최 의 진공 식 디지털 컴퓨터 ENIAC(1946)> 2세 컴퓨터(1958)>

3세 컴퓨터(IBM,1965)>4비트(bit)의 단일 칩(chip)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1971)>8인치 메모리 디스크 개발(IBM,1971)>컴퓨터

화면에 그림 출력 시연(제록스,1973) C＆C(computer and

communication)시 돌입(1970년 반) >최 의 포터블 컴퓨터

(IBM,1975) > 애 II 출시(1976)>>VLSI(超高密度集積回路, very

largescaleintegration)반도체소자(1977)> 통신기기나 통신망 등에

한 집 (회로)화·시스템화(1980년 )> CD출시(1980)> 최 의 노트북

T1100(도시바,1985)>최 의 PDA Newton(Apple,1993)>최 의 태블

릿PCTC1100(HP/LGOEM생산,2002)>iPad출시(Apple,2010)

정보도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최근 정보의 검색과 활용도구로 스

마트폰의 비 이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아이폰이 출시되며 스마트폰 보 은 속히 진행되었다.

<그림 II-1>를 보면 2009년 이후로 체 이동 화 가입자는 크게 변하

지 않았지만 스마트 폰의 비 이 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2011

년 11월 재 체 이용자 스마트 폰 이용자가 2000만 명을 돌 하며

40%에 근 하고 있고,2년 이내에 반 이상의 사용자가 스마트 폰으로

교체 할 것으로 보인다.세계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II-2>.

14) 카이  히 유키 · 하라다 에츠코 · 쿠 스 마사아키 음,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박영목 · 

이동연 옮 , 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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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 스마트폰 가입자 수 현

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 림 II-2> 세계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

다만,한국에서 좀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사용자들의 커뮤

니 이션 방법이 기존의 SMS나 음성 통화

심에서 카카오톡 이나 페이스 북 같은

스마트 폰에서 제공하는 어 리 이션

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실

제로 사용자들은 피쳐폰을 사용할 때 느껴

지는 불편함으로 스마트폰에서만 제공하는

카카오 톡 같은 일부 어 리 이션을 이용

하지 못해 느끼는 소통의 소외감을 많이

들고 있다.

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기능의 사용

실태를 보면 모바일기기에서의 검색이 PC를 바짝 쫓고 있다.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롤 보기 해 PC를 켜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찾아

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II-3>

2010년에 등장한 아이패드 역시 아이폰과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

고 있으며 어 리 이션이 호환된다.2011년 3월 애 은 아이패드 2이

벤트에서 1,500만 의 아이

패드를 매했다고 공식 으

로 발표했다.15)

종합하면 스마트 기기를 통

한 정보 활용과 커뮤니 이

션이 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통신도구의 변화

제 (Semmeling) 신기 실용화(1807)> 벨(Bell,A.G.) 화기의 발명

(1876)> 무선 신 성공(포포 (Popov,A.S.)와 마르코니

(Marconi,M.G.),1895)> 진공 시 개막 : (Fle-ming,J.A.)의 이

극진공 발명(1904),드 포리스트(deForest,L.)삼극진공 발명(1907)

15) [전자신문 2011년 1월 20일] 애플 1  실적 발 , 주인공은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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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3> 모바일과 PC에서의 검

색 점유율

> 이더(radar)(1934) > 텔 비 (television)(1928) > 쇼클리

(Shockley,W.B.)의 트랜지스터(transistor)발명(1948)>반도체 집 회로

(集積回路,integratedcircuit)(1958)> AT& T 화로 컴퓨터 데이터

주고받는 데이터폰 개발 > 고속 컴퓨터 CDC6600(1964)>무선호출기

(1982)>최 의 휴 폰 DynaTac8000(Motorola,1988)>최 의 스마트

폰 사이먼 발매(IBM& 벨사우스,1993)> Ipodtouch출시(Apple,2007)

>Iphone출시 (Apple,2007)> iPad출시(Apple,2010)

스마트폰 등장 이 에는 통신기기의 역할이

정보의 달과 안부의 확인이 주목 이었

다.불필요한 수다를 떠는 것은 통신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사용자를 보면 늘 휴 폰을 통해 다

른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개인이 완벽히 외부와 단 되어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뿐으로 보여 질 정도이다. 한 스마트 폰 이용자의 경우 스

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나왔을 경우,매우 불안해하거나 안 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정보/커뮤니 이션의 고립 상태를 익

숙해 하지 않고 매우 불편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미디어기기들의 변화

최 의 축음기 틴포일 발명(에디슨,1877)> 최 의 라디오 방송(R.A.페

슨던,1900)> 최 의 TV(존 로지베어드,1926)> 차량용 라디오(델

이 오토모티 ,1936)>최 의 휴 용 TV(Philco,1959)>카세트 테이

등장(필립스,1962)>최 의 WalkmanTPS-L2(Sony,1979)>최 의 휴

용 게임기 게임&워치(닌텐도,1980)> 최 의 MP3 이어 MPman

(새한미디어,1997) > DMB방송 시작(1995) > Streaming기술개발

(Realaudio,1995)> PMP(PortableMediaPlayer)의 등장(1998)> Ipod

등장(Apple,2001)> Ipod touch등장(Apple,2007) > Iphone 출시

(Apple,2007)> iPad출시(Appl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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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4> 스트리밍서비스 

멜   

미디어 기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의 경향

을 볼 수 있다.

� 소형화

� 고음질화

� 디지털 화

� 용량 화

� MultiMedia화

� 네트웍 통신을 통한 Contents의 외재(外在)

화 (Streaming)

미디어 기기의 사용에서는 미디어재생도구로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추세

이다.스마트폰 등장이후 기능이 복되는 다른 정보기기들은 사용이

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게다가,스마트 기기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Streamming기술을 이용하면 컨텐츠를 굳이 기기에 장하지 않아도 네

트웍을 통해 즐길 수 있는데,실시간으로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장용

량의 제한도 없다.<그림 II-4>

게임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즐기고 있다.송병 게임빌 표는 “스마

트폰은 역사상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고든 디바이스”라며 “콘솔이나

PC온라인게임 등 기존 게임 랫폼 이용 시간이 어드는 반면에 스마

트폰 비 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폰이든 가장

인기 있는 애 리 이션 순 는 게임이 독 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스

마트폰 게임 콘텐츠 선호도가 높다.16)

새롭게 등장한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 패드는 스마트폰과 랫폼을 공유

하여 어 리 이션 호환이 가능하고 동일한 UX를 채택하여 빠르게 보

되고 있다.특히 게임과 정보검색은 물론 책,신문,잡지 등 기존의 아

날로그 미디어까지 흡수하여 새로운 정보의 활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결론 으로 모바일 미디어기기들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로

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미래비 니스포럼 2011]인터넷콘텐츠 화두는 모바일과 소셜 , 전자신문 2011.11.30일자 

사. 한세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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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커뮤니 이션의 부각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 개인용 정보기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그 흐름

은 스마트폰이 주도하고 있다.스마트폰의 인터넷 속기능과 빨라진 데

이터처리능력,획기 으로 증가한 메모리용량,커진 화면에 용된 터치

조작기술등의 하드웨어 개선은 인터넷 검색기능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디어 련 기능들을 스마트폰으로 흡수되게 하 다.스마트폰의 범용

OS는 다양한 소 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랫폼을 제공하 고,앱 스

토어라는 불법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채용한 소

트웨어 시장은 어 리 이션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 다.

으로 성공한 어 리 이션의 등장은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제작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은 애 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개수만 2010년 이미 30만개를 넘어섰다.다양한 어 리 이션의

제공은 스마트폰을 ‘제 로’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 트웨어 매력을

제공하 으며,애 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일등

공신이었다.구 에서 제공하는 무료 랫폼인 안드로이드로 개방형

랫폼을 무기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탑재되며 시장 유율을 높여왔다.거

기에 더해,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은 이들 랫폼과 애 리 이션을 공유

하는 스마트 패드17)를 출시하며 그 역을 모바일 컴퓨 으로 넓 가고

있다.바야흐로 스마트폰 시 가 온 것이다.

그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애 리 이션은 바로

SNS(SocialNetwork)어 리 이션이다.이 에는 건단 50~100원의 이

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SMS(Short message Service)나

MMS(MultimediaMessagingSyste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카오톡은 단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이 되었으며,카

17) 아이패드를 위시한 신세대 태블릿 컴 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여 ‘스마트 패드’

 르 도 하며, 존의 태블릿 컴 터는 노트  PC에 가 다고 하여 ‘태블릿 PC’  러 

하 도 한다. 다만, 2011년 현재 시장에서는 제  종류를 가리  않고 ‘태블릿 컴 터’, ‘태블릿’, 

‘스마트 패드’, ‘태블릿 PC’, ‘미디어 태블릿’ 등의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재,노트북 PC기반의 태블릿 컴퓨터는 매량이 미미한 반면,모바일 운 체제 기반

의 태블릿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함께 IT시장 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추세다. 문가들은

이에 해 태블릿 컴퓨터의 인기로 인해 머지 않아 일반 PC가 퇴출될 수도 있으리라는 망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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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톡의 사용은 은이들에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화

에서 소외되도록 만들었다.카카오톡 같은 킬러 어 리 이션은 학생

들의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90%를 넘게 하는 1등 공신이었다.페이스

북 역시 단순한 일기장 수 의 이 의 기능에서 스마트폰 보 률이 높아

지고 모바일 네트웍기능을 극 으로 활용하게 되며 여론 형성의 장으

로 역할이 확 되었다.도구 사용에 있어 커뮤니 이션은 이 어느 때

보다 요해지고 있으며,이 과는 다른 방식의 커뮤니 이션이 속속 등

장하고 있다.소셜 커머스 ,소셜 게임의 인기는 쇼핑과 여가생활을 커뮤

니 이션을 통해 끌어들 다.한발 더 나아가,카카오톡 러스는 백화

,연 인,호텔 등이 친구로 등록되게 하여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품정보가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메시지로 날아

오는 것이다.

6)도구 환경 변화 종합

정보도구의 사용이 스마트기기로 통합되고 있다.스마트기기는 커뮤니

이션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 특징이 있다.최

근 일어나고 있는 도구 변화의 핵심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I-5>

� 스마트폰이 휴 폰시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정보통신기기가 재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있다.

� 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단일한 정보 활용/커뮤니

이션/미디어활용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 스마트 기기는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기

업이나 서비스도 커뮤니 이션을 주요한 사용자와의 소통경로로 여기

고 근하고 있다.

2.스마트 기기시장의 경쟁

스마트 기기시장은 스마트폰을 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어

떠한 부분에서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고,이것들은 도구환경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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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5> 정보/통신/엔터테인먼트 도 의 변화

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1)사용 랫폼 경쟁

2007년 이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시장은 다양한 기기들이 공존하고 있었

다.MP3P/셀룰러폰(일반 휴 폰 지 은 피쳐폰이라 불리고 있다.)/

PMP/휴 용 게임기 등이 각기 역을 구축하고 있었다.휴 폰은 디

자인과 화면크기, 상 통화 정도의 기능만이 시장에서 어필하고 있었다.

2007년,애 의 ‘아이폰(iPhone)’을 처음 출시하면서 이른바 손안의 PC라

불리는 스마트폰 시장이 격히 확 되기 시작했다.아이폰 등장 이 에

도 스마트폰이 다수 출시된 이 있지만,이들은 일부 문가나 ‘얼리어

답터(Earlyadopter)’를 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애 의 아이폰은 기능이나 디자인은 물론,가격,편의성 면에서

철 히 일반 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었다.특히 2008년에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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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7> 아이폰의 잠

해제 화면

< 림 II-6> IOS가 제공하는 본 UX

용의 애 리 이션(이하 앱)을 매 서비스

인 ‘앱 스토어(AppStore)’가 오 하고 다

수의 개발자들이 여기에 앱을 공 하기 시

작하면서 아이폰의 활용성은 다른 스마트

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18)스마트폰 제품

선택의 가장 큰 기 은 애 이냐 아니냐가

되었다.바야흐로 스마트폰 랫폼의 쟁

이 시작 된 것이다.OS에서 제공하는 기본

UI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기 조작감

을 부여하고 사용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큰

향을 다.<그림 II-6>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기본 UX는 잠 헤제 이고 이 방식은 각

각의 랫폼마다 각기 다르다.음악재생,사진/동

상 촬 ,주소록,문자메시지,음성통화,날씨,시

계,캘린더,일정 리,메모,계산기 등의 어 리

이션 등을 통해 UX디자인은 사용자와 만난다<그

림 II-7>. IOS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로 하여

애 을 다시 구매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하나이다.IOSUX디자인은 애 의 모바일 기기의

BI로 자리잡았고,마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Android

아이폰의 인기는 제조사들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

다.애 은 아이폰 자체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는 아이폰용 앱을 팔아

서 얻는 수익이 더 컸는데,앱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하는 경우,

그 수익 에 앱 개발자가 70%,그리고 애 이 나머지 30%를 가져가게

되어있었다.그래서 아무리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앱이 인기를 끌어도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요 외의 수익을 기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악한 업체 하나가 바로 세계 최

의 검색엔진 업체인 구 (Google)이었다.새로운 동력원을 찾기 해

18) [IT동아, 2011,10,28, 영우 ]스마트폰 다양화의 수 안드 이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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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8> 안드 이드OS 

의 본화면  검색 능

이 전면에 나와있다.

스마트폰 시장에 독을 들이고 있던 구 은 2005

년,모바일 소 트웨어 개발업체인 ‘안드로이드

(Andriod)’사를 인수하여 본격 인 모바일 운 체

제의 개발에 나섰다.그리고 2007년 10월,구 은

삼성 자,LG 자,모토로라,HTC,T모바일,NTT

도코모, 로드컴, 컴 등과 함께 ‘오 핸드셋 얼

라이언스(OHA,Open HandsetAlliance:개방형

휴 화 연합)’을 결성하고 개방형 모바일 운 체

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발표했다 <그림

II-8>.안드로이드폰의 가장 큰 장 이라면 바로

‘개방성’과 ‘다양성’이다.모든 제조사는 마음만 먹

으면 자유롭게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할 수 있고,소

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안드로이드폰 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

택할 수 있다.안드로이드폰이 유율을 격하게 높일 수 있던 것도

와 같이 다양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19)

MSMobile

MS가 개발한 MSMobile은 Office를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는 데 있

어 강 을 보일 것으로 상되었으나 하드웨어 최 화 등 여러 가지 문

제 들을 드러내며 시장에서 참패하 다. 재 MS는 WindowsMobile7

이라는 새로운 OS를 선보이며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신제품들을 시장

에 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을 IOS와 안드로이드 랫폼에

빼앗긴 상태이다.뛰어난 하드웨어 성능과 무 하게 매량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NokiaSimbian

한때 휴 폰 세계시장을 석권하 고 가장 많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보유

한 노키아지만 심비안 운 체제<그림 II-9>는 애 에게 계속 유율을

빼앗기고 있다.훌륭한 하드웨어 성능과 합리 인 가격과 편리한 인터페

이스를 갖고 있지만,매력 인 감성의 UX와 앱 스토어라는 무기를 가진

IOS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차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노키아는 2011

년 2월 자체 운 체제인 심비안의 개발 단을 선언하 다.

19)  [IT동아, 2011,10,28, 영우 ]스마트폰 다양화의 수 안드 이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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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9> Simbian을 탑재한 Nokia 5800 

XpressMusic 

2)스마트기기 성공의 핵심 키워드 OS

UX의 BI화의 가능성

정보기기의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 ,인터페이스의 독창성으

로 인해 사용자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정보기기 메이커가 독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 그것에

익숙하져 있어서, 체품 선택 시 타사

제품의 조작이 어렵다고 느껴 원래의

메이커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이다.이를 ⌜경로 의존성⌟이라 한다.

이 ⌜경로 의존성⌟은 사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체계를 갖고 있는 기

기일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같은 기능에서도 사용방식과 조작

버튼의 배열을 다르게 하고 있는 카메라 제조사 니콘과 캐논의 경

우가 표 인 이다.두 회사는⌜경로 의존성⌟ 을 자사 제품을 사용

하는 기존 사용자층을 유지하기 한 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로 의존성⌟을 스마트 기기에도 용할 수 있다.카메라보다 더

복잡한 기능체계를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경로 의존성⌟을 강력하

게 형성할 것이다.그러므로 UX의 BI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애 같은 기업은 제스처 UI등의 ⌜경로 의존성⌟을 극 화한 UX등

을 활용하여 기존 사용자를 붙잡고 있다.

⌜경로 의존성⌟같은 사용의 익숙함은 랜드의 형성에 많은 부분 향

을 미칠 수 있다.그런 에서 UX디자인이 사용성을 편하게 해주는 보

조 기능에서 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 요소로 두되고 있다고

도 볼 수 있다. 략 UX디자인을 통해 BI형성이 가능할 것이다.그러

기 해서는 사용자의 행동과 반응을 면 히 찰하여 정 인 사용 이

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UX를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OS의 UX가 스마트폰 경쟁력의 가장 요한 키워드

하드웨어 사양과 앞 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모바일 정보기기에 탑재하는

것으로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증명하고 있다.제

품의 경쟁력은 단순히 하드웨어 사양의 단순비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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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0> 나이키 플러스  성

도우 모바일 폰과 노키아의 심비안 운 체제를 채택한 휴 폰들의 하

드웨어 스펙을 보면 IOS나 안드로이드 폰의 사양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기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따라서,MSOS와 심비안을 채택

한 휴 폰의 시장에서의 실패를 보면 스마트폰 OS가 스마트 기기의 성

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S는 정보기기에서 사용자가 가장

자주 조작 하게 되는 사용성의 바탕으로,사용자와의 커뮤니 이션과 인

터랙션을 통한 계형성이 되는 이기 때문이다.

3)다양한 센싱기술의 용

스마트기기들은 경쟁 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과 센서들이 탑재되고 있

고,기능 목록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그것들 표 인 것들은 다

음과 같다.

� 멀티터치 디스 이

� 조도,근 성 Proximity,움직임 센서

� 치와 방 정보

� 블루투스

� 사진과 비디오 카메라

� 마이크와 스피커

다양한 센싱기술의 용은 스마트기기를 단순한 정보통신기기를 넘어서

서 이 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인 정보의 생산과 융합을 가능

하고 있다. 를 들어 나이키 사의 Nike+라는 운동 시스템을 들 수 있

다.<그림 II-10>이 시스템은 나이키 러스 운동화 +운동센서(보폭센서

+송수신기)+휴 기기용 애 리 이션 으로 구성된다.운동화에 센서

를 넣고 운동을 하면 음성과 휴 기기 화면으로 재 속도,달린 거리

등을 알려 다<그림 II-11>.네트웍이 가능한 휴 용 정보통신기기를 사

용 이라면 같은 시간 운동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다.친구의 속도와 거리를 통신으로 주고받아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이

다.운동이 끝난 후에는 지도를 통해 내가 달린 거리와 속도 등을 확인

할 수도 있다.운동결과와 데이터를 페이스북 등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운동과 련된 새로운 융합 정보는 사용자들간

커뮤니 이션을 통해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효율 인 운동 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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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1> 나이키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쟁을 통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다양한 센싱기술

의 도입으로 스마트폰은 직 입

력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한 정

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도 가능해졌다.사용자

가 직 조작해서 입력해야하는

것들은 자동화되어 어들고

사용자는 커뮤니 이션에 집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4)모바일 네트웍 기술 경쟁

모바일 네트웍기술은 크게 휴 화 통신망과 Wifi블루투스 외선통신

등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로 나 어 볼 수 있다.

무선통신기술은 3세 방식(3G)과 4세 방식(4G)이 재 사용되고 있

고,4G의 가입자가 차 증가하고 있다. 재 정보통신업체들은 4G서비

스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고,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도 앞다투어 4G

휴 폰을 내놓고 있다.

3G데이터망은 송속도의 문제로 용량의 상등을 주고받는 데는 무

리가 있었다.하지만 용량의 문자나 사진등의 데이터를 송하는 데는

합하다. 부분의 이용자들이 정액요 제나 무제한 요 제를 통해 3G

망을 사용하고 있다.한국에서는 Wifi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수도권

부분의 공간에서 무료로 Wifi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무제한 는 무

료 데이터 통신망에 속해 있을 때 사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통

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메시징 로그램인 카카오 톡 등의 로그

램으로 항상 통신을 하고,페이스 북에 끊임없이 을 올리고 친구들의

을 보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경향은 4G로 넘어가면서 더 활발해질 것

이며 빨라진 속도로 인해 동 상 데이터 등 용량 미디어를 활용한 커

뮤니 이션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통신서비스 업체 간 경쟁으로 인

한 통신비용의 감소와 속도의 증가는 세계 인 추세이고,사용 양상

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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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2> 커 는 스마트폰 화면 크

5)모바일기기 디스 이 경쟁

화면크기는 모바일 정보기기

반에 걸쳐 형화,고해상

도화 되는 추세이다<그림

II-12>.이들 신제품은 4세

이동통신 LTE(롱텀에볼

루션)와 결합해 HD 고화

질 동 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2009년

만 해도 3인치 정도 던 주력 모델들의 화면 크기는 2012년 반

4.3~4.8인치로 커졌다.5인치 화면을 장착한 모델도 등장할 것이다.각 제

조사들은 휴 성과 사용성을 극 화하기 해 베젤을 최소화하며 화면의

크기를 키우는 경쟁을 하고 있다.업계 계자들은 동 상 감상이나 게

임 등 애 리 이션을 실행하는 데 큰 화면이 유리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권기덕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화질 동 상을 감상하거

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속할 때 화면이 큰 제품이 더 나은 경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0)

6)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 종합

� 스마트 센싱 기술로 조작해서 입력해야하는 것들은 자동화되어

어들고 사용자는 커뮤니 이션에 집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

� 하드웨어의 성능은 더 이상 인 선택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

다.오히려 OS가 선택의 기 이 되고있다.OS의 선택 이유는 기능보

다는 UX이다.

� 모바일 네트웍 기술은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용량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모바일 정보기기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 이션이 일어날 것임을 망할 수 있다.

� 디스 이는 형화 /고해상도화 추세에 있다.역시 다양한 미디어

를 재생하는 데 있어 이 으로 작용할 것이다.

� 스마트폰 OS의 UX는 BI형성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 [한 경제, 2011/07/04, 조 동 자] 스마트폰 두  경쟁 끝…이젠 화면 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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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3>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추이 

제 2 사용양상의 변화 -커뮤니 이션 심의 사용

1.새로운 커뮤니 이션 도구 사용양상

도구의 변화와 더불어 사용행태의 변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스마트 기기를 통한 커뮤니 이션의 증은 그동안의 도구와는 다

른 새로운 사용의 양상을 낳고 있다.

1)모바일 정보사용량 증가

스마트 기기의 보 과 더블어 모바일을 통

한 정보의 이용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

다.<그림 II-13>.

<그림 II-1>의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비

교하여 보아도 2010년 1월~2011년 사이 이

용자가 14배 가량 증가했다면 같은기간 모

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30배 가량 증가한 것

이다.사용자들의 네트웍 사용을 이 게 증

가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그 원인은 스마

트폰의 보 이 증가하면서 사용자 당 네트웍을 통해 커뮤니 이션을 할

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n명의 사용자가 한 번씩 상 방

에게 연결할 때 생기는 연결의 횟수N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N=n(n-1)

1번의 커뮤니 이션이 발생하는 트래픽을 1이라고 가정하고,<그림

III-14>에서 보듯이 커뮤니 이션 하는 사용자가 2명일 때 한번 씩만 연

락을 주고받는다면 2의 트래픽이 발생한다.그런데 사용자가 4명으로 늘

어난다면 서로 한번씩 연결할 때 12의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다.데이터

트래픽의 증가가 커뮤니 이션 상 의 증가가 원인이라면 같은 공식의

역을 이용해 커뮤니 이션 상 의 증가를 상해볼 수 있다.원래의 트

래픽을 2로 놓고 체 트래픽 증가 30배를 곱한 60을 N으로 놓고 증가

분 n을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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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4> 사용자 가와 트래픽 가의 계

60=n(n-1) :n=8.2(소숫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14배의 증가한 체 사용자 각각 사용자와 실제 계를 맺은 사용자

가 약8.2배 증가했다면 체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이 계산법은 페이스 북의 경우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페이스

북은 사용자가 을 올릴 경우 자동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

올라왔음을 알려 다.모든 사용자가 올라온 을 확인 한다면 공식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트래픽이 증가한다.따라서 트래픽증가는 사용자가

친구 계를 맺은 수를 통해 측할 수 있을 것이다.

2)커뮤니 이션 앱의 사용

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가장 자

주 이용하는 어 리 이션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다. 이러한

SNS(SocialNetworkService)사용의 증가가 도구 사용양상에 어떤 변

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알아본다.

가)카카오톡 사용 황

카카오톡은 작년 9월 회원 수 100만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000만명,7월 2000만명을 돌 했다.이어 4개월 만에 회원 수 3000만명

벽을 넘어섰다.해외 사용자 비율은 20% 정도다.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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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월 3월 6월 7월 11월

가입자 500만명 1000만명 1700만명 2000만명 3000만명

[  II-1] 2011년 카카오톡 가입자 수 추이

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표 II-1]

카카오톡으로 오가는 메시지도 이달 들어 7억 건을 넘었다.3월 1억6000

만 건에서 4배 이상 늘었다.이는 이동통신 3사 문자메시지 멀티미디

어메시지 총 송 건수보다 많은 것이다. 자 수 제한과 과 부담이 있

는 문자메시지에 비해 심리 부담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21)

나)카카오 러스

카카오톡의 제작사인 카카오는 국내외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서 실시간 메시지 랫폼으로 진화한다는 발 략을 세

웠다.각종 랜드나 미디어,스타를 친구로 등록해 련 정보나 혜택을

받고 외부 애 리 이션과 연계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22)이

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커뮤니 이션을 기반으로 외부 미디어와 상거

래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카카오톡 러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친구로 등록된 미디어,백화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새 음반 출시 소식이나,백화 세일 정보,공연정보,신제품 출시

소식 들을 진짜 친구가 보내는 수다메시지처럼 받게 될 것이다.

다)페이스북의 사용 황

페이스북 이용자는 가 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II-15> .2011

년 11월 최근 공식 발표에 의하면 페이스북 가입자는 8억 명을 넘었고,

하루 속자가 5억 명을 넘어섰다.이는 세계 인구의 10분의 1정도가 페

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 반 이상이 최소

하루에 한번 페이스북에 속한다는 얘기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평균 130명의 친구를 갖고 있고,80개의 페이지와 그룹,이벤트 등에 연

결돼 있다.매일 20억개의 [좋아요]와 댓 이 달리고 있고,2억 5천만개

21) [전자신문, 2011.11.15. 한세희] 카카오톡 가입자 3000만명 돌파

22) [전자신문, 2011.11.15. 한세희] 카카오톡 가입자 30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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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6> 최근 6개월 간의 내 페이스

 사용자 수 변화

< 림 II-15> 최근 6개월 간의 전 세계 페이

스  사용자 수 변화

의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다.페이스

북을 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고객

은 3억5000만명에 달한다.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특

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힘을 발휘하

며 한국에서도 토 확장에 성공하

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II-16>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2011년 11

월 재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448만3,28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10명 1명 꼴로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페

이스북 사용자 연령 분포를 봤을 때 연령별로는 25세~34세가 34%로 가

장 많으며,다음으로18세~24세다. 은 사람들,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

이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23)

스마트폰에서의 페이스북 이용은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다.카카오톡이

특정한 상과 화를 나 다는 것

과 비교해 페이스북에서 을 올리

면 (친구 알림을 끄지 않은)자신

의 모든 친구들에게 새 알림이

나타난다.<그림 II-6>에서 설명했

듯이 이 게 된다면,친구를 맻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하 수 커뮤

니 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재는 카카오톡보다 사용자

수가 많지 않지만,동시에 수많은

사용자와 커뮤니 이션을 하게 된다는 에서 카카오톡과는 다른 커뮤니

이션의 폭발력을 볼 수 있다.페이스 북에서 친구를 많이 맺는다면 친

구들의 알림이 뜨는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을 다 보

기 해서는 하루의 부분을 페이스북을 보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23) [페이스  통계 사이트 소셜베이커 (http://www.socialbakers.com) 2011,정순 의 사] 페

이스  가입 및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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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17> 나이키 플러스 

앱에 나타난 운동결과

때문에 건성으로 친한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러서 ‘나는 봤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생활의 불편함으

로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필요치 않은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

하 와 잦은 알림으로 인한 집 력 하를 꼽았다.

페이스 북의 커뮤니 이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나와 계를 맻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가 달이 되는 공시 (公示

的)성격을 가진다.

�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보는 횟수와 시간이 월등히 많다.

� 내가 만들어 올린 컨텐츠가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자기 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

� 일 다의 커뮤니 이션이 첩되어 폭넓은 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 Mobile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

불러내기 효과를 내고 있다.

라)페이스북의 역확장

페이스북은 '타임라인'기능을 도입해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진화한다.'오 그라 '라는 생활 앱(응용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음악 화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

는 것도 가능하다.생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요리를 좋

아하는 사람은 쿠킹 앱,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러닝 앱을 통해 활동

내역을 축 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24)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체 으로 연결시켜주

는 커뮤니 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여기에 다

양한 외부 어 리 이션의 연결은 페이스북이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를 들어,나이키 러스의 경우

운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림 II-17>. 그 게 해서 친구들

과 서로 운동 결과를 공유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II-18>.

24) [한 경제, 2011/09/23, 현 자] 페이스  `삶의 발자취`도 공유한다. 



-31-

< 림 II-18> Facebook에 공유된 나이키 플러

스 운동결과

새롭게 엔터테인먼트 허 기능도

강화했다.페이스북 랫폼에서 앱

을 통해 음악 · 화 ·TV ·뉴스

·책 등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페이스북

은 미디어 트 를 거 끌어들

다.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페이스

북은 다양한 미디어를 커뮤니 이션

으로 끌어들여 페이스북의 특징인

강한 네트웍을 통해 활용하려고 한

다.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커뮤니

이션 특성과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는 카카오톡의 그것과는 다른 시 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페이스

북의 진화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커뮤니 이션 랫폼을 이용하여 다른 미디어를 흡수 계하려는 시

도.

� 미디어 제공자들을 통합한 창구 -커뮤니 이션 포털-로의 변신.

마)UCC와 커뮤니 이션의 계

UCC의 등장 이후로 UCC이용자는 폭발 으로 증가했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활용이 증가해 왔다.스마트폰에서는 UCC를 손쉽게 만들 수 있

어 UCC제작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한,사용자의 커

뮤니 이션 증가와 결합되어 스마트폰에서의 UCC사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SNS를 통한 UCC의 공유는 스마트 폰 환경에서 경쟁 인 UCC생

산을 진하고 있다. 한 다양한 미디어로 만들어진 UCC로 가 커뮤니

이션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한 UCC활용의 증가는 다양한 매체가 모바일 커뮤니

이션을 통해 신속히 공유될 수 있기 때문

3)새로운 커뮤니 이션 도구 사용의 문제

사이버 괴롭힘이나 라이버시 침해,허 사실 유포 등 새로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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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도구인 소셜 네트웍 서비스(SNS)의 역기능이 두되고 있다.GPS

를 이용한 치 추 등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시 주의

가 요구되고 있다.SNS를 통한 여론의 형성을 법 으로 규제하려는 방

송통신 원회의 시도가 사 공간에서의 개인의 자유 침해이냐에 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한 최근 SNS사용의 격한 증가로 정보생활에 있

어 지나친 정보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2.새로운 콘텐츠 -사용자와 커뮤니 이션하는 콘텐츠

1)소셜 게임

가)소셜 게임의 증가

소셜 게임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그림 II-19>.이 소셜 게임은 이 의 게임과는 다른 사용자와

의 계맺기를 통해 게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 림 II-19> 소셜 게

임 매출 가. 출처: 

한  소셜게임 시장동

향 보고서 SK 

c o m m u n i c a t i o n s , 

Rubicon Games.

나)소셜 게임의 특징

소셜게임의 특성은 사용자의 독특한 사용행태를 야기하는데,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친근함 :귀여운 캐릭터 스타일/매우 쉽다/5분 미만의 튜토리얼

-진입장벽을 낮춰 구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2. 함 :하루 6~9회의 짧은 속 /부동기 이 (Asynchronous

Play)/시간 리 (Time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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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20> 소셜 게임 WeRule

-꾸 히 그리고 자주 게임에 속하게끔 게임이 사용자를 유도하고 있

다.

3. 계형성 :선물 기능 /실제 친구들과의 이 (ViralChannel:Play

withRealFriends)

-경쟁과 커뮤니 이션을 통해 게임 이를 독려하고 있다.

다)모바일 소셜게임 랫폼의 특징

-기기 고유 ID를 이용해 별도가입 없이 자동가입

-출시하는 모든 모바일 Apps에 동일한 랫폼 제공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게끔 한다.

-Facebook,Twitter등 개인마다 이미 이용 인 외부 SNS를 지정하여

연동 지원

-개인의 주소록을 이용한 '실사용자 소셜정보'이용

>게임은 소셜정보를 이용하여 소설 네트웍에 게임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다.

라)소셜 게임의 의미

소셜 게임은 실제로 모바일 SNS와

게임의 목이며,게임이 커뮤니

이션의 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게임의 조작 양상을 보면 카

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조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셜 게임은 스마트 폰 이용자들에

게 간단한 조작을 요구하는 미션을

부여하고 간단한 보상을 해 다.

We Rule이라는 소셜 게임<그림

II-20>을 로 들자면,사용자는 성

주의 역할을 부여받고 집을 짓거나 장간 등의 건물을 짓고 특정한 상

품의 생산을 지시한다.그러면 몇 분에서 몇 시간 만에 결과물이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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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성주인 자신이 일일이 돈이나 산출물을 거두어 들여 게임 속 재산

과 경험치를 늘려가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 얼마 않되는 작은 보상을 받는다.사용자는 그냥 처음엔 간단한 인

과 계를 가져오는 스마트폰 속에 생성된 자신만의 세계를 즐긴다.하지

만,게임이 진행될수록 게임은 사용자에게 좀 더 높은 난이도의 조작을

요구하게 되며,사용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조작에 직면하게

된다.물론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보상은 더 커진다.이 게임에서 연

구자가 주목 하는 것은 바로 게임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단순하고 잦

은 조작 그 자체가 게임이 주는 오락의 주된 요소라는 것이다.사용자는

기계가 제시하는 조작의 도 에 응 하는 식으로 게임을 즐긴다.그 결

과는 친구들 간에 네트웍을 통해 비교가 하여 그 결과들을 서로 경쟁하

게 한다. ,소셜 게임과 이 의 게임과의 가 요한 차이 으로 다

른 시간 개념을 들 수 있다.소셜 게임들은 매우 긴 이 시간을 걸쳐

자신만의 공간이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특

정 시간마다 꾸 히 게임의 조작을 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여기까

지는 일반 인 육성 시뮬 이션과 유사하다.이 의 육성 게임에서는 게

임 단 시 게임을 장하고 시간은 장했을 때의 시 에서 단되었다

가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장된 시 부터 이어서 이 하 다.그런

데,소셜 게임에서는 게임을 하다 문자가 오거나 일을 하려고 게임을

단하면,게임 속 시간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흐른다.15분이 걸리는 열매

의 재배는 실제 15분이 지나면 열리며 그 때 바로 따지 않으면,떨어져

서 썩어 못쓰게 된다.물론 다음 재배도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

이것이 사용자들을 자주 소셜 게임을 그토록 빈번하게 속하게 하는 요

인이다.끊임없이 신경 쓰지 않으면 게임 속 내 부하에게 생산을 맡긴

물건들이 못쓰게 되기 때문에 에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은 시시때때로 게

임에 속하여 세 을 걷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업그 이드 한다.이러

한 게임들은 매우 강한 독성을 일으키며,성공한 게임들은 기업 홍보

나 마 에도 활용되고 있다.순수한 심과 조작,이러한 행 의 증가

는 UX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그림 I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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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21> 소셜 게임에서의 시간흐름

마)소셜게임의 특성 종합

소셜 게임 사용행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조작 자체가 사용의 목 이 되었다.많은 조작을 요구한다.

� 실 시간개념이 도입되고 게임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계속 흐른

다.게임은 매우 긴 이 시간을 갖으며 실제 삶과 유사한 성장을

보인다.

� 사용자는 일정한 시간마다 속해서 게임을 진행해야만 한다.

�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조작한 결과는 네트웍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비교할 수 있다.

� 소셜 게임은 사용자의 강박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소셜 커머스 :소셜 네트웍에 기반한 단체구매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등이 다양한 미디어,상거래,생활기능 등을 끌어

들여 커뮤니 이션의 틀 안에서 활용하고자 하려는 시도와 별개로 새로

운 서비스가 커뮤니 이션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소셜 커머

스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득 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 등의 소셜 커머스 시장은 사용자에게 할인 정보를 MMS나 메신

등의 커뮤니 이션 방법을 통해 알려주고,소비자는 여러 사용자가 함께

할인 쿠폰을 이용해 물건을 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렴한 가격의

쇼핑을 가능하게 하 다.소셜 네트웍을 통한 량구매 방법과 커뮤니

이션 유통구조는 시장에 큰 장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인터넷 쇼핑과 소셜 커머스가 크게 다른 은 기존 인터넷 쇼핑이

일반 인 쇼핑몰이나 백화 상 과 같이 매장으로 손님이 올 때까지 기

다리고 있다면,소셜 커머스는 사용자들에게 극 으로 커뮤니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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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22> 애플리케이션 의 사용별  

하며 소비자들로 하여 상품을 보게 하고,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

려 한다는 것이다.

3.스마트기기 활용의 핵심 -어 리 이션

기존의 정보통신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

은 다양한 서드 티25)에서 제공하는 애 리 이션의 활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기존 정보통신기기 하드웨어 제조사 주로 제작해 제공하던 소

트웨어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면,다양한 개발 킷 과 개발자를 한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은 부분 앱이라 불리는

어 리 이션이 맡고 있다.어 리 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어 리

이션의 활용은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지 알아 본다 .

1)어 리 이션의 구분

사용자 애 리 이션은 사용 행태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분류로 나 어

볼 수 있다.<그림 II-22>

가)목 성 기능 앱 :특정한 기능 목 을 가지고 사용하는 앱이다.일

정 리,날씨,환율조회 ,은행,길 찾기 등등 확실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앱으로 UX에서 사용편의성이 매우 요하다.사용 빈도는 그리 크지 않

으며 비정기 이다.사용 시간도 길지 않다.사용자가 설정을 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

25) 하드웨어 제조업체나 원천 술을 가  업체가 아닌 다른 전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예를 들어, 

애플사의 아이폰에 활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이 아닌 회사가 만든다면  회사는 서드파티 

제작사다. 하드웨어 제작사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  때문에 서드파티 제

작사가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제공하느냐가 정보 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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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23> 모바일 

정보통신  사용

나)커뮤니 이션 앱 :커뮤니 이션을 한 도구로 다른 사용자와 원

할한 의사소통이 요하다.가장 자주 쓰는 앱에 속하며 사용자들을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다른 사용자와의 계를 도구가 설정해주기도 한

다. 한 계형성을 해주는 카카오톡형 앱과 회람의 성격을 갖는 페

이스북 형 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다)몰입형 앱 :여가를 활용하는 앱이다.사용자의 심 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잦은 이용은 없지만,사용자가 한번 사용 시 집 해서

비교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는 어 리 이션이다.

라)아바타형 앱 :소셜 게임이 표 인 로,사용자의 조작이 실시간

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애 리 이션으로 사용자의 지속 인 심과 조작

을 요구한다.사용자들이 정기 인 사용이 보여졌으며,자주 확인하게 되

는 애 리 이션이다. 독성이 강하다.

2)어 리 이션의 활용양상

사용자들의 모바일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조사하여 정리하 다.조사방법

은 면 법과 동행 찰법(shadow tracking)을 활용하 으며 황용에 있어

어 리 이션을 통한 커뮤니 이션과 구분을 두기 해 1)의 어 리

이션 구분에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발신을 추가하 다<그림 II-23>.조

사 상은 설문조사 응답 자 모바일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표 사례

가 될 수 있는 특징 사용자를 선정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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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II-24> 피쳐폰 사용자 K씨의 모바일 정보통신  이용현황

< 림 II-25> 피쳐폰 사용자 M씨의 모바일 정보통신  이용현황

가)휴 폰을 꼭 필요할 때만 쓰는 피쳐폰 이용자

M씨와 K씨는 일반 인 피쳐폰 사용자이다.가끔 DMB시청을 빼고는 가

끔 문자와 화 통화를 하는 것이 휴 폰 사용의 부이다.K씨는 꼭

필요한 일이 없으면 화나 문자를 잘 쓰지 않는 편이었고,휴 폰을 자

주 꺼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그림 II-24>.

나)문자메시지 요 이 아까운 피쳐폰 이용자

M씨는 문자 메시지를 K씨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월말이면 요

제에서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가 넘기기 일쑤라 문자요 이 때문에 화

요 이 많이 나온다고 응답하 다. 한,카카오 톡을 사용하지 못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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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26> 스마트폰 사용자 L씨의 모바일 정보통신  이용현황

구들과 화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정이라고 답했다<그림 II-25>.

다)수동 SNS사용과 미디어 감상을 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L씨의 경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무척

잦은 이용을 보 다.출퇴근 시간엔 일본 드라마 동 상과 심 있는 동

상을 즐겨 보았으며,친구들과의 커뮤니 이션은 부분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었다.여럿이 함께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카톡을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페이스북은 자주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지만 하루에 1~2개씩은

올리는 편이라고 했다.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 다른 사용

자의 게시물을 보고 답 을 달거나 좋아요 하는 횟수는 많다고 하 다.

<그림 II-26>

라)다양한 어 리 이션을 극 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P씨는 다양한 어 리 이션을 골고루 이용하는 사용자

다.팟 게이트라는 무료 어 리 이션 추천 앱을 이용하여 최신 게임

을 자주 확인하고 다운받았으며,증권,게임,인터넷 검색,길찾기,일정

리 등을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가장 자주 이용하는 어 은 카카오톡

이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은 음악감상과 게임으로 몰입

형 앱을 장시간 사용한다고 답했다.<그림 II-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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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 II-28> 스마트폰 사용자 J씨의 모바일 정보통신  이용현황

< 림 II-27> 스마트폰 사용자 P씨의 모바일 정보통신  이용현황 

마)SNS,소셜게임 독 상을 보이는 스마트폰 사용자

여 생 J씨는 가장 많은 어 리 이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휴 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수업 에도 휴 폰을 이용해 수다를 떨고,바로

에 앉은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 할 수 있어 카카오톡을 가장 자주,

오래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한 J씨는 소셜 게임인 WeRule을 다소

강박 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15분 정도가 걸리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

다면서 자주 게임 어 리 이션을 실행하여 조작하는 모습을 보 다.

트 터는 자신은 게시물을 자주 쓰지 않고 가끔 셀카 정도를 올리지만

친구들과 팔로우 하는 연 인들이 올리는 것은 빼놓지 않고 본다고 하

다.이용 황 그래 를 보면 씻는 시간을 제외한 깨어있는 시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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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용

개인이 사용하는 보의 양  지속 로 증가하고 있다.

보의 택이 공 자 심에  개인 사용자 심 로 재편 고 있다. 

스마트폰 보 로 구나 UCC를 만들어 공 할  있  만큼 쉬워

다.

조작
커뮤니 이션 도구의 이용에 있어 는 익 한 조작  하고 있다. 

소셜 게임  조작 자체가 목 이고, 많  시간  요구한다. 

커 뮤

니

이션

커뮤니 이션이 보생활의 심에  있고 카카 톡, 페이스 북 등 SNS

가 가장 요한 커뮤니 이션 단 로 등장하고 있다. 

SNS 업체들  커뮤니 이션  로 모든 미 어 공자들  통

합한 창구 -커뮤니 이션 포 - 로 변신  꾀하고 있다.

카카 톡  개인  커뮤니 이션, 페이스북  공시 (公示的) 커뮤니 이

션 특징  갖고 있다.

소셜 쇼 이나 쇼셜 게임이 커뮤니 이션  로 한 새로운 미 어

로 활용 고 있다. 

소셜 게임에 는 실시간개 이 도입 고 게임  실행하지 더라도 시간

 계속 른다. 게임  매우  이 시간  갖 며 실  삶과 사한 

장  보인다.

커뮤니 이션 행  증가는 부분 큰 목 이 없는 다이다.

소셜 게임  사용자의 강  증상  불러일 킬  있다.

보생활에 있어 지나친 보 의 사용 로 인한 로감  소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SNS의 역 능이 시 고 있다.

[  II-2] 정보생활 변화 종합

을 휴 폰을 조작하면서 보내며,휴 폰 사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을

짧은 배터리 시간이라고 응답하 다.이 이용자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여 충 기를 휴 하고 다니며.스마트폰을 두

고 집을 나선 경우 불안하여 서둘러 집으로 귀가한다고 하 다.이러한

상은 독 상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II-28>

4.도구 사용양상 변화 종합

도구에 사용에서 커뮤니 이션의 비 이 늘고 있다.특히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있어 무선 인터넷 인 라가 구축이 되면서 속히 커뮤니

이션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스마트 기기 시 의 도구사

용 환경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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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새로운 UX패러다임의 필요

변화한 UX디자인 개발환경을 살펴보고,기존의 UI디자인 개발체계가 변

화한 도구환경과 사용환경에 응하는지 확인한다. 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을 새롭게 응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변화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UX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제 1 도구사용과 사용성 개념의 변천

기존 UX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도구를 기존의 방식 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그 다면 바 도구의 환경과 그로인해 재편된 커뮤니 이

션 심의 사용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에도 한 해결책을 제시해

수 있는지 확인한다.

1.사용성 개념 -HCI와 UI그리고 UX

HCI와 UI는 다른 발생과정을 갖고 있다.따라서 도구를 바라보는

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어떤 이 다른지, 어떤 으로 문제에

근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1)정보기기(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의 문제를 다루었던

HCI

문가 인터뷰 -박 목 교수 서울 학교 디자인학부 HCNLab

“우선 미국을 심으로 발 된 HCI(HumanComputerInterface)와 일

본 가 회사들을 심으로 발달한 UI(UserInterface)디자인은 그 태생

부터 다르다,그 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 과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음

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벨리를 심으로 발달한 HCI는 미국에서 탄도계산을 해

개발된 군사용 컴퓨터를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 인 사용을 하기 한 과

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연구에서 출발한다.이들 학자,엔지니어들은 컴퓨

터가 민간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면서 본격 으로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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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인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그

방법들은 컴퓨터 로그래 이라는 언어로 체계화되며 차 컴퓨터와 인

간의 의사소통의 거리를 좁 나갔다.엥겔바트의 마우스나 windows등

의 상징체계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역시도 그런 으로 본다면,인간이

컴퓨터와 화하기 한 방법인 것이다.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그 목 이

컴퓨터를 인간이 의도한 로 다루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목 이다.그 기 때문에 실수나 오해를 이고,컴퓨터가 지 뭘 하

고 있는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실수를 인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동작 혹은 작동의 실패,즉 에러를 없애는 것이다.

화에 있어서의 완 무결함은 그래서 요하다.지 도 컴퓨터 로그

램에서의 안정성은 가장 요한 덕목이며, 로그래머의 가장 주요한 업

무 하나는 디버깅이다.HCI에서 UT(UserTest)를 요시하고,다양

한 기능,새롭고 개성 있는 사용 보다는 안정 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사용을 근간으로 다른 사용성을 조화시키는 양상을 보여 왔다.HCI

의 발 과정에서 가장 요시 한 것이 바로 컴퓨터와 인간의 오해 없는

의사소통 이었기 때문이다.

2)다양한 기능의 사용을 한 UI의 개념

기능이 다양해지며 그것에 한 사용방법에 한 사용성이 요시되었던

UI

문가 인터뷰 -박 목 교수 서울 학교 디자인학부 HCNLab

“UI디자인은 일본의 가 회사들을 심으로 발 하 다.1980년 말에

서 1990년 ,일본에서 다기능 제품들 - 를 들면 비디오, 자 인

지, 화자동응답기 ,홈팩스 등 -이 등장하면서 일본의 제조사들의 한

가지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된다.사용자들이 기능이 복잡해서 본인이

의도한 기능을 사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콜센터나 고객센터로의 문의

가 폭주하게 된 것이다.사용자들이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UserInterface를 원했던 것이다.소니,

나쇼날, 나소닉,캐논 등의 회사들이 UI디자인을 본격 으로 연구했던

것은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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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 손을 대  않고도 제스처  통화를 실

행할 수 있는 휴대폰 인터페이스 Sky Vega폰 

1990년 반 노무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키하바라에서 사용자에

게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게 보는 기 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요한 것이 사용방법을 알기 쉬운가 다.그 당시가 디지털복합

기기가 나오기 이 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임에 분명하

다.”

UI는 HCI와는 달리 사용자의 사용성이 가장 요한 것이다.때문에 사

용하기 쉬운지 조작이 편리하고 느낌이 좋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 사용의 느낌과 개성은 그 제품의 랜드 이미지와도 련이 있기 때

문에,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다른 사용방법을 갖는 경우도

많다. 표 인 로 니콘과 캐논의 DSLR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같은 기

능이라도 작동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했던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면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3)UX의 개념

Multimodaltechnology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

과 조작에 있어 감성 만족을 추구하는 UX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거나 컴퓨터를 다루기 한 커뮤니 이션이 아닌

사용자의 겸험이라는 에서 근하는 UX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사

용성의 개념이다.

터치 인터페이스나 컬러 디스

이,진동과 소리출력품질의 향

상 등은 사용자의 경험의 질을

높여왔다.인간의 감성 만족을

해 흑백에서 컬러로 디스

이 기술을 개선하거나,단조로운

비 음에서 실제음과 구분이

힘든 사운드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거기에

더해 사운드 출력과 진동을 더

하거나 시각 효과를 더하는 등의 복합감각의 인터페이스 개발이 꾸

히 진행되어 왔다. 한 조작에 있어서도 기존의 키를 르거나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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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연도
주요 도구

사용

 특징
UI의 목표

도

회사

주요

신

주요

자이

1897

(NCR

등 록

)

타 이 라

이 , 

등록

본 능

의 도구

도구의 1차  

능의 작업

능률, 효  

고

NCR

거 래 내

역 

리

월 도

티그

1950

(최 의 

복 사  

록 스 

I)

복사  

복 합 의 

등장과 함

께 복합

능 조작이 

요해짐

다양한 능

  쉽고, 

조작할  있

도록 해주는 

UI

Xerox

치 식 

콘 트 롤
후 지 

록스

1959

(최 의

O S 

Fortran 

II)

OS
보 의 

Metaphor 

GUI를 통해 

실 의 보

 능  객

체화, 상징화 

Xerpx. 

Apple 

, MS

GUI / 

Mouse

 

Chuck 

Thack

er26) / 

Dougl

a s 

Enge l

bart

1959

(최 의 

용 

T V 

Philco )

이 

강화  

자

Ubiquitou

s

도구를 

하며 능  

쓸 있게 한

다.

Philco

,

Sony(

Walkm

a n ) , 

Apple(

Ipod)

소  

경 량 화 

 모

그 리

지 27), 

모리타 

키

1975(최 W o r l d 보의 보의 양과 Googl Hyperli Dougl

를 클릭하는 것에서 터치인터페이스를 통한 거나 돌리는 등의 조작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근 센서나 제스춰를 이용해서 손 지 않고도 조

작을 하는 등의 인터페이스는 인간에게 색다른 사용경험을 주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인간의 감성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1>.

4)정보통신도구의 사용성 변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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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업용 

트웍)

1 9 9 3 

(Telnet

최 의 

웹 라

우  

Mozila)

W i d e 

Web, 

W e b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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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른 

보의 구조

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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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E)

nk

Inform

a t i o n 

Archite

cture 

a s 

Enge l

bart

1993

(최 의 

스 마 트

폰 IBM)

S m a r t 

Phone Smart

각종 를 

이용하여 다

양한 보를 

활용할  있

게 함, 보의 

합

Apple

(Iphon

e)

Kakao

가 속 도

, 

GPS의 

활 용 , 

Q R 코

드

조나단 

이

2 0 1 1 

Siri

N e x t 

S m a r t 

Device 

Communi

cation

인간에게 맞

추어 보  

능   공

PARC, 

울 람
의 미 분

 엔

진 등

[  III-1] 정보통신 의 UX개념 변천

2.인터랙션 개념의 변천

박 목은 인터랙션을 진화의 에서 5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규정짓고 있다.28)

26) 1974 GUI를 최초  현한 타워형 데스크탑 : 1974년 프 토타입으  공 된 Xerox Alto. 

PARC(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 의 Butler Lampson의 스펙메모에 의해 Chuck Thacker

가 디자인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타워형 데스크탑 환경과 거의유사하다. 맥킨토시와 MS는 

이 머신을 으  삼아 시스템을 성한다. 램슨과 태커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키보드,모니

터,GUI,마우스가 주가 되는 오늘날의 친숙한 모습이 등장한다.  Chuck Thacker는 후에 마이크 소

프트에서 윈도우 태블  하드웨어 디자인을 담당했다.

27) 디자이너 Bill Moggridge는 요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 의 원형을 디자인 했다. Grid 

Compass는 스페이스셔틀에서 사용되어 유명해졌는데 경량화와 내 성 강화를 위해 케이스를 마

네슘으  만들었다. 

28) 박영목 , Human Centered Network IDSAR01-3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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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다기능화시 의 Interaction

차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기기들의 기능에 하여 보다 알기 쉽고 사용하

기 쉽게 하고자하던 시 의 Interaction

2기 :다양한 기기들의 통합조작 시 의 Interaction

TV,VTR,Airconditioner,AudioSystem 등 다양한 기기들을 통합 으로

리하고자 하던 시기의 Interaction

3기 :기기들 간의 통합시 의 Interaction

MobilePhone에서 은 사진을 컴퓨터로 다운받고 이를 메일로 송하는

등의 다양한 기기들 간의 정보공유에 따른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시

의 Interaction

4기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기와 다양한 네트워크의 동시사용

MobilePhone내에서의 Web의 사용,메신 에서의 음성 상통화 등 다

양한 기기 도구와 네트워크가 혼재되어 통합되는 시 의 Interaction

5기 인터페이스 :인간 심의 네트워크로 재구성

다양한 기기 도구,네트워크가 단순집합 통합을 넘어 인간의 커뮤니

이션 환경을 고려하여 재구성되는 Interaction

그는 재를 4기의 인터랙션 시 에서 5기로 넘어가야 하는 시 으로 보

고,다양한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가 유기 으로 통합되어 사용자

의 커뮤니 이션을 통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

요한 시 이라고 주장 한다.

4기 인터페이스 시 에서는 웹,모바일폰,computer용 application등 기

존의 다양한 HCI 랫폼을 하나로 통합시키거나 연동시키고자하는 노력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각 랫폼이

나 기능들을 알기 쉽고,보기 쉽게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본질 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편하게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었다.그 이유는 단순히 다양한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가 하

나의 기기에 집합되어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유기 으로 통합되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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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요소

의 커뮤니 이션을 통합 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다.박 목은 5기의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의 커뮤니 이션 환경을 고려하

여 Interaction이 재구성 될 것이라 망했는데,스마트폰이 인간의 주요

한 정보도구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도구의 통합이 1차 으로 끝나고,인

간의 모든 행 들이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 이 인

터페이스 패러다임의 5기로 넘어가야 하는 시 이라 볼 수 있다.

제 2 기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의 들

그동안 도구의 사용은 그 목 에 맞는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을 낳았다.

각각의 패러다임들은 주어진 문제에 집 하고 최 화된 근을 통해 도

구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 왔다.

1.기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

1) 단순한 기능의 도구 디자인 패러다임

물성 특성과 기능 주의 디자인

우리 주 의 모든

도구에는 본래 그

것이 가진 물성

인 특성(feature)과

그것을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기능

(function)이 있다.

무엇을 목 으

로 사용하는 것인

가라는 용도(use)에 따라,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계한다. 를 들면 나

이 의 경우,무엇을 어떻게 자르고자 하는가,야채를 얇게 슬라이스 하

고자 하는가, 는 도마 에서 둥 게 썰고자 하는가 등의 각각의 용도

(use)가 있다.그에 따라 얇게 깎거나 크게 자르는 등,그에 상용하는 기

능(function)을 갖춘 나이 를 설계하게 된다.그리고 이처럼 ⌜자르기⌟

가 가능한 나이 의 작용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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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물리 효율성을 시하는 통 도구 디자인을 결정해주는 요소 /임연웅,디자인

방법론 연구,미진사,1992

감안된다.즉,날이나 손잡이 부분의 재질이나 형상,크기 등의 물성 인

특징(feature)으로 날의 길이,각도나 날이 젖 진 상태 등의 요소를 감

안하여 설계하게 된다<그림 III-2>.

가)물리 효율성과 그것을 한 사용성을 요시했던 도구의

<III-3>

OXO의 굿그립 시리즈를 보면 통 도구의 문제해결 방법이 잘 나타

나있다.굿그립 시리즈는 사용성에 있어 물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사람들에게 범 하게 쓰일 수 있게 하기 해

손잡이 부분을 개선하 다.

나)효율 인 기능 사용의 문제

우리 인간과 물리 인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제품의 디자인 원칙은 비

교 간단하다.인간의 물리 신체 치수,감각 등에 해서는 인간 공학

(Ergonomics)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잘 정리되어 있다.물

론 철 한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의자나 탁자,키보드 그리고 디스

이 등은 인간에게 잘 맞도록 디자인될 가능성이 비교 높은 편이다.

어도 혼자서 3미터 떨어진 두 개의 스 치를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기

계를 디자인하지는 않을 것이다.인간 공학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수치

으로 다룬다.극히 외 인 1미터 신장의 난쟁이나 2.5미터의 거인에

도 맞출 수 있는 조 범 를 갖는 의자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 으로나

기술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이 만들어냈던 기기들은 부분 기계 이었고 우리 인간과 주

로 물리 인 상호 작용을 하는 것들이었다.그 결과,인간의 육체 인 한



-50-

계 에 해서는 비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체계화 되어 있다.

2)UI디자인 패러다임

조작의 조합으로 하나의 목 을 달성하는 조작방식의 설계

이 인터페이스의 설계 과제를 생각하면,나이 가 물성 인 특징

(feature)이 주요 상이 되는 비교 조작 방법이 단순한 도구라 한다

면,2000년 의 휴 화와 같이 몇 가지 조작을 조합,연결시켜야 비로

소 하나의 목 이 달성되는 것과 같이 조작 순서가 복잡한 것이 있다.

특히 정보 기기에서는 컴퓨터 화면의 키보드와 같이,디스 이 따

출력 디바이스와 버튼 따 입력 디바이스를 조합한 인터페이스가 꾸

히 증가해 왔다.인터페이스의 설계 과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소 트

웨어 , 는 이들의 복합 인 측면으로 비 이 옮겨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사용방법을 아는 문제 /기억하는 문제

사용자가 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그 도구의 사용법을 유추해

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단순하고 형태 자체가 기능과 사용법을 말해

주는 도구. 를들면,가 같은 도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

만 복잡한 기능과 사용상의 선택사항이 있는 복사/Fax/ 린터 기능의

복합기 같은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된다.시각 힌트만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 로 작동할 수 없는 지경이 오게 된 것이다.제록스

등의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인지공학의 법칙을 디자인에 용하여 사용

자의 인지 한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어렵지 않은 도구를 목표로 디자인

해 왔다.

나)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문제

그런데 인간의 발명품들이 차 육체 측면보다 지 인 측면을 지원하

게 되면서.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 해 정신 인간 공학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그러기 해서 정신 인간 공학에 한 연

구가 필요했다.인간의 지 능력에 한 공학 인 응용 연구를 하는 학



-51-

문을 인지공학(cognetics)이라고 한다.일반 인 사용자가 머리 속으로

30자리 수,두 개의 곱셈을 5 안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 하지 않

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어떤 명백한 인지 한계들이 있다.제 로 된 디

자이 라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을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를 디자

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정신과

육체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실수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이는지 등에 한 실질 인

연구를 통해 성공 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할 수 있다.29)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지 능력이 차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해하고 그에 합한 디자인을 하면 사용성을 높일 수 있

다는 믿음이 바로 인지 사용성 패러다임의 요체이다.그래서 인간공학

에서의 신체능력과 치수를 측정하여 통계를 내듯이,뇌와 신경세포의 매

커니즘을 연구하여 사용자의 지 능력의 한계를 규명하는 인지공학을

연구하 으며,인터페이스를 설계의 도구로 활용해왔다.

3)HCI의 디자인 패러다임

정보를 인지의 에서 보고 인간이 다룰 수 있게 해

컴퓨터나 휴 화와 같이 디스 이를 동반한 인터페이스에는

GUI(GraphicalUserInterface)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GUI는 컴

퓨터의 조작성을 비약 으로 높은 조작 방식으로 마우스나 터치 패 ,

Ten키와 같은 포인 디바이스와 아이콘이나 메뉴바의 화면 표시를 조

합한 것이다.컴퓨터의 개발 기에는 컴퓨터에 명령을 부여하는 커맨드

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조작방식,CUI(CommandUserInterface) 기 때

문에,사용자는 조작 명령어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이

것을 ⌜기억형⌟조작 방식이라 부른다.이에 비해 GUI는 화면의 상태를

보고 직 으로 조작하는 ⌜재인(再認)형⌟조작방식이다.이후에 수행

하고자 하는 후보가 선택 인으로서 표시되므로 ⌜재인형⌟인터페이스

에서는 조작 방법을 기억하는 부담이 다.따라서 보자도 사용하기

쉽다는 장 이 있다.반면 수행하고자 하는 조작을 간략하게 수행할 수

29) 제프 스킨, 이건  역,인간 심 인터페이스 Humane Interface, 안 라픽스, 2003, 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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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4> CUI와 GUI의 예

없는 경우도 있다,숙련자에게는 장황한 인상을 주기 쉽다는 단 도 가

지고 있었다.이른 보완하기 해 GUI와 더불어 소리나 진동 등 오감의

요소를 추가한 멀티 모달(multimodal)인터페이스가 꾸 히 개발되고 정

보기기에 용되고 있다.<그림 III-4>

정보 단말기에 있어 문자나 그림을 이용한 시각 요소를 다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조작과 련된 내용이 인간에게는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이

다.시스템의 상태를 어떠한 기호로서 시각화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인식

할 수 없다.나이 의 경우,어느 정도 잘렸는가를 확인하기 해서는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손으로 느낌으로써 직 으로 악할 수가 있

다.하지만 정보 단말기에는 내부 변화의 모습을 자나 그림 등으로 치

환하여,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사용자가

쾌 하고 효율 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정보⌟가 바르

게 이해되도록 사용자에게 맞추어 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었다.이처럼 기존의 정보기기를 한 HCI디자인은 정보를 바르게

이해되도록 인식과 조작을 심으로 설계해 왔다.

2.기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의 한계와 안

1)정보라는 에서의 사용성의 문제

가) 조작 방법을 ‘모르겠다’의 문제

⌜조작 방법을 모르겠다=지식의 결여⌟라는 시 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



-53-

고자 하면 결여를 없애는 것이 설계자의 최종 목표가 된다.따라서,목표

달성을 해 지식의 보충에 한 노력이 설계 측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를 들면 사용자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조작 순서나 문 용어의 해

설을 부가하거나,사용자가 침착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스텝바이스텝의

학습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그러나 사용자가 자발

으로 사 과 같은 매뉴얼을 여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많은 매뉴얼은

한 번도 읽 지지 않고 선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막 한 산을 들여 개발한 사용도우미 ‘클리피clippy’는 사용

자가 원하지 않을 때,쓸데없이 끼어들어 엉뚱한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사용자들로부터 미움만 받다가 사라졌다.사용자가 ‘모르겠다’는 문제는

단순히 조작을 한만 지식을 제공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나)⌜모른다⌟는 것

여기에서 한 번 더 ⌜모르겠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무엇을,어떻게 하면 어

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즉,인터페이스의 각

각이 무엇이며,그들을 어떻게 취 하면 되는가,그 게 하면 어떠한 상

태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조작 방법의 지식에 한 문제이다.

우선,⌜무엇을⌟에 해서는 인터페이스의 각각에 어떠한 기능이 할당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한 지식이 사용자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

어떻게⌟에 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조작하는가,그 동작 방법과

련된 문제이다. 르는지,돌리는지 클릭하는지 등 제품이나 시스템에

따라 동작 방법은 다양하다.특히 근 의 정보통신기기에는 토 버튼과

같이 몇 개의 동작 기능이 내장되어 ⌜넘어뜨리기⌟,⌜돌리기⌟,⌜ 르

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 화면에서 원클릭 하는지 더블클릭

하는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식과 같이 동작 방법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그 동작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 로 연구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뉴 그 의 오디오 조작 인터

페이스에서 Fader/Bass를 조작할 수 있는 스 치는 평소엔 감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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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5> 조화의 3가  차원 

있다가. 러서 빼낸 후 다시 한번 더 뽑아내야 조작할 수 있다.연구자

는 그 차량으로 10년 가까이 운 을 해 오면서 6년 동안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우연히 정거를 하면서 르게 되어 그러한

작동방식을 알게 되었다.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무척이나 빈번하다.이것은 그동안

인터페이스의 가장 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었다.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조작을 ⌜모른다⌟는 사용자의 의견들을

늘려간다.그래서 그것을 ⌜안다⌟로 만들기 해 더욱 설명을 가하게

된다.조작 지식의 학습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면,모른다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다.조작 지식의 학습을 기 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 모범 인 일부 사용자와 이용 환경을 가정한 이상론이다.따라서 시

스템 고유의 조작과 련된 지식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거나 는 기억하

지 않아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완 정보 문제⌟에서 ⌜부분정보 문제⌟로

그러면 ⌜조작 방법

을 모르겠다=지식의

결여⌟가 아닌 새로

운 해결 방법이 있

는 것일까.이노우

에 카츠오는 그것을

생각하기 해 결여

를 보충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해

설명한다.

일반 으로 문제 해명이 문제가 발생한 상을 찰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되듯이,조작 방법의 문제 해결도 시계열 으로 조작의 흐름을 에

보이도록 나열하여 구조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상물을 구조화할 때 크게 <요소><부분>< 체>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해한다 <그림 III-5>.인터페이스에서도 <요소>로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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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부분>으로서의 ⌜조작순서⌟,< 체>로서의 ⌜조작구조⌟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체>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연결에

해서는 크리스토퍼 알 산더가 말한 것처럼,⌜설계자의 작은 능력과 거

한 작업량 간의 갭을 이는⌟30)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취 할 상에 한 정보가 유한하고 합리 으로 모든 것

을 악할 수 있음을 제로 한 경우이다. 를 들면 가정용 화기의

경우,옛날 다이얼 화기와 같이 화를 걸기만 하는 단순기능 화기

는 인터페이스의 시 에서 악한 <조작자> <조작순서> <조작 구조>

는 아주 간단하다.거의 구라도 그 체를 악할 수가 있다.이와 같

이,문제에 한 정보의 체를 알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서는 ⌜완 정

보 문제⌟라 부르기로 한다.31)이에 해 상에 한 정보가 충분히 주

어져 있지 않거나 주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를 ⌜부분정보 문제⌟라 부른다<그림 III-6>.같은 화기라

도 최근의 휴 화기에서 이 은 간단하게 상상이 갈 것이다.그 기

능의 다양함 때문에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체를 악하지 못해,항상

휴 화기의 일부기능만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정말로 보여서 이

해하고 있는 정보는 일부분인 것이다. 실에는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앞으로는 인터페이스는 ⌜부분정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와 련된 정보는 보다 복잡화되어 증 하는 경향에

있고,사용자가 이들 부분의 지식을 개개의 기계에 해 악하는 것

은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비교 작은 시

스템으로 조작의 체상을 알 수 있는 경우와,그 지 않은 커다란 시스

템이 있다.그러므로 이 ⌜완 정보 문제⌟와 ⌜부분정보 문제⌟의 어떤

에서 설계할 것인가는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언제

어디서 구나 다기능의 정보단말기를 막힘없이 조작하는 유비쿼터스 컴

퓨 시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부분정보 문제⌟로서 설계를 이

끌어 나가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32)

30) 크리스토퍼 알 산더 ; 셔  야마이에프 共著,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 / ; 朴宣吉 譯  産業圖書

出版公社 , 1977.  14회   

31) 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  pp.184

32) 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pp.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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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6> 문제의 인식 방법

2)⌜부분정보 문제⌟의 인터페이스

가)⌜완 정보 문제⌟는 부(負)설계방법론

⌜완 정보 문제⌟의 시 에서 설계 방법은 체를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노우에 카츠오는 언 했다.그것은 구조화함으로써 부분과

부분,부분과 체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를 구조화

하여 그 속의 나쁜 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결 을 없애는 방

법이 채용된다. 몇 개의 제품을 동시에 인터페이스를 검토할 경우,

조작 사용성에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이 가이드라인

은 제품개발의 기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여,나 에 문제가 발견되어

폭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 한 그

메이커의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

는 데에도 유효하다.

이상의 해결책은 모두, 상을 부 구조화하여 악하고,합리 으로 결

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설계 방법론으로는 ⌜결 열거법⌟에

속한다.결 이라는 마이 스 요인에 착안한 ⌜부의 설계 방법⌟이다.하

지만 아까 서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인터페이스의 부분은 ⌜부분정보

문제⌟이므로 조작과 련된 문제 은 잇달아 발생한다.몇 개의 문제

을 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끝이 없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와 련된 문제를 ⌜부분정보 문제⌟의 시 에서 해결

하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57-

나)가능성 향상을 한 인터페이스

를 들어 공항의 자동 발권기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

는⌟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조작을 시작하려 할까.우선은 조작을 시작

할 단서를 발견해 내고자 할 것이다.가장 하다고 생각되는 버튼을

선택하여 러본다.어떤 메시지가 표시되면,그것을 보고 다른 조작을

시도한다.잘못 조작하여도 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략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일반 으로 이루어지며,최신식 휴 화나 은행

ATM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조작 방법 체를 알지 못하여도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선택 인을 발견하여 그 에서 최선책을 선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따라서 이 사례와 같은 인터페이스 디자

인에서는 완 정보 문제로서가 아닌 부분정보 문제라는 시 에서 설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사물을 이미 획득한 지식에 용해 으로써 상을 개념화

하여 재빨리 효율 으로 단하는 지 인 정보처리 활동능력이 존재하고

있다.이 장치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직

으로 조작에 반 할 수 있다면,조작 방법을 모르더라도 조작을 진

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그리고 다음의 새로운 요구로 연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문제해결방식은 최 로 도구를 했을 때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상황에서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목표행 를

수행하는 과정을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새롭게

제시하는 디자인 패러다임에서는 ⌜안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

지 을 심으로 둔다. 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조작방식을 알고 ⌜

개념모형⌟이 학습되는 단계에 해서는 많은 UX이론이 나와 있다.하

지만 요즘의 사용방식을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구를 사용하며

생기는 문제는 ⌜아는지⌟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

다.오히려 요즘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어 리 이션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거의 없다. 처럼 꼭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도구를 고

심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낵을 슈퍼에서 한 지 사서 부담 없

이 먹듯이 -앱 스토어에서 무료 버 을 다운받아 가볍게 한번 실행해

본다.정식 버 을 구입하는 것은 그 이후이고 사용법을 익히는 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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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요한 것은 심리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모른다⌟는 과거에 UX디자인에 심각한 문제 다.하지만 요즘의

이용자들 - 부는 아니지만 어도 스마트 기기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은 세 에 있어서는 -에게는 모든 시스템을 완 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는 익숙해지고 난 뒤의 사용에 더 집 하고자 한다.UX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사용하며 느끼는 감성품질이 요하기 때문이다.해당 제

품의 UX가 사용자와 맺는 계와 그 계 행 들이 UX디자인에 있

어 요시되는 시 이 되었기 때문이다.

3)목 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인간은 휴리스틱(heuristic)

상물을 구조화할 때 일반 으로 크게 <요소><부분>< 체>의 3가지

차원으로 분해한다고 술한 것처럼,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 설계자

는 상이 될 기계의 장치에서 조작 순서를 계층화하여 화면 이동을 정

연하게 구성하고자 한다.그리고 설계자는 구조화한 정보를 조작 방법의

지식으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가질 것을 기 한다.따라서 자신들이 생

각한 조작방법이 사용자에게 달되도록 매뉴얼이나 해설서를 비하여

보충 설명을 가한다.그 결과 사용자는 학습에 의해 조작방법을 늘 기억

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억의 부하가 증 한다.그런데,서치먼은 ⌜목표를

규정한 행 는 랜을⌜실행한 것⌟으로서가 아닌 <배치된 행동>으로

이해하고, 랜을 주로서 그 때뿐인 활동을 한 약간의 자원이라 간주

하는 것이 가장 좋다⌟33)고 서술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랜을 조

작의 측으로서 악한다면 서치먼은 측은 불필요하다고 하 다.그

리고 그 이유를 ⌜우리의 행동을 둘러싼 환경은 환 히 상할 수는 없

으며,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하 다.즉,

인간은 항상 휴리스틱(발견 문제해결 방법)한 존재라고 지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알고리즘 으로 확실히 목표 도달할 수 있는 하나하나 조

작의 체상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이다.그때

그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시행착오

33) L. A. Suchman : Plans and situated a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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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작의 방향성을 수정해 나가는 식의 휴리스틱한 인간의 행동 특성

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라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된 조작의 체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당면한

문제에 그때 그때 응하고 있음에 해 인터페이스 설계자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기에 보이는 것이,사용자가 알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련된 정보의 부인 것이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조작요소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도구의 모든 기능을 인지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개념모형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여러 단서들을 통해 조작하는 것이 요즘의 UX에 하는 사용자의 자세

라고 할 수 있다.그런 사용의 특성은 새로운 UX패러다임에서 응해야

하는 것이다.

나)개념화의 방책

여기에서 지 한번 ⌜모르겠다⌟라는 것에 해 생각해 보자,아까 지

한 바와 같이 그때 그때 사용자가 상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와 련된

정보의 부이다.그 정보를 단서로 하여 조작 방법을 ⌜안다⌟라거나

⌜모른다⌟라고 사용자는 생각한다.이 ⌜모른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해석할

수 있다.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을 망과 같이 투입하여, 상을

악하여 알고자 한다고들 한다.⌜모른다⌟라는 것은 지식의 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며,그 때의 지식의 망이란⌜개념⌟이다.어떤 개념으로 인터

페이스를 악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는⌟것이다.

개념은 상에 한 정보를 분류 ·정리하는 작용에 의해 완성된 지식의

정리이다.개념의 인식 방법에는 몇 가지 사고 방식이 있다.이를 의미

지식에서 악한다면,지식의 정리 방식은 어떻게 정보를 분류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치환될 수가 있다.

이 에 해 루리어는 분류 방법으로서 2개로 별될 수 있다고 한

다.34)하나는 인과성의 요인을 포함한 구체 인 상황에 한 분류이며,

34) Peter Ingwersen. Information retrieval interaction / Willett, P. . 1994    

Journal:TheJournalofdocumentation

50-2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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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류(situationalclassification)⌟라 불리고 있다.다른 하나는 추

상화한 의미에 포함 될 것인가의 여부에 한 분류로 ⌜유형분류

(categoricalclassification)라 불리고 있다.

이 분류 방법을 인터페이스에 용시켜 보자.그러면 사용자가 인터페이

스와 련된 정보를 인과 인 과정으로서 ⌜상황 분류⌟하는 것은 조작

의 차와 련된 지식의 정리법이다. 를 들면 ⌜R버튼을 르면 기록

이 시작된다.⌟라든가 ⌜시간을 2분으로 맞추면 도시락이 당하게 데워

진다.⌟등의 지식은⌜상황 분류⌟에 의한 것이다.한편 ⌜유형 분류⌟는

체와 부분의 계이거나 의미 인 계층 계이거나 하는 것이다.⌜따

뜻한 우유를 마시고 싶을 때 <데우기>버튼을 른다.⌟라든가⌜셔츠의

주름을 펴고 싶을 때에 버를 <면>에 맞춘다.⌟등이 그러한 것이다.이

때 무언가를 ⌜펴고자⌟하는 요구와 인터페이스가 ⌜유형 분류⌟되고 있

는 것이다.이 2개의 분류는 사람이 상을 보고 이해하고자 할 때 교묘

하게 조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하지만 사람이 기억 속에서 정보 검색

할 때에도 유사한 두 가지의 방책이 비되어 있다.그것은 처음에,같은

종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유형으로 걸러 후보를 선택한 후,어느 것이 해

답인가를 상세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완 검색⌟이라 불리는 효율 인

장치이다.사람의 정보처리 ·편집능력은 부분과 체를 당하게 교체

하면서 단을 계속한다.나아가 요구의 윤곽이 모호한 경우⌜시소러스

(thesaurus: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배열한 사 )⌟이라는 동의어 공

간을 나타내는 것이 요하다.인터페이스와 련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나 기억의 행 속에서 더욱 이와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작용하게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들 사실에서 인과 인 상황 분류에 입각한 차에 의한 조작이 아니

라,사용자의 요구가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속하고 있는가라는 유형 분류

에 의한 차가 요함이 드러난다.즉,포함 계에 의해 단할 수 있

는 설계를 추가하는 것이,고차의 요구에 응하는 설계 근으로서

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노우에 카츠오 는 주장한다.35)

35)  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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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7> 개념의 인식 방법

4) 포함 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의 요구를 직 으로 조작에 반 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

계하기 해,종래의 인과 인 과정의 계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아닌,사용자가 요구하는 목 이 그것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유형분류

에 의한 ⌜포함 계⌟의 개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노우에

카츠오는 제시한다.종래의 인터페이스의 설계 개념에서 어떤 <조작자>

가 가상의 버튼 A를 르는 모습을 가정해 보자.이 때 사용자의 머릿

속 에서는⌜버튼 A를 르면 B의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상기되

고 있다고 하자.이에 해 설계자가 결정한 동작,즉 버튼 A를 름으

로써 도달하는 상태를 B'라 한다.이 때 A와 B의 계는 시스템 동작의

인과 인 과정이며,조작방법의 지식으로써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이다.이 사용자와 설계자의 계(B와 B')가 일치하는 것,아주 근

시키는 것이 좋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종래 인터페이스디자인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포함 계의 인터페이스에 해 생각해 보자.일반 으로 개념

은 그것이 용되는 상의 집합인 ⌜외연(denotation)⌟과 공통 성질인

⌜내포(connotation)⌟라고 표 된다.⌜ (雪)⌟이라는 말의 ⌜외연⌟은

⌜하늘하늘 내리고 있는 ⌟이거나 ⌜산야에 쌓은 ⌟,⌜ 이 녹은

물⌟이거나 한다.⌜내포⌟는 ⌜성분은 물⌟로 ⌜얼음의 결정⌟,⌜물체

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한다<그림 III-7>.이 때,⌜ (의 개념)은 물

(의 개념)에 포함되는가⌟라는 역에 있어,개념에 의한 비교와 해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하나의 A가 B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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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석이다.이것은 A를 B의 ⌜내포⌟를 이용하여 정하는 방법

이다.다른 하나는 A가 B의 종류에 포함되는가 하는 해석,A를 B의 ⌜

외연⌟을 이용하여 정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보다 객 이고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를 이용하면 과 물의 계는 일

부가 겹쳐진 원으로 표 되는 것처럼⌜ 이 녹으면 물이 된다.⌟란 사실

에서 일부는 동일한 개념이며, ⌜ 이 녹으면 이 온다.⌟라는 사실에

서 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기도 하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용하면 오 인지를 사용하여 ⌜우유를 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여 인터페이스에 ⌜데우기⌟버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유를 데우고 싶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한 요구 S가 ⌜데우기⌟

라는 인터페이스 P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하는 여부를 단하게 된다.이

경우 ⌜데우기⌟버튼의 외연으로서,각종 요리에서 음료에 이르는 넓은

범 의 데워진 것들이 있고 데워진 우유는 그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 계에 있다.우유를 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데우기⌟버

튼이 있으면 략 그 정보로 ⌜데우기⌟버튼을 를 수가 있으며,조작

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로써 시스템 동작의 장치를 일일이 학습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에 나

타난 부분 인 정보로 략 그 조작이면 괜찮은가의 여부를 단할 수

있다.그리고 조작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것은 인터페이스의 부분 정

보에서 조작의 개연성을 발견하는 것이다.그리고 그 응 계가 바르

다면 재 직 인 조작의 단은 틀리지 않았음을 사용자는 확신할 수

가 있다.조작의 개연성에서 필연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한 인터페이스를 ⌜목 형 인터페이스⌟라 부르

기로 한다.여기에서 문제는 직 으로 인터페이스에 응시키기 한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요구에 한 것이다.아까⌜우유를 데우고 싶다

⌟라는 요구와 인터페이스의 ⌜데우기⌟의 계와 같이,가까운 포함

계를 도출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

는지 사용자의 요구란 어떠한 것인가,요구를 정리하여 악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막연하게 ⌜따뜻한 것이 먹고 싶다⌟라든가 구체 으로

⌜수치를 설정하고 싶다⌟등,요구의 내용은 다양하다.기계에 해 이들

요구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 규명할 수 있다면 그 형성 국면에 맞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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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디자인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노우에 카츠오가 제안한 ⌜목 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완벽한 개념모형이 서 있지 않은 사용

자도 무리 없이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연구

자가 조사한 정보기기 사용실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태도

가 ⌜기기라면 무조건 두렵다⌟만 아니라면 요즘의 방 한 기능의 기기

의 UX를 이러한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근일 수도 있다.이노우에 카츠오의 말처럼 ⌜안다 /모른다⌟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정확히 무슨 버튼을 러야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한 응을 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목 형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다.이것은 복잡한 구조의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사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5)차세 인터페이스

오늘날, 술한 불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보다 편리한 기술 인

인터페이스 연구가 다각 으로 추진되고 있다.개별 인 연구로는 과거

를 제로 한 사용자의 조작을 학습하는 인터페이스나,행동이력을 축

하여 사용자에게 합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

한편 조작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로 한 출력 의존형 인터페이스

사고 방식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지 까지의 인터페이스 모델은 라스

무센의 모델이나 노먼의 모델이 유명하다.그러나,이들은 어디까지나 개

념 인 인지모델이기 때문에,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 해서는

직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하지만 최근 뇌 과학의 뇌형 컴퓨터

연구에서 래된 이 출력 의존형 인터페이스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페이스 설계에 뇌 과학의 연구 성과인 뇌형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나

반도체 칩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구체 으로는

어린이가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기억한다는 것을 모델화한 것이다.즉,사

용하 다는 출력 결과를 다음에는 그 입력으로 하여 조작 방법을 배워

가는 반복에 의해 조작의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로세스 이다.36)실제

36) 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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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방 한 기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알고 사용하는 사용자

는 그리 많지 않다.그런데도 사용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기

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뇌형 컴퓨터의 알고리즘 모형이

용된 UX가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앞으로 CUX에서 사용자의 사용행태를 보고 학습하는 커뮤니

이션 도우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그동

안 기계에서 기 할 수 없었던 융통성과 임기응변을 차세 인터페이스

에서 구 한다면 뇌형 컴퓨터 알고리즘 덕분일 것이다.

6)기존 UX패러다임의 한계 종합

가)⌜안다 /모른다⌟ 개념의 요성 감소

기존의 UX 매소드는 부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를 갖고 근해

왔었다. 재 방 해진 인터페이스의 구조 하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 알고 있기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5)의 차세

인터페이스에서 언 한 출력 의존형 인터페이스 등의 개념을 용하

면 사용자가 사용법을 기억할 필요 없이.그때 그때 사용방법을 제시하

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사용목 을 한 조작 개념의 한계

사용목 을 한 조작

과거의 도구 사용은 특정한 사용 목 을 해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조작

하고 이러한 조작요소들이 정확히 실행되어 문제(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작동이 되면 사용자는 작동이 끝나기 까지 계속 조작하거나 혹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다.세탁기를 로 들 경우 세탁물의 종류,작동시간,물

높이 ,물 온도 등을 사용자가 알맞게 조작 하면 사용목 에 맞게 기능

이 수행되고 사용자는 세탁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기다렸다.이것은 하

나하나의 Task들이 목 을 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작의 Error를

이는 것이 UX설계의 가장 요한 목표 다고 볼 수 있었다.UX설계도

각각의 Task를 조직해서 조합하는 것이었다.

‘사용목 을 한 조작’에서 ‘조작은 곧 사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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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게임의 조작.카카오톡에서 별 의미 없이 보내는 이모티콘 들은

다른 목 이 없는 순수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행 의 증가는

UX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이다.도구의 이용이

사용목 을 달성하기 한 조작에서 조작 자체가 사용목 이 되어버린

커뮤니 이션 시 에 합한 UX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다)더 이상 UX는 사용방법을 익히고 오류를 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사용 방법을 익히는 사용자들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애 리 이션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까지 걸

린 시간을 물어보았더니 76%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 리 이션

을 익숙하게 사용하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지 않았다고 답했다.도구의

사용이 곧 유희가 되고 ‘도구 목 ’을 갖고 사용하기 보다는 쉽게 익숙

해져서 그 조작을 즐기는 사용자가 늘어났다.스마트 세 는 새로운 앱

에 한 두려움이 다.사용방법을 익히는 시간은 어들고,상 으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나서의 도구 사용시간이 늘어난 것이다.방법을 아는

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행 를 하는지가 요하게 되었다.

제 3 기존 UX디자인의 체계

1.기존 UX설계 시스템의 특성

기존의 UX패러다임이 생겨나는 시 은 새로운 사용행태의 등장에 응

하는 사용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이었다.

각각의 UX패러다임이 가장 요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특

정한 지식과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했다.때문에 그것과 연 되는 연구가

행해지기도 하고, 련 있는 분야의 연구를 가져다 쓰기도 하 다.

1)기존의 UX디자인 모델

HCI의 디자인 모델

기존의 정보기기를 한 HCI디자인은 정보를 바르게 이해되도록 인식

과 조작을 심으로 설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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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8>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세 가

 측면

그것을 설계할 때,그 ⌜정보⌟를 사람과

기계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흐

름,즉 ⌜ 화⌟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으

면 안 된다.몇 개의 조작 장면을 시계열

로 나열하고,사용자와 기계가 모순 없이

그리고 쉴새 없이 커뮤니 이션이 가능

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정보⌟를 어

떻게 출력 장치에 ⌜표 ⌟해야 할 것인

가를 검토하여 구체 으로 설계할 필요

가 있다.아래에 이들을 ⌜정보 디자인⌟,⌜ 화 디자인⌟,⌜표 디자

인⌟으로서 해설한다.<그림 III-8>

가)정보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수행할 때,개발 제품의 기능,사양,사용 상자,

사용 환경 등의 제반 조건을 정리하여 모아둘 필요가 있다.그리고 제품

기획으로서 기술이나 업 측면의 검토와는 달리,사용자의 에서 요

구사항이나 이용상황 등의 요건을 추출해 두는 것이 특히 요하다.사

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그 조작 행 에 의해 무엇을 하고

자 하는가,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등을 개발의 기 단계에서

악,확인한다.그리고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기계나 시스템의 주

요 정보와 련 정보,정보 그룹핑이나 나열,계층 계,취 정보의 범

종류 등,사용자에게 달해야 할 정보를 정리하여 아웃라인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를 들면 스캐 의 사용 설정을 정하고 싶다고 사용자

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그 때 달해야 할 스캐 의 정보는 무엇

인가?스캐 의 명칭,스캐 가 스캔 인지 스캔 기 인지,해상도

는 바르게 세트되어 있는가,스캔 역은 제 로 지정되어 있는지 등의

컨디션 정보를 사용자의 학습 수 이나 사용 상황에 따라 시스템 측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자에게 상세정보를 모두 달하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뿐이며,능숙한 사용자에게는 스캔 작업의 문 인 기능

설정이나 화이트 밸런스와 트리 ,언샵 마스크 등 상세한 보정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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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9> 앱손 Perfection 3170스캐너에서 제공되는 3가  모드의 인터페이스

보를 상세하게 달하는 것이 친 할지도 모른다.실제로 엡슨 스캐 의

경우 심자를 한 FullAuto Mode 와 Home Mode 그리고

ProfessionalMode의 세 가지의 모드를 두고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그림 III-9>.

나) 화 디자인

기계 조작 취 할 정보의 략 인 짜임새가 결정된 후엔,다음에 어

떠한 조작 흐름 속에서 정보를 구체 으로 제시해 나갈 것인가 즉,사람

과 기계와의 ⌜ 화 디자인⌟을 수행한다.어떻게 정보를 제시하면 모순

이나 막힘없이 원활하게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사용자 지식이나 학

습 수 에 따라 조작의 흐름을 검토하게 된다. 보자에게는 선택 안

의 폭을 좁 ,가이던스에 따라 조작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마법사 기

능이나 어시스턴트를 비한다.능숙한 사용자 에게는 단축 기능을 비

하여 목 으로 하는 정보에 재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안도 필요

하다. 한 기계 측에서 극 으로 조작을 구하도록 가이던스를 제시

할 것인지, 는 사용자의 주체 인 조작입력을 기 할 것인가에 따라서

도 인터페이스의 성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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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0> 조작 플 우 차트(디 털 카메라의 예)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어떤 목 을 가진 일련의 조작 집단을 ⌜과제

⌟라 부른다.크고 작은 과제를 나뭇가지와 같이 조합하여 계층 구조

으로 도시한 것을 ⌜조작 로우차트⌟라 부른다<그림 III-10>.어떤 과

제가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것을 ⌜과제 설계⌟라 부른다.그 과제를 달

상하기 한 상세한 조작행 를 조작의 요도나 빈도,카테고리나 순서

를 배려하면서 조립하여 간다.재 조작이나 단축 기능 등 인지과학 이

해에 의한 구조화의 노하우가,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원칙으로 요

시 되어 왔었다.

일부 UX 에는 화면에 에이 트나 아바타를 등장시켜 그들과 마치

화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게 하여 사용

상황에 따라 조작을 안내하거나 련 정보를 제시하거나 한다. 한 때

로는 질문을 받거나

검색을 지원하기도

한다.귀여운 사람이

나,동물을 등장시키

기도 하는데, 이는

친숙함을 연출하는

의미도 있지만,이와

같은 의인화를 향한

기술의 진 은 사람

과 기계의 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표 디자인

조작 과제마다 정보와 그 흐름이 결정되면,다음에 그들 정보를 시각이

나 청각(때로는 각에도)에 호소하는 표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디스

이 가운데는 기본 인 화면 이아웃이나 아이콘,버튼 등의 표시

요소,조작 로우 체를 배려한 색채 계획,동 상에 의한 애니메이션

표 이나 표시 요소의 표 효과(visualeffect)의 편집,화면 환의 액

션 설정(transition)등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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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1> HCI를 위한 학문 체계

기존의 UX는 문제해결을 목표로 단일 이벤트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하 다.

단일 이벤트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UX를 설계하는 것 보다는 UX의

체 인 커뮤니 이션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사용자와의 계를 어떻게 정

할지,사용자에게 어떻게 근할지 등 세부의 것을 맞추어 나가는 식으

로 근하는 것이 더 합할 것이다.

새로운 UX는 커뮤니 이션 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

다.방법은 커뮤니 이션을 분석하고 한 구조의 커뮤니 이션

계를 설계하고 그에 걸맞는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2)기존 UX디자인의 학문체계

기존의 HCI를 한 학문 체계

는 다음 <그림III-11>과 같다.

인지공학과 컴퓨터공학 등이

요한 기반학문으로 디자인과 감

성공학 등을 통해 구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기존 UX설계 방법론

1)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가이

드라인

인지공학이나 인지과학 등의 지식에 입각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가이드

라인들이 제시되어 왔다.간단하게 몇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가)이노우에 카츠오가 제시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요시되는 7

항목

(1) 한 어포던스(affordance:지원성,유용성)

(2)조작의 일 성

(3)자연스러운 응(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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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알기 쉬운 피드백(feedback)

(5)간단히 회복할 수 있는 에러 처리

(6)사용자의 주체 인 조작

(7)사용자의 개인차에 한 응

이 가이드라인은 Task를 심으로 한 단일 업무나 복수 업무를 잘 디자

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간의 계나 사용자의 지속 조작과 유희

조작과 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하지만 사용자의 개인차에 한

응이나 사용자의 주체 조작의 내용은 새로운 UX패러다임에서도 참

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도 드 노먼의 디자인 규칙

도 드 도먼은 미래 세상의 디자인37)에서 ‘ 한’기계의 인간 디자이

를 한 디자인 규칙을 제시하 다.

1)풍부하고 복합 이고 자연스러운 신호를 제공하라.

2) 측 가능하게 하라.

3)좋은 개념 모형을 제공하라.

4)출력이 이해 가능하도록 하라.

5)성가시게 하지 않으면서 지속 인 자각을 제공하라.

6)자연스러운 응을 활용하라.

이것은 사람과 기계 간 의사소통의 본질에 을 둔 UX규칙으로 노먼

은 자동화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더 많은 자동화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들어오게 되었다.이에 따라

디자이 의 과제는 사람들의 개입을 유지하고 정확한 양의 자연스러운

환경 인 정보를 제공하여,다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동화의 이 을 활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통제를 할 수 있도

록 하게 하는 것이다.

지능 인 시스템에 이르게 되면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

37) Donald A. Noman, 박창호 역, 미래 세상의 디자인, 학 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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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제 사람과 기계의 공통 기반의 결여가 있는데,이것이 내가 가장

근본 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다.그것은 새 디자인에 의해 고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의 연구가

핑요한 것이다.언젠가 우리는 한층 더 생각 있고 더 완벽한 지능 인

행자들을 만들지도 모른다.그러면 우리는 정교성을 더하고,공통 기반

을 확립하고,실제 인 화가 발생하도록 하기 시작할ㄹ 것이다.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할 기계들을 개발하기 해서 한참이나 먼 길을 가야 한

다.기계화의 효과 인 상호작용을 이루려면 기계는 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여야 한다.사람은 자신의 상태,행동 그리고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그리고 기계의 상태와 활동에 한 자각과 이해는

연속 이고 비간섭 이고 효과 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이것이

하한선이다.이처럼 빠듯한 일련의 요구조건들은 오늘날의 기계들에 의

해 실제로 달성되지 않았다.그것은 추구해야 할 목표다.38)

노먼은 기계와의 가상 인터뷰라는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기계의 입장에

서 기계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해서 필요한 6가지 디자인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이것 역시 앞서 제시한 6가지 법칙을 기계의 입

장에서 다시 생각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가이드라인 역시 도

구와 인간의 커뮤니 이션에 있어 Task기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참조할 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해 기계가 개발한 디자인 규칙

1)일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2)사람에게 개념 모형을 주어라.

3)이유를 제공하라.

4)자신이 통제한다고 사람이 생각하게 하라.

5)계속 재확신 시켜라.

6)인간 행동을 결코 ‘오류’라고 명명하지 말라.

도 드 노먼의 인간과 기계 입장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UX패러다임에

38) Donald A. Noman, 박창호 역, 미래 세상의 디자인, 학 사, 2009 pp.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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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프 세스>

는 히 들어맞는 것이지만 모바일 정보기기의 역에서 새로운 사용

양상에 그 로 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도구 환경변화와 사용행태

변화에 응하는 새로운 UX디자인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2)기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로세스

일반 으로 설계 행 는 추상 인 개념 공간에서 구상 인 실 공간으로

의 사상(寫像)이라고 한다.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로세스도 조사 ·분석

에서 시작되어 디자인 컨셉의 수립,조작 로우의 설계,구체 인 표시

요소의 설계,시뮬 이션 모델의 제작,그것을 이용한 평가 ·검증,그리

고 개발 엔지니어 부문에 설계 리, 매 정보수립이라는 흐름이 된다.

한 이와 평행선에서 지 재산권의 등록 ·확보의 작업도 있다.<그림

III-12>.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하드웨어 디자인과 크게 다른 것은 지속

인 나선형 로세스라는 에 있다.즉,일련의 설계 흐름 속에서 피드

백을 재빨리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인터페이스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작은 과제를 연결하여 수목과 같이 구성된 시스템 속에서 개개 과

제의 문제 을 추출한다.이러한 조작 로우를 컴퓨터 속에서 교체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한 부품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유연성 있고 수정이 용

이하다.이와 같은 작은 조작성의 개량을 바로 조작 로우에 피드백하여

나가므로 소 트웨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항상 로그램의 어딘가에서

개선이 수행되고 있다는 상황이 일어난다.이것은 하드웨어 디자인의

로세스에서 은 로토타입 모델을 막 한 시간과 고액의 비용을 들여

선발하도록 제작하는 유연하지 못한 로세스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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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화

요

인

상황 UX 자인 변

 

변

� 모 일 보 는 재 스마트폰 로 

모든 들의 능이 통합 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로 모

일  통합
Smart

하나는 사용자를 심으로 한 설계 로세스이다.사용자를 주의 깊

게 찰하고 상의 문제 을 추출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인터페

이스를 창출 한다.그 후,사용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다시 얻어진

문제 을 토 로 개량하여 나간다.거기에는 조작과 련된 정보를 사용

자가 어떻게 이해하고,그 지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조작하여 목 을 달

성하여 나가는지,항상 사용자의 시 에서 인터페이스를 고찰하는 로

세스가 있다.여기서 제시하는 역시 조작을 통한 목 의 달성이라

는 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향후 필요한 방향 :소결

기존 패러다임의 주요한 문제 던 ⌜기능의 문제와⌟ ⌜아는가⌟의 문제

는 새로운 도구 환경에서 ⌜ 구와,어떻게 계를 맺는가⌟와 ⌜어떻게

근하고,커뮤니 이션 하는가?⌟ 로 변화하고 있다.기존의 UX패러다

임은 기존의 문제에서는 좋은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재에

도 과거와 같은 문제는 이 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새

로운 도구환경에서 생겨난 커뮤니 이션의 문제는 기존의 디자인 패러다

임으로 디자인해서는 안된다.이 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변화요인을

기존의 UX의 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하

는지 확인한다.

1.요구종합

2장에서 살펴본 변화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변수들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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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스마트폰 사용자들  다른 용 보

통신 의 구입  고 하고 있지 

 만큼 스마트폰  주요한 보 활용/

커뮤니 이션 단 로 생각하고 있고 

한 계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주요

보 활용/커뮤니

이션 단임 사

용자  한 

계

Communicati

on

� 모 일 보 의 UX에 있어  스마

트폰과 스마트 드를 심 로 한 UX

자인의 연구가 요하고 새로운 사용

양상에 라 그에 하는 UX 자인

의 러다임이 요하다.

UX 러다임의 

요

Communicati

on

보

생

활

의 

변

화

� 개인이 사용하는 모 일 보의 양  

지속 로 증가하고 있다.

모 일 보활용 

증가
Ubiquitous

� 보의 택이 공 자 심에  사용자 

심 로 재편 고 있다. 

사용자에 맞춤  

보 공 요
Smart

� UCC는 구나 마 만 면 만들어 

공 할  있는 시 가 었다.

사용자 심 콘

 요  증

Smart & 

Communicati

on

� 커뮤니 이션이 보생활의 심에  

있고 카카 톡, 페이스 북 등이 가장 

요한 커뮤니 이션 단 로 등장하

고 있다. 그러나  SNS 역 능이 

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

이션 식

Communicati

on

� 소셜 쇼 이나 쇼셜 게임이 커뮤니 이

션  로 한 새로운 미 어로 활

용 고 있 며 시장이 크게 확 었

다. 

소셜 커뮤니 이

션 

Communicati

on

� 보생활에 있어 지나친 보 의 사

용 로 인한 로감  소하는 사용자

가 늘고 있다.

사용자 의 새로

운  Interaction

요

Smart

업

의 

경

� 다양한 싱 의 도입 로 사용자에 

한 보를 실시간 로 얻   있다. 

이는 사용자가 직  입 하지 도 

사용자가 원하는 보를 실시간 로 

사용자에게 맞춤

 보 공 가능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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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장

의 

변

화

공  도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로 볼  있다.

� 하드웨어의 능  더 이상 인 

택의 이 가 지 못하고 있다. 히

 OS가 택의 이 고있다. OS

의 택 이 는 능보다는 UX이다.

모 일 의 새 

UX 러다임의 

요

Communicati

on

� 모 일 트웍   빠른 속도

를 공하고 있다. 이는 용량 데이

의 환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모

일 보 에  다양한 미 어가 류

 것임  망할  있다. 

빠른 속도로 모

일에  용량 미

어 재생가능

Ubiquitous

� 스 이는 화 / 고해상도화 추

에 있다. 역시 다양한 미 어를 재생

하는 데 있어 이 로 작용할 것이다. 

모 일 에

의 미 어 재생품

질

Ubiquitous

[  III-2] UX의 변화요인 종합

2.새로운 사용자경험 패러다임의 필요

기존 사용자경험 패러다임으로 응이 불가능한 새로운 커뮤니 이션 사

용의 문제를 인간-도구/인간-인간 /인간-콘텐츠 커뮤니 이션으로 구

분해서 살펴보았다.단락 마지막에 나오는 굵은 씨는 안으로서의

UX의 방향이다.

1)인간 -인간의 커뮤니 이션

가)커뮤니 이션의 폭증을 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계에 있어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커뮤니 이션의 증가는 원치 않는 시간에도 커뮤니 이션에 응할 것을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상 방의 커뮤니 이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서먹해지는 상황

도 발생한다.카카오톡의 수신 확인 기능을 몰라 거짓말을 했다가 소개

남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어떤 기자의 사례 같은 경우, 에는 그러

려니 했을 사소한 일이 그 사람의 인품을 단하게 하는 기 이 되어 부

정 인상을 주게 된 것이다.기존의 UX는 이러한 커뮤니 이션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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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새로운 UX에서 사용자의 커

뮤니 이션 상황을 요한 UX의 요소로 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기존의 UX패러다임으로는 인간 -인간의 계에 한 내용까지

는 응할 수 없다.

“이사장님께 내일 뵙자고 연락드려”

연락처에 있는 32명의 이씨 성을 가진 사람 구를 말하는 건가?기

존의 UX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에 한 해결방법은 찾

을 수 없었다.-사용자의 이용로그를 분석하여 3일 에 회의약속을 잡

았던 2명의 이사장님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송 내역을 보고

성기획 이 진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 쥴러를 자동으로 업

데이트 한다.

“박 목 선생님께 내일 회의시간 30분 연기되었다고 알려드려”

라고 스마트폰에 명령했을 때 재시간이 16시 14분일 경우와 23시 20분

일경우엔 커뮤니 이션 경로와 문구까지 달라질 수 있다.기존의 UX패

러다임은 여기 까지는 응하지 못했다.

)facebook에서 내 에 좋아요 표시를 르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

다가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 리스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수다 그 이상이 되었다.

트 터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트윗은 끊임없이 사용자를 부르고 심

을 환기시킨다.사용자들은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트 터리언들이 정치 으로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실히 입증되었다.

커뮤니 이션 행 가 갖는 향과 효과까지도 조 하거나 리할 수 있

는 UX가 필요하다.

라)커뮤니 이션이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1분에도 수십 번씩 톡이 오고간다.사용자는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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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 문자 메시지에서는 하지 않던 행 들을 한다.무의미한 의

성어를 남발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행 는 휴 폰 문자메시지에서 하지

않던 행 다.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바로 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

으로 말을 걸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떠는 이런 행 는 제품 사용양상을 변

화시킨다.휴 폰에서의 메시징 서비스는 단순한 메시지 그 이상의 행

가 되어버렸다.

앞의 내용에서,인간-인간 계에서 새로운 UX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인간의 의도를 악할 수 있는 UX

2.사용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인간 계를 Management하는 UX

3.SocialNetwork에서의 인간 계와 그들 간의 향을 리할 수 있는

UX

이것은 RelationshipManagement를 구 해주는 Interface의 개념으로

더 다양한 계 표 과 비언어 표 을 구 해주는 커뮤니 이션 방

법과 인터랙션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2)인간 -도구의 커뮤니 이션

가)사용자의 사용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고 조작의 어려움은 감소.

커뮤니 이션 심의 UX에서는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 련 조작의 사

용 빈도가 매우 잦다.커뮤니 이션 련 로그램의 조작 난이도는 매

우 낮은 편이다.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친 한 튜토리얼이 제공

되고 있어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모든 매체가 익숙한 커뮤니 이션의 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몰라 못 사용 하는 일은 앞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나)기존의 인지 UX패러다임으로는 직 화 방식의 인간-도구 커

뮤니 이션 방식에 응할 수 없다.

)다음달 스 쥴 A4용지에 양면인쇄해서 5장 비해줘 라는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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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UX는 인지 방법론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

)내가 동 상을 보고있는데도 5분동안 조작이없자 꺼지는 스마트폰

-> 재의 인지 방법론에는 응하는 방법이 없다.

다)도구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화가 오면?팬택의 신형 스마트 폰은 그런

사용 시나리오를 부각시키는 고로 어필하고 있다.커뮤니 이션은 결

국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달되어 질 것이다.사용자가 자연스

럽게 도구의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방법은 단순히 비 터

치 뿐은 아닐 것이다.<그림 III-1> 도구사용에서 다양한 커뮤니 이션

역할을 할 비언어 인터랙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앞의 내용에서,인간-도구 계에서 새로운 UX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인간이 의도를 악할 수 있는 UX

2.인간의 상태를 악하여 그에 응하는 UX

3.인간의 자연스러운 행 가 커뮤니 이션이자 조작이 되는 인터랙

션

스마트 도구와 인간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다.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시 이 늘어날수록 조작의 부담은 커진다.상호작용을 하더라

도 조작의 부담이 없도록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자체를 도구가 알아차

려야 한다.그리하여 인간과 도구의 커뮤니 이션은 자연스러워 지고,그

빈도를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3)인간 -콘텐츠의 커뮤니 이션

새로운 콘텐츠는 그동안 사용자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려왔었다.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는 사용자를 시도 때도 없이 조작해달라며 부르고

있다.<그림 III-13>

콘텐츠가 인간을 부르고 콘텐츠와의 커뮤니 이션이 사용의 목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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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3> 끊임없이 사용자를 러내는 도  - 

맨인블랙3 게임 

도 많다.그런 커뮤니 이션을

조 하고 통제할 커뮤니 이션

의 UX가 필요하다.

가)커뮤니 이션이 콘텐츠의

가장 요한 요소가 되었다.

사례 1)콘텐츠의 조작이 곧 사용목 인 소셜게임 마이클럽 앱

클럽을 운 하는 스마트폰 용 게임 앱의 를 들자면,게이머는 게임 속

공간인 클럽을 꾸미고 음악을 재생하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게

임 속에서 내 클럽을 찾는 손님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계속 조작하며

리하면 손님이 늘고,게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 을 모을 수 있다.

자 을 모으고 벨이 오르면,더 고 스러운 가구를 놓거나 고성능 음

향기기 는 바텐더를 더 고용하고 한번에 더 많은 손님을 할 수 있

는 바를 확장할 수도 있으며,더 비싼 음식을 만들어 수익을 늘릴 수 있

다.손님들은 신나게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다가도 토하기도

하며 서로 싸우기도 한다.게이머는 게임 속에서 이를 리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이들을 재하기도 하며 내쫒기도 해야 한다.콘텐츠와 사용자

는 여기서만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이 아니다. 화가 오거나 업무를

야 해서 이 게임을 끄게 되면 보통의 게임이라면 진행되던 상태를 장

하고 사용자가 다시 실행했을 때 이 의 상태를 불러들여 이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하지만 소셜게임의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단하더라

도 게임은 게임회사의 서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손님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싸움을 한다.사용자는 지속 인 심과 조작을

해야 하며 그것이 이 게임을 성공 으로 진행하기 한 필수조건이다.

사용자는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거나 고용한 디제이가 약속한 근무시간이

다 되어 퇴근해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임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사용자를 불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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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4> 게임 속 캐릭터는 사용자에게 애정을 요

한다. 타이니팜

< 림 III-15>애정을 주어 배해 게임을 행해 나간다.

타이니팜

2)각종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하는 횟수와 양이 증했

다.

사례 2)작은 동물들을 키

워 농장을 늘려 나가는 소

셜게임 「타이니팜」

게임을 진행하기 해서는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과 스

킨쉽을 통해 애정을 주어야

하며<그림 III-14> 이 게

애정을 주면 교배를 할 수

있게 된다<그림 III-15>.교

배를 하면 새끼가 태어나고

새끼를 팔아 게임운용에 필

요한 자 을 마련한다.동물

들은 30분 마다 밥을 주고

성장시켜야 하며 이 시간은

앱을 꺼놓더라도 실시간으로

흐른다<그림 III-16>.만일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성

장에 문제가 생기며,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 「벨」이

라는 유료 아이템을 사서 사

용할 수 있다.게임 업체는

이 「벨」 이라는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팔아 수익을 올린다.

앞의 내용에서,인간-도구 계에서 새로운 UX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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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6>게임을 

행할수  점점 커뮤

니케이션(조작)해야할

것들이 가한다. 타이

니팜

1.콘텐츠의 주요한 내용이 될 커뮤니 이션 인터랙션의 질 개선이 필

요하다.

2.콘텐츠가 보내오는 커뮤니 이션 요청을 조 하는 UX

3.소결 -새로운 UX디자인 패러다임의 방향

1)변화의 이유

도구 환경과 사용 환경이 바 었다.기존의 UX패러다임은 이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UX디자인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

가)도구 환경이 바 었다.

스마트폰 심으로 하드웨어가 통합되었다.

커뮤니 이션을 도구를 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었다.

나)사용자의 도구사용행태가 변했다.

커뮤니 이션 심의 사용 환경에서 사용성의 요한 문제는 과거의 커

뮤니 이션과 도구사용 양상<그림 III-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

능이 ‘편리한지?’‘알수 있는지’에서 ‘커뮤니 이션 할지,말지 / 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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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II-17> 과거의 커뮤니케이션과 도 사용 양상

커뮤니

이션 상

커뮤니

이션 도구

커뮤니 이션의 

특징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떤 커뮤니 이션을 할지’로 변

화하 다.

도구의 조작은

단순한 조작의 도구들 > 복잡한 조작 > 도구와 커뮤니 이션 > 종

합 커뮤니 이션

으로 변화해 왔다.<표 III-2>.

스마트 기기의 보 ,네트웍 기술의 발달로 항상 속 인 사람이 증가

하고,무료메신 와 SNS의 등장으로 커뮤니 이션 행 가 폭증했다.그

리하여,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과 계 맺기가 더 쉬워졌다. 계를 기

반으로한 소통,정보교환,오락 등이 증가하며 사람들이 커뮤니 이션

심의 사용을 활발히 하자,매스커뮤니 이션,오락 행 등을 제공하는

컨탠츠들이 커뮤니 이션의 경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하려고 한다.

우리 커뮤니 이션 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 이

션 도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I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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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사람

카카 톡
개인  화가 

해짐 
새로운 커뮤니 이션도구가 

인간 계 에 큰 역할  

하게 었다. 커뮤니 이션 

증가에 할  있는 

인 페이스가 요하다
페이스북

공시  

커뮤니 이션의 

장이 

사람 - 

도구
SIRI 

도구 의 

커뮤니 이션자

체가 사용이 

도구  커뮤니 이션 

요가 증가할 록 부담  

일  있는 법이 

요하다.

사람 - 

콘
소셜게임

콘  

커뮤니 이션이 

곧 즐거움이 

었다.

지나친 콘 의 

커뮤니 이션 요구에 

사용자는 로하다.

[  III-3] 새 운 커뮤니케이션 도 와 특  

거기에 더해,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미디어 환경/사용/상업 환경

이 통합되려고 한다.<그림 III-18>

-SNS로 미디어가 통합되고 있다.: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를 매

개하는 도구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모든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매개

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Siri는 기기와 사람을 화로 연결 :Siri와의 커뮤니 이션으로 모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기업의 경쟁환경이 변했다.

-하드웨어 스펙이 아닌 OS와 어 리 이션의 UX가 요해졌다.

-우수한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는 랫폼을 가진 제품에서 어 도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제품의 커뮤니 이션 경험은 BI로 연결될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갖지 못한 랫폼은 서드 티의 외면으로 어 리 이션의



-84-

< 림 III- 19>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서드파티 제작자가 몰린다. 

< 림 III-18> 커뮤니케이션을 심으  한 사용의 통합

질과 양이 떨어지고,양질의 어 리 이션의 부족은 기업의 존립을 좌우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그림 III-19>

2)새로운 UX패러다임의 방향

기존의 UX패러다임은 변화한 사용 환경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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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니 기존의 UX패러다임은 변화된 도

구환경과 사용행태에는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새로운 UX패

러다임이 필요한 시 이다.그 다면 새로운 UX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커뮤니 이션 계 심의 디자인 패러다임

SNS나 카카오톡같은 새로운 커뮤니 이션 도구는 복잡한 조작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해하지 않는다.오히려 커뮤니 이션의 증가와 새로운 방

식의 인간 계 형성이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기존의 UX패러다

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

서 커뮤니 이션 행 를 심으로 사람과 사람,사람과 도구,사람과 콘

텐츠를 매개해주는 커뮤니 이션 심 UX의 디자인 패러다임이 필요하

다.

나)새로운 UX디자인 패러다임을 실 시켜 방법론

패러다임은 큰 방향을 제시해 수는 있지만 구체 인 제작에 있어서

지침이 없다면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다.안정 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커뮤니 이션 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커뮤니 이션 심 패러다임

여서 CUX(CommunicationUsereXperience)라 부르기로 하고,다음 장

부터는 그 패러다임의 구체 인 내용과 구 방안을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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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커뮤니 이션 심의 UX 패러다임을

한 기반연구

앞 장에서 기존의 UX와 HCI의 디자인 패러다임이 커뮤니 이션 심의

새로운 사용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 심의 새로운 디자

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유 인터페이스의 요소를 재구성하기 해서

는 일단 커뮤니 이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그런 후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한 계를 심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고 그 계 속에

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재구성할지 알아본다.

제 1 커뮤니 이션의 이론과 용방안

커뮤니 이션 UX를 하기 해서는 과연 커뮤니 이션이란 무엇이며,좋

은 커뮤니 이션이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이 내용

은 커뮤니 이션의 이론에서 참조할 수 있겠는데, 이는

CUX(CommunicationUsereXperience)디자인에 용하여도 타당할 것

으로 단된다.CUX를 한 커뮤니 이션 이론이 무척 방 하지만,모

두 이 논문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본 논문의 주제와 련된 UX

에 용 가능한 주요한 몇 가지만 요약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커뮤니 이션의 개념

커뮤니 이션 UX를 하기 해서는 과연 커뮤니 이션이란 무엇이며,좋

은 커뮤니 이션이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이는 커

뮤니 이션 이론을 CUX(CommunicationUsereXperience)디자인에

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1)커뮤니 이션의 일반 의미

커뮤니 이션의 일반 인 의미로는,개념이나 뜻의 달 통신과 사상

의 표 이나 교환을 말하는 이른바 의사 달을 의미하며,PR에 있어서

가장 기 인 노하우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나아가 서로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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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IV-1> 커뮤니케이션의 5가  과정, 현서의 내용을 다이어 램으  림

있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을 인 커뮤니 이션(Personal

Communication)이라 하고,신문이나 잡지,라디오나 TV등의 매스 미디

어(MassMedia)를 통해 행해지는 커뮤니 이션을 매스 커뮤니 이션

(MassCommunication)이라고 불리운다.그래서 커뮤니 이션의 과정은

달자(Source)-내용(Message)-매체(Channel)-수용자(Receiver)-효과

(Effect)라고 하는 5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이 하나라도

없으면 완 한 커뮤니 이션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39).[그림IV-1]로

재구성

2)커뮤니 이션 모델

커뮤니 이션 모델은 커뮤니 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를 보여주

는 이다.그 CUX에 용할 만한 모델로 라스웰,웨이 스,쉐 -

웨버,벌로 등의 모델을 들 수 있겠다.

가)라스웰의 모델 (1948)

정치학자인 라스웰(Lasswell)은 매스 커뮤니 이션 과정에 해 ‘가

(who),무엇을(sayswhat).어떤 채 로(inwhichchannel), 구에게(to

whom),어떤 효과로(withwhateffect)'라는 5단계를 제시했다,그림으

로 표 하면 <그림IV-2>같이 선형 으로 나타난다.

이 모델은 커뮤니 이션을 메시지의 달 과정으로 본다.그리고 의미보

다는 ‘효과’를 시한다.여기서 효과란 찰과 측정이 가능한 수신자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과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를 변화시키면 효과 역

시 변화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과거 부분의 매스 커뮤니 이션

연구는 라스웰의 모델을 기반으로 삼아왔다.그만큼 커뮤니 이션의

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커뮤니 이션 모델은

39) 현서, 현대사회와 인간 계, 청목출판사, 2006, 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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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2>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Waples(1942) Lasswell(1948)

who who

underwhatcondition -

bywhatmedium inwhichchannel

communicatewhat sayswhat

towhom towhom

withwhateffects withwhateffects

[  IV-1] 웨이플스와 라스웰 모델의 비

CUX의 기본 설계 개념의 요한 근거가 된다.CUX의 설계과정에 있어

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 을 사용할 지 / 구에게 보낼지 /어

떤 효과를 내게 할지를 면 히 검토하도록 한다.그 다면 완성된 CUX

의 커뮤니 이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웨이 스 모델(1942)

라스웰 모델과 매우 유사하지만,오히려 몇 가지 장 을 지닌 것으로 평

가된다.라스웰의 ‘sayswhat’ 신에 ‘communicatewhat’을 용함으로

써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까지 포함된다는 이 우선 그 다.

'underwhatconditions'라는 상황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오늘날과 같은

다원 사회에 보다 합하다는 평을 듣는다.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V-1]과 같다.웨이 스 모델은 오늘날의 커뮤니 이션 상황에 더 합하

다고 볼 수 있다.수업 이거나,샤워 일 때,혹은 기분이 무척 나쁘

거나 해서 커뮤니 이션에 응답하기 힘들거나 커뮤니 이션하기 싫을 때

커뮤니 이션이 오는 경우가 무척 많다.커뮤니 이션 CUX는 반드시 그

에 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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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3> 쉐넌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 세버린 · 탠카드 공저, 박천일 외 역, 커뮤니케

이션 이 , 나남, 2004. p86 

다)쉐 과 버의 모델(1949)

쉐 과 버(Shannon& Weaver)가 제시한 ‘커뮤니 이션의 수학 이

론(mechanicaltheoryofcommunication)'은 커뮤니 이션 연구를 발

시킨 요한 모델로서 오랫동안 일반 인 커뮤니 이션 과정을 표해왔

다.쉐 과 버의 모델이 설명하는 것은 정보원이 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결정하거나 일련의 가능한 메시지로부터 하나를 선택하면,이 메

시지는 송신기에 의해 채 을 통해 수신기로 달되는 하나의 신호로 변

환되는 과정이다.그러나 이 모델이 실상 보다 을 두었던 목 은 많

은 양의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성공과 실패를 단하기 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 이론 모델’로도 불린다.).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IV-3>과 같다.

쉐 과 버의 커뮤니 이션 기본모델 역시 커뮤니 이션을 단순한 선형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부호화 기술만 향상시키면 의미의 정확성이 증

가할 것이라는 식이다.그러나 이 모델은 요한 문화 요소를 간과하

고 있다(의미란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하다.).

이 이론은 기계 방식의 커뮤니 이션에 매우 합한 이론이다.완결성

검사 라던지 모뎀이나 데이터 통신에서 정확한 데이터 송 등의 확인을

한 알고리즘 계산에 이론 근거가 되었다.CUX의 설계에 있어서는

메시지 본 의도를 확실 해주는 커뮤니 이션과 의도를 모호 하는

커뮤니 이션 잡음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리하는 방법에 한 내용

과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벌로의 모델(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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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4> 벌 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 출처: 강 호· 현주(2003),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

래, p61, 재인용.

벌로(Berlo)의 모델은 1960년 이후 미국 내에서 인권운동이 고조되고

인간에 한 심이 발되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다른 연구 모델과

마찬가지로 송신자와 메시지,채 ,수신자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만,각 요소별로 커뮤니 이션 과정과 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

시한 이 다르다.특히 ‘의미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Meaningareinpeople,notinwords.).'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벌

로의 모델은 정보 달이라는 기존의 커뮤니 이션 연구 을 정보 해

석 측면으로 환시켰다는 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자세한

내용은 <그림IV-4>와 같다.

마)스키마 이론 모델(1973)

액셀로드(Axelord)가 제시한 스키마 이론 모델은 정보처리에 한 것이

다.사람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미 장된 개념과 연결할 것

인지 말 것인지,연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처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을 통합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즉 기존의 사고 스키마(지식

구조)에 잘 맞으면 통합되지만 그 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일반 으

로 하나의 뉴스가 생산되고 수신되는 데에는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이 따

르는 것으로 악된다.

정보수집의 궁극 목 은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스키마 이론의 정보

처리 과정은 이러한 목 을 잘 달성하면서 정보의 과부하를 막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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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커뮤니 이션

(formalcommunication)

비공식 커뮤니 이션

(informalcommunication)

언어(입말)

Mouth

문자,문서(

말)

Figure

Language

신체언어(몸

말)

Body

Language

언어

Contact

Language

물리·상징

언어

Physical·

Symbolic

Language

풍문 Rumour
공자의 신(信)·언( )·서(書)· (判)-인물을 선택하는 표 으로 삼던 4

인 방식을 보여 다.뉴스를 를 들자면,사람들은 기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를 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일일이 기억하

지 않는다.따라서 구체 인 사건에 한 기억은 손실될 수 있지만 즉각

인 정보처리에 매우 유용하다.40)

스키마 이론 모델은 CUX에서 커뮤니 이션 메시지들의 의미 추출과,그

것들을 정보로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인공지능의 통합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자면,사람들 간의

커뮤니 이션 내용이 단순한 안부일 경우 그 내용 보다는 언제 어떤 방

식으로 주고받는 지가 더 요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제 때 답변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주고받은 커뮤니 이션을 스키

마 분석하여 메시지가 매우 요한 약속에 한 내용이라면,그것을 기

존의 약속 스 데이터와 조율하여 겹치는 약속이 있는지,그날의 동

선,날씨, 비물,식사 등의 약 등의 정보와 통합하여 리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을 스키마 모델의 개념으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스키마 이론은 요지를 악하도록 하여 방 한 양의 커뮤니 이션이 있

더라도 그것을 경제 이고 즉각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 것이다.

2.커뮤니 이션의 유형

일반 으로 커뮤니 이션이론에서 커뮤니 이션 수단은 공식 커뮤니 이

션과 비공식 커뮤니 이션으로 2분하여 설명하는데 [표 IV-2]과 같다.

40)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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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신수(身手)의용( 容 appearance)·말씨( 論,speech)·

씨(文筆 writing)· 단력(判斷力 judgement)

[  IV-2]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 공식/비공식 커뮤니케이션 

CUX를 디자인하기 해서는 한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 선택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각각의 커뮤니 이션 수단은 공식 인 혹은 비공식

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표 방식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그러나

재는 CUX에서 공식 커뮤니 이션의 수단만이 활용이 가능하고 비공

식 커뮤니 이션을 달하는 방법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

다. 공식 커뮤니 이션은 사용자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달할 수 있어 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반면,비공식 커

뮤니 이션은 상 방과의 정서 친 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

다.CUX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 커뮤니 이션은 상징 언어를 들

수 있다.이모티콘이나 래시아이콘 같은 것인데,이것은 정확한 메시지

보다는 느낌이나 감성을 표 하는 데 더 합하기 때문이다.CUX의 인

터랙션이 인간에게 좀 더 정서 으로 다가가기 해서는 비공식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방법과 그것을 구 해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방법의

개발이 지속 으로 요구된다.

1)공식 커뮤니 이션

공식 커뮤니 이션은 언어와 문자,문서로 나뉘는데,CUX는 사용자가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의 변환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가며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그 데이터를 유기 으로 활용해

야 한다. 를 들자면,친구와 통화하며 구두 약속을 할 경우,CUX는 그

언어 커뮤니 이션을 문자로 변환하여,일정표나 알람 같은 Data와 연동

하여 업데이트 한다면,사용자는 휘발성인 언어 커뮤니 이션의 결과를

명확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에 만족을 느낄 것이다.

2)비공식 커뮤니 이션

커뮤니 이션에서 수신자의 인상형성에 크게 좌우하는 것은 비공식 커뮤

니 이션이다.그 에서도 연구자가 CUX에 용하기 해 주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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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다.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어떤 개념이고 어

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비언어는 만국공통어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호소가 가능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손짓이나 발짓,표정을 이용하면 어느 정

도 의사 달이 가능하다.그런가 하면 비언어는 언어 이면에 숨겨진 진

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상 방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표정과 어

투 등을 통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커뮤니 이션이 곧 언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지만,인

간의 커뮤니 이션은 결코 언어만으로 이 지지 않는다.때로는 짧은 순

간 스치는 짓과 표정이 훨씬 요하고 의미심장하듯이 아무런 말 없

음,즉 비언어가 훌륭한 커뮤니 이션 수단이 되는 것이다.머라비언

(Mehrabian)같은 학자는 비언어가 의미 달의 93%를 차지한다고 말

했으며,버드휘슬(Birdwhistell)은 표 수단으로서 언어 비언어의 비

율이 65 3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커뮤

니 이션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의 양이 많고도 요하다는 얘기다.41)

3.비언어의 CUX 용가능성

1)비언어란 무엇인가

언어가 상징 인 기호라면 비언어는 인간의 자연발생 인 표 행동이

다.언어 표 은 각기 달라도 비언어 인 표 은 세계 으로 공통된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언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몸짓과 표정,제스처 같이 쉽게 떠울

릴 수 있는 것 외에도 음성의 어조,강약,고 등이 포함된다.학자에

따라서는 패션과 지 를 나타내는 심볼을 비롯,무용과 드라마,음악과

마임(mime)에 이르기까지, 는 감정의 흐름에서부터 교통의 흐름까지,

동물의 토 방 행동으로부터 정치인의 외교 의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언어로 악하기도 했다.그리고 홀(Hall)은 커뮤니 이터와 수

용자 사이의 물리 거리도 비언어 인 기호로 보고 독자 역으로 연

구해야 할 분야임을 밝혔다.통합 커뮤니 이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41)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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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상징) 비언어(비상징)

음성
언어/음성 행 :

단어 는 상징

비언어/음석 행 :말의 뉘앙스,크기,속

도,목소리의 특징

비음성

언어/비음성 행

:구조화된 상

징 체계 이용

)수화

비언어/비음성 행 :음성 메시지를 제외하

고 메시지 달에 사용되는 모든 행

)신체 생김새,크기,자세,제스처,표

정,신체 ,공간의 이용 등

[  IV-3] 커뮤니케이션의  - 언어 / 비언어

보자면,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매우 요한 것이다. 컨 상 방의 말

을 잘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달하기 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

을 고정하고,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얼굴 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다.비언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해 커뮤니 이션 행렬로 만들면 [표

IV-3]과 같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비언어로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비언어/음성 행

와 비언어/비음성 행 항목이다.이는 결국 다음의 4개 역으로 집

약된다.

① 신체모습:체격,의상 장식

② 신체 움직임:얼굴 표정, 움직임,몸짓, ,신체 언어

③ 발성 행 :유사언어42), 상징성 소리43), 화 순서,침묵

④ 상황:시간,공간,냄새

이 에서 특히 신체언어와 유사언어, 언어는 CUX에 용이 가능한

비언어 역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이 가능해 진다면 정서 사용성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 유사 언어는 언어 자체는 아니 만 음색, 어조, 크  등 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음성적 토

대 서 말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 도 하며, 반대  본래 뜻을 바꾸 도 한다. 유사 언어 연

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 계층적 특성 등이 음색이나 속도, 또는 말버릇과 어떤 

계가 있는 에 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 말하는 속도가 

달라 며, 안한 심리 상태는 말의 머뭇거림이나 들뜬 어조와 연 되어 있다. 또 외향성은 음성으

 나타난다는 연 가 있 도 하다. 

43) 승의 울음과 같이 생리적, 심리적 상태를 감탄사나 흐느낌 같이 대  출시키는 것을 말

한다. 정서적 현과 된 소리를 언어  승화시켜 사용하 도 하는데, 욕이나 애칭 등은 승의 

으르 거리거나 옹알대는 소리를 언어  형상화한 전상 성 언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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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체언어

신체를 이용한 커뮤니 이션은 가장 원 인 인간 본능의 하나로서,

요한 비언어 행 이다.자세와 몸짓,얼굴표정,제스처 등 신체가 만들어

내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이를 ‘키네식스

(kinesics)’라고 부른다.이 가운데 얼굴 표정은 감정 상태를 표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기쁨과 슬픔,분노,우울함 등을 표 하는 얼굴 표정은

인류 모두에게 공통 으로 나타나며, 달할 수 있는 의미는 10가지 정

도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표정을 드러내는 정도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

다. 체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에 비해 제된 감정 표 을 하기

때문이다. ,시선 처리는 매우 요한 신체언어 이다.직 응시는 메

시지 달 효과가 매우 크다.산만한 시선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솔직

한 답변을 원할 때 ‘을 바로 쳐다보고 말해 것’을 요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외모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시 인상 형성에서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

에 들어온 정보보다 더 큰 향을 다는 ‘두효과(primacyeffect’를 강

조한다.그런 의미에서 외모가 주는 첫인상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

는 비언어라고 할 수 있다.

다)유사언어

언어 자체가 아닌, 언어의 음성 측면과 련된 ‘유사언어

(paralanguage)’는 감정 상태와 성격을 주로 나타낸다.일반 으로 화가

났을 때는 평소보다 말의 속도가 빠르고 높은 음의 큰 소리를 내며 딱딱

한 어투를 띠는 것처럼,기분에 따라 유사언어의 사용이 달라진다.상황

에 따른 차이도 있다.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상 방의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될 경우 박 박 끊어서 얘기하고 정지시간(pause)를 길게 사용하

기도 한다.

라) 언어

일반 인 인간 계에서 은 친 감을 표시하기 때문에,이를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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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러한 학문 분야를 가리켜 ‘햅틱스

(haptics)’라고 부른다.신체 에는 그러나 남녀 간,문화 간 차이가 크

게 존재한다.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을 더 요하게 여긴

다.남성은 을 힘과 지배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문화 으로는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나라마다 그 차이가

있다.

2)CUX에서 비언어의 활용

비언어 특성을 CUX에 용하기 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근이 필

요하다.

첫째,인간의 비언어 표 을 인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일단 인간이

하는 비언어 표 을 이해해야 그에 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언어의 4개 역을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분석 수 있는 데 까지는 갈

길이 멀다.기술 으로 비언어 표 을 감지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센서기술과 의미 분석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상 분석기술이나

음성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비언어 표 을 분류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의 의미를 커뮤니 이션 으로 분류,분석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비언어 표 을 하는 것이다.

비언어의 특성상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은 비언어 방식으로 나오는 것

이 자연스럽다.

비언어 표 을 인간에게 달하기 한 방법은 재 유 인터랙션에

서 가장 미흡한 부분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비언어 4개의 역을 CUX에 응하여 생각한다면 ①,②항

목에 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각,음향, 감으로 응이 된다고 보지만,

③의 역은 아직 화형 인터페이스에 완벽히 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

며 ④상황에 한 부분은 제 로 된 연구가 거의 없다고 야 할 것이

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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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모습:체격,의상 장식

=>UX의 외 인 모습 :GUI의 형태 시각효과

② 신체 움직임:얼굴 표정, 움직임,몸짓, ,신체 언어

=>UX의 시각 움직임 :동 인터랙션,진동, 감 발생,

③ 발성 행 :유사언어, 상징성 소리, 화 순서,침묵

=> 유사언어, 상징성 소리, 화 순서,(침묵이 용되지는 않았지만,

차차 음성 화형 인터페이스를 시작으로 용이 가능해 보임.)

④ 상황:시간,공간,냄새

=> 재 응되는 UX의 성과는 없음,향후 연구가 필요.

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비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비

언어의 특성을 언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3)비언어의 특성

첫째,표 양식(기호)이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일률 으로 언어와 비교

하기 어렵다.

둘째,아무리 정교한 비언어라 해도 언어가 갖고 있는 구조 안정성과

융통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셋째,의미가 언어보다 포 이고 막연하다.

비언어는 한 언어와 달리 비의도 으로 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커뮤니 이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이와 련해 에크만과 리젠(Ekman& Friesen)의 분류를

살펴보면,행동 인 메시지를 정보 행 와 커뮤니 이션 행 두 가지로

분류하고,이에 따라 비언어 행동을 의도 인 것과 비의도 인 것으로

나 었다.

① 정보 행 :수신자 입장에서 송신자의 의도를 의식하지 않고도 해석

할 수 있음.(이때의 비언어 행동은 비의도 으로 주어지는 신호)

② 커뮤니 이션 행 :송신자가 의도 으로 수신자에게 특정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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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5> 수신자에 따른 비언어 해독 결과

를 달하려는 것으로,우연하거나 특별한 동기가 없는 행동과 구별되지

만 의도성을 어느 정도 의식해야 하는지 분간은 어려움.(이때의 비언어

행동은 의도 으로 달되는 신호)

맥 이(Mackay)는 송신자가 보내는 비언어 신호를 목 지향 신호와

비목 지향의 신호의 두 가지 타입으로 나 고 수신자에 따라 해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림 IV-5>.

여기서 송신자가 목 지향 신호를 달하는 경우,특정한 커뮤니 이

션이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목 지향 -비목 지향 타

입)이를 개선하기 해 비언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송신자는 수신자의 반응에 주목하고 평가함으로써 그에 의거한 비언

어를 진행하는 것이다.물론 이때 송신자와 수신자는 사회 으로 공통된

신호 체계를 공유해야 한다.

4)비언어의 기능

언어와 비언어는 각기 따로 기능하지 않는다. 체로 언어는 비언어를

수반한다.아무런 표정이나 몸동작 없이 말을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비언어의 경우 언어 없이도 의미 달이 가능하지만,언어와 매우

한 연계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비언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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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복기능

커뮤니 이션의 내용을 반복해서 달한다. 를 들어 ‘5분만 기다려 달

라.’고 말하면서 손가를 다섯 개를 펼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치를

알리거나 크기나 형태를 묘사할 때에도 비언어의 반복기능은 많이 쓰인

다.

나) 체기능

아 언어 커뮤니 이션을 체할 수도 있다.시끄러운 거리에서는 말보

다 ‘이리 오라’는 손짓이 훨씬 유용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아

무런 말없이도 ‘최고’라는 뜻을 할 수 있다.승리를 나타내는 ‘V자’도

마찬가지다. 부분의 문화권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 는 정

의 표시로,가로젓는 행 는 부정의 표시로 통용되고 있는데.이것이야말

로 비언어의 체기능이다.그러나 비언어 행동은 문화권마다 해석의 차

이가 있는 만큼,언어에 한 평가 없이 비언어만으로 모든 것을 단하

는 것은 물이다.

다)보완기능/강조기능

언어 커뮤니 이션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나타낸다. 컨 ‘고

맙다’는 말은 하며 고개를 숙여 정 한 를 갖추는 것이나,화가 났을

때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높아지는 것,‘아니오’라고 말하며 머리를 세차

게 흔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시선,어조,크기,제스처,몸동작 같은 비

언어는 모두 언어를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의미 달은

보다 뚜렷하게 해 다.

라)규제기능/조 기능

만약 상 방이 치 없이 길게 얘기하거나 참견할 때,말로써 이를 규제

하기란 매우 곤란한 일이다.이 경우 우리는 짓을 보내거나 몰래 툭

치는 등 비언어 행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비언어로써 언어를 제한하는

것이다.조 기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으로 늘 사용하는 것

이다.억양이 낮아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면 말을 끝마친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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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선을 바로 하면 얘기할 비가 되어 있으며,반 로 시선을 피하

면 얘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미를 달한다.이러한 조 기능으로 인해

언어 상호작용이 부드럽게 통제될 수 있다.

마)부정기능

언어와 비언어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서로 다르게 달되어 혼란

을 주는 경우가 있다.흔히 언어로 표 되는 것이 본심이 아닐 때 이와

동반되는 비언어 메시지는 상반된 뜻으로 달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 으로 비언어를 더 신뢰하게 된다.즉 비언어가

언어 메시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품에 뛰어드는 아이를 쳐낸다면 그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

는다고 믿게 되는 것과 같다.이처럼 언어와 비언어 메시지 사이에 상충

이 일어나는 모순된 커뮤니 이션을 가리켜 ‘이 구속(doublebind)'이라

고 부른다.

5)비언어 기술

많은 연구자들이 비언어 행동의 교환,즉 표 (기호화) 해독(받아들

임)의 인 상호작용에 심을 갖고 비언어 기술을 연구해왔다.비언어

기술이 인 계를 시작하고 친 함을 유지하는 요한 능력이라는 측면

에서다.실제 인 상황에서 언어와 비언어 기술이 언제나 동시에 복합

으로 일어나며 조화를 이룬다.단,이러한 결합과 조화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인 상황에서 비언어 기술이 요하게 사용되는 경우

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보면,첫 만남에서 일어나는 사회 상호작

용 측면과,지속 인 계 형성의 측면이 있다.

가)사회 상호작용과 비언어 기술

사회생활에서 비언어 기술은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첫 만

남에서의 비언어 표 기술은 무엇보다 요하다.사람들은 상 방에

한 짧은 찰을 근거로 평가와 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잠깐 동안의

짧은 찰을 근거로 평가와 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잠깐 동안의 시

/청각 비언어 단서와 언어로 이루어지는 첫인상이 향후 상호 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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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6> 비언어 술의 형성

축하는 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첫인상은 만남의 길이와 분 기,그

리고 만남의 질에 향을 미치며 언어보다는 비언어에 한 의존도가 높

다.반면 해독 기술을 가진 사람은 상 방의 언어 비언어 메시지를

단지 수동 으로만 해독하지 않는,숙련된 청자임을 뜻한다.숙련된 청자

는 미묘한 피드백 단서를 기호화할 수도 있다.

비언어에 한 민감성 역시 첫 만남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이는 요

한 비언어 해독 기술이자 인상 형성 과정에 커다란 바탕을 이루는 것이

다.이와 더불어 타인의 감정 비언어 단서를 해독하는 기술은 서로 감

정 단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이것은 곧 ‘감정이입’의 핵심

요소가 된다.비언어 행동의 조 기술 한 빼놓을 수 없다.비언어 표

을 검하는 능력인 이 기술이 만약 없다면 처음에 호의 으로 평가되

었던 표 행동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감정 인 표 력을 갖춘 사람은

일반 으로 첫 만남에서 정 인 평가를 얻지만 그것을 지할 수 있는

능력,즉 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내 경솔하거나 천박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이다.감정 조 은 감정 연기 혹은 역할 바꾸기

(role-taking)기술과도 일맥상통한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언어 기술을 갖추되 표 력과 민감성,조 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만남에서 장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림

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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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비언어 기술이 특정하게는 비언어 표 력이 정 인 첫인상

을 형성하는 데 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비언어 기호화와 해

독 기술은 화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비언어 기술은 이 듯 나에게 형성되는 상 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상 방에 한 나 자신의 인상을 형

성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이를 가리켜 ‘인상 리 기술’이라 부른다.

비언어 기술을 CUX에 용하는 데에도 비언어의 민감성에 해당하는

해독 기술과,비언어 표 기술,비언어 조 력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계 형성과 비언어 기술

첫 만남 이후 계에 향을 미치는 비언어 기술이 무엇인가에 한 연

구가 꾸 히 이루어져 온 가운데,비언어 기술이 특히 계 발 기에

매우 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언어 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호감을 얻기 쉬워 그만큼 타인과 사회 계를

성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이다.비언어 해독 기술의 경우

특히 친구 사이의 상호 작용에 보다 정 요인으로 작용한다.CUX에

서 비언어 해독 기술이 히 사용될 경우 사용자와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 빠르고 친근감을 표 하는 도구와의 커뮤

니 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계 형성에 한 사회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일반 계를 벗어나 의

미 있는 계로 진입하기 해서는 비언어를 감정 단계로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만약 상 방의 감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의 개발이 있게 되며,이것 자체에서 사회 보상

(socialreward)44)이 일어난다.

한편 계 형성에 한 사회 침투 이론에 따르면 계 진 은 표면

인 단계에서 시작되어 보다 친 한 단계로 일어나며,이때 필요한 것은

친 한 자아노출의 교환이다.자아노출에서 언어와 비언어 교환은 매우

요하다.그 가운데서도 기호화와 조 기술이 요한데,이는 자아노출

44) 계 형성에 대한 사회적 환 이 은 만약 계가 발전하 면 개인이 계 터 이득이나 보

상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적 연결을  자체가 사회적 보상 형태를 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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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비언어 해독 기술은 친 한

노출 정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해 매우 필요하다.

계가 진 되어 유지되는 단계에서도 비언어 기술은 역시 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감정과 태도에 한 커뮤니 이션을 할 때나 사

회 ·감정 지지를 원하거나 보낼 때,비언어 상호작용 기술은 오랫동

안 인 계를 유지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연구에 의하면

새로 성립된 계와 이미 성립된 계에서는 감정 메시지나 정서에

한 커뮤니 이션 형태가 다르게 일어난다.특히 이미 성립된 계에서는

비언어가 보다 자주 일어나며 효율 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밝 지고 있

다.그러나 이처럼 성립된 계에서의 정서와 태도에 한 메시지 달

에서 비언어 기호화와 해독보다 더욱 요한 것은 조 능력이다.감정

커뮤니 이션의 양을 하게 조 하는 것은 계를 심화시키고 보다

친 한 단계로 이끈다.만약 조 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감정 메시지

달은 단된다.이러한 상은 트 가운데 한 사람이 많은 계나

오래 지속된 계에 한 스트 스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다.45)최근

그 사용이 증가한 SNS에서도 감정 커뮤니 이션의 방법으로 비언어

표 이 늘고 있다.페이스북의 ‘좋아요’표시는 좋은 가 될 수 있다.구

체 인 의사 표 보다는 친 감을 표시하는 감정 커뮤니 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새로운 CUX의 설계에서는 이러한 정서 기능과 그것의 조

에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커뮤니 이션 조직

커뮤니 이션 조직을 유형 으로 구분하여 그에 합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커뮤니 이션의 각 유형은 CUX설계 시 사용자가

맺게 될 계와 커뮤니 이션 방식에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커뮤니

이션에서는 사용자들의 계를 유형화 하 지만 그 구체 활동은 실제

의 커뮤니 이션으로 보고 일반 커뮤니 이션 방법 이외의 방법을 명

시하고 있지는 않다.스마트기기를 통해 그 계를 조율하며,실제로 사

용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다양한 매체는 CUX에 의해 설계되어야 할 것

이다.

4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120~13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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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7> 커뮤니케이션 발생 유형

1)커뮤니 이션 조직의 4가지 유형

커뮤니 이션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림 IV-7>.

자아 커뮤니 이션 / 인 커뮤니 이션 /소집단 커뮤니 이션 /조직

커뮤니 이션

-자아 커뮤니 이션 :혼자서 하는 커뮤니 이션

자아 커뮤니 이션은 커뮤니 이션 주체가 송수신자를 겸한다.메시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이때 채 은 뇌가 된다.)혼잣말

을 얼거리며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나 버리는 것은 피드백

이라고 볼 수 있다.

- 인/소집단 커뮤니 이션 :가장 기본 형태의 커뮤니 이션으로 2

인( 인)혹은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 커뮤니 이션은 비공식 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일어난다.두 명의 친구가 화하는 것을 로 들어보자.서로의 경험과



-105-

배경을 동원해 송신자와 수신자 역할을 주고받는다.메시지는 언어와 비

언어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채 로는 시각과 음성이 주로 사용된다.

커뮤니 이션 참여 인원이 기 때문에 풍부한 피드백이 발생한다.

인 커뮤니 이션에는 비공식 이고 편안한 형태의 세 이 잘 어울린다.

-조직 커뮤니 이션 :수많은 소속 인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체계화된

커뮤니 이션

모임의 성격상 처음부터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별해야 할 때도 있다.이

를테면 학교 수업이 그 다.강의하는 선생님은 송신자,학생은 수신자의

역할을 주로 한다.넓은 공간에 모인 군 앞에서 행하는 연설 등도 이

에 속한다.이처럼 수신자의 규모가 크고 송신자의 역할이 상 으로

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커뮤니 이션을 공 커뮤니 이

션이라고 한다.이 밖에 도처에 산재한 익명의 을 수신자로 삼는 매

스 커뮤니 이션도 있다.

조직은 구성원 간 상호 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사회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운 은 다름 아닌 커뮤니 이션에 의해 이 진다.

커뮤니 이션이 조직운 에서 핵심 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

조직의 속성은 조직 커뮤니 이션 특성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우선 커

뮤니 이션 참여자가 특정한( :같은 회사 직원)다수이다.이 때문에 소

집단 커뮤니 이션 참여자보다 소속 자격과 경계가 뚜렷하다. 인 커뮤

니 이션이나 소집단 상황에 비해 종 인 인간 계로 이 지며, 계질

서가 잘 갖춰져 있다.이는 매스 커뮤니 이션 상황과 크게 구별되는 것

이다.

2)조직 커뮤니 이션의 기능

① 명령 달 기능

조직이 일상 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련된 것이다.지시와 지침 등이

이에 속하며,업무 련 세부사항이나 과업 부여,보상에 한 내용 등을

주로 담는다.명령 달 기능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 최 의 생산성을

내게 하는 것이 목 이 된다.따라서 업무지침이 명확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며 보상체계를 하게 나타내는 커뮤니 이션이 요구된다.

② 인간 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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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성 비공식성

내향성 :조직 내부 수

용자 상(명령 달 기

능,인간 계 기능)

조직 목표와 규칙,규제에

한 공지,일상 업무부

과,정책 차 고지

구성원 사이 일상

화,토의,모임,

루머,가십

외향성 :조직 외부 수

용자 상 (불확실성

리 기능)

PR, 고, 활동,조직

간 계약,충원,연구개발

비공식 구두계약,

연 는 네트워

크 활용

[  IV-4] 조  커뮤니케이션 조와 종류 / 강 호· 현주(2003),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211, 재인용

원활한 조직 커뮤니 이션은 구성원이 원만한 인간 계를 맺고 유지하

도록 도와 으로써 조직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이는 다시 업무 만

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커뮤니 이션을 통한 인간 계 형성은

심리 으로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며,나아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게 한다.

③ 불확실성 리 기능

조직이 수행하는 요한 의사결정은 불분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서 이 지는 것이 보통이다.이 때문에 조직 커뮤니 이션은 평소 조직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소를 악하고 이와 련한 정보를 수집

하여 분석하는 일을 맡는다.

3)조직 커뮤니 이션의 구조

조직 커뮤니 이션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즉 내향성과 외향성이 그

것이다. 에 설명한 조직 커뮤니 이션 기능에서 보자면 명령 달 기능

과 인간 계 기능이 내향성에 속한다.불확실성 리 기능은 외향성에

해당하낟.그런가 하면 달 채 에 따라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나타난다.

[표 IV-4]은 이를 정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한편 조직 커뮤니 이션은 그것이 표 하는 메시지와 달하는 미디어

등에서 공식성의 유무가 뚜렷이 드러난다.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4)공 커뮤니 이션 /매스 커뮤니 이션

공 커뮤니 이션은 화자는 한 명이지만 청자는 다수인 상황에서 일어

나는 커뮤니 이션을 말하며,‘공 스피치(publicspeech)’혹은 ‘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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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커뮤

니 이션

인 커뮤

니 이션

소집단 커

뮤니 이

션

조직/공

커뮤니

이션

매스 커뮤

니 이션

참여자 수 1인 2~3인 3~10인 10인 이상

공 식 성 /

친 함
가장 친

체로 친 친 는

공식

체로 공

식
공식

피드백 100% 많음 간정도 음
고 지연

메시지의

계획성
약간 약간

체로 계

획

100% 계

획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

동시 교 로 교 로 1:다수 1:

[  IV-5]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특성 비  /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 영임, p31 재인용

설’이라고도 부른다.이는 많은 청 을 상으로 연속 이고 조직화된 메

시지를 제시한다는 에서 에 살펴본 커뮤니 이션 유형과 구별된다.

매스 커뮤니 이션의 특징은 무엇보다 엄청난 을 상 로 빠르고 쉽

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다는 데 있다.이 경우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

능하기 때문에 기술 수단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한다.

매스 커뮤니 이션의 메시지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넓은 지역에,그리고

동시에 달될 수 있다.그동안은 이러한 뛰어난 장 에도 불구하고 메

시지 달의 일방향성 때문에 피드백 생산이 풍부하지 못하고,있다 하

더라도 매우 지연 으로 일어났었다.최근 뉴미디어 시 개막과 함께

상호작용성을 갖춘 새로운 커뮤니 이션 형태가 출 해 각 을 받고 있

는 바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인간 커뮤니 이션의 원형인 인 커뮤

니 이션에 보다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5)소집단 커뮤니 이션 (small-groupcommunication)

소집단 활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다.원시시 부터 인간은 서로

돕고 사는 사회생활에 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소집단 활동에

참여해왔다.집을 짓는 일이든, 과 만나 싸우는 일이든 개인일 때보다

집단을 이루면 성취가 한결 쉽고 더욱 효율 이다.그러나 집단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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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서만 요한 것이 아니다.게임,스포츠 등에서 보

듯이 더 많은 재미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소집단의 참여인원의 숫자는 3인부터 12인 정도 사이이다.이 인원을 넘

어서면 그 안에 다른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분화되기 쉽다.소집단 커

뮤니 이션은 모든 참여자가 공동의 목표를 나 는 계로서,상 방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5.커뮤니 이션의 일반 원칙

커뮤니 이션의 원칙은 동시에 좋은 커뮤니 이션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CUX의 디자인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고,CUX

를 평가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요한 평가기 이 될 것이다.

1) 드필드(C.E.Redfield)의 커뮤니 이션의 일곱가지 일반원칙

① 명료성

이상 인 의사 달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최

의 통로를 선택해야 하므로 가능한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배경 설명,

어색한 문장구조,진부성,불필요한 문용어,지나친 미사여구 등은 오

히려 커뮤니 이션의 명료성을 잃게 한다.

② 일 성

최 의 커뮤니 이션이 통로를 타고 달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번복되거

나 가감이 됨으로써 일 성을 잃게 되므로,어떤 커뮤니 이션이든 PR

주체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기 시성

아무리 좋은 커뮤니 이션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 시기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④ 분포성

PR주체의 커뮤니 이션은 명확하게 PR객체에게 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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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성

과 한 양과 짜증스러울 정도의 회수로 커뮤니 이션을 하려는 것은 오

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

⑥ 응성과 통일성

응성이란 커뮤니 이션의 융통성,개별성, 실성 등을 만하며,통일성

이란 각 커뮤니 이션이 체로서 일 된 정책이나 목표의 표 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심과 수용

커뮤니 이션은 그것의 심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고 능률이 있는 것이며,수용에는 어떠한 권

가 배제되어야 한다.

2)커뮤니 이션의 장애요인

의사소통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장애요인(barrier)이라고 하

는데 달자(sender),수신자(receiver), 달매체(media) 달경로

(channel),정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나 보다 요한 원

인은 달자와 수신자의 커뮤니 이션 행동에 있다.46)

① 지각상의 장애

실제 사물( 실,실재)에 한 (view)을 의미하는 지각작용은 개인

에 따라 보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 로의 사물을 보

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

며 자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선택·해석하게 된다.정보원에 있어서도 달자에

한 선입감에 따라서 정보메시지에 한 수신자의 태도가 다를 수 있

다.47) 달자가 의도 으로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과 수신자가 받아 해독

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지각상의 장애가 된다.개인의 환경상황

46) Stephen R. Axley,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erms of the 

Conduit Metaphot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July 1984). pp. 428~427.

47) K.H. Chung, Management: Critical Success Factors (Allyn & Bacon,1987),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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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 성을 찾는 과정에서,지각 상으로부터 제한된 지시구조의 범

내에서 요한 특성만을 지각하여 이를 토 로 지각 상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 정리,기술 등의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시원들을 융통성 없는 사람들로,학 분야에 속하는 사원들을 요령 좋

고 사교 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이 형성되는가 하면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에 한 편견 등은 고정 념 는 상동 태도(stereotyping)에 의

한 지각상의 장애라 하고 지각 상의 어느 한 특성만을 시하므로 그

상 체를 일 으로 평가하는 혹효과(haloeffect)도 지각상의 장애

로 된다.

② 언어(어의)상의 장애

언어(language)상 는 어의(semantic)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서 정확한 뜻이 모두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커뮤니 이션에

상호 오해와 문제를 래할 수 있다.어느 특정한 언어의 사용은 어느

특정인 는 조직단 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인 는 그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제 로 되지 못한다.그것은 그들만

의 사어(私語,privatelanguage)이기 때문이다.언어의 추상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달상의 장애가 일어난다.부 한 단어선택,문법상의 오류,

철자의 보기,서투른 장이나 언변 등은 수신자가 달자의 메시지를 이

해하기 힘들게 한다.이러한 문제 들은 교육과 훈련의 부족에서 기인하

는 경우가 많다.

③ 하향식-상향식-횡 의사소통의 장애

자는 공간 ,심리 인 거리가 장애요소로 작용하나 후자는 리자가

메시지를 의도했던 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하가 정보를 달할 기회

를 갖지 못하는 경우,부하가 달할 정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장애

요인으로 되지만 횡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견해의 차이,상호간의 경쟁,

지 간의 격차 등이 장애요인이 된다.상향식 의사소통에 있어서 달자

는 상 수신자의 지 를 의식하여,좋지 앟은 정보는 신속·정확히

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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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 여과작용(filtering)

하의상달의 경우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제각기 직무상의 그들의 의

견,불편,불만을 토론해서 이것을 경 면에 반 시킴으로써 직무활동면

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길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일선직원의 의

사나 건의는 상사들에게 달되는 과정에 상사의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

든가 혹은 자기에게 불리한 의견은 삭제(여과)되어,결국에는 하부의 의

사의 극소부분만이 달되게 되므로 여기서 의사소통의 경로는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⑤ 신뢰성(credibility)의 부족

달자가 지닌 문지식,신용,의향,온화,행동 특성,일반 인 달

자가 지닌 문지식,신용,의향,평 등은 달자의 신뢰성에 향을

미친다.48)특정 달자에 한 평 이나 달자에게 겪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선입 (preconceivedideas)에 따라서 달자에게 내리는

평가 경향(evaluativetendency)을 갖게 된다.

⑥ 거의 틀(frameofreference)

개인마다 모두 다른 거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같은 상황을 놓

고도 마다 해석을 달리한다.사회 지 ,신분,소득이 유사한 사람들

은 같은 거집단을 형성하고 동질 인 상호이해를 할 가능서이 높다.

한편 교양,취미,학력수 ,사고, 단과 태도 신념체계가 이하게

다를 경우에 거의 틀이 상이하므로 공감 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달자가 수신자가 ‘서로 다른 거의 틀’에 기 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커뮤니 이션상의 ‘공통 (commonness)'를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제 2 커뮤니 이션에서의 사용성 개념

1.CUX 에서의 사용성 개념

48) D.W. Johnson, Reaching out (Engwood Cliffs, N.J.:Prentice-Hall, 1972),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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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 변화
 도

사용  주  문제 환경

도 사

용시  

~

도  사

용
칼

- 간 신체능  보  문제 :  

지게 ,  빨라지게 ,  튼튼 게 ,  

다 게,  름답게 

간과 연사

  도  

계

1760~
량생산  

산업제

- 생산  문제 :  싸게,  빠르게, 

적정 능  생산

기계  계 

- 공적 환

경

1946~
컴 퓨 터  

현
PC

- 정보기기  조  : 상징체계를 용

 정보  활용
정보화 사회

1960~
다기능 전

기기

다 기 능 

복사기

- 사용방법  문제 :  많  기능  

기 쉽게,  쓰기 쉽게,  
동화

1975~ 
터 넷  

등
Web

- 정보활용  문제 : 정보  배열과 조

직  짐
사 버 환경

1988~
휴 폰  

보급
휴 폰

- 터랙  문제 : 감 적 만족  문

제
네트워크 환경

1993~
비퀴터스 

컴퓨

스 마 트

폰

- 정보  문제 : 바  사용  

문제 
지털 노마드

2007~

커뮤니

심  

도  통

SNS

커 뮤 니

 /

 게

- 커뮤니 / 계  문제 : 커뮤니

 심  통, 조 , 희 가 

통

 네트워크

[표 IV-6]사용성 개념의 변화

과거부터 재까지 어떻게 사용성 개념이 변화해왔는지 보고,이 의

UX와 차별화된 새로운 UX디자인 패러다임을 한 사용성의 개념을 확

인한다.

1)사용성 개념의 변천

II장의 도구의 변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용성 개념은 원시 도구에

서 인공 도구로,복합 사용성의 개념에서 다시 정보처리의 개념으로

발 해왔다.그것을 기존 UX의 사용성 개념부터 요즘 새롭게 나타는 모

습까지 포함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6].

도구 사용의 시 에는 인간의 육체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의 투쟁,

다른 인간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한 도구들이 만들어져왔다.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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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방패 등의 무기들과 바늘,낮,밧 등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한 도

구들,그리고 악기나 무구 등의 제사를 한 도구들,거울이나 빗 등의

장신구 까지,18세기 엽 화석연료의 사용과 증기기 의 발명은 인간이

자연의 속도를 앞질러 에 지를 응축시키고 조 할 수 있게 하 다.생

산력의 폭증이 이루어졌고 자연과의 립,혹은 공존에서 벗어나 인공

환경을 구축하고 생활하기 시작한다.탄도계산을 해 만들어진 컴퓨터

는 발 의 발 을 거듭해 정보를 단순히 장하고 연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의 체계를 인간의 뇌 속이 아닌 외부에 둘 수 있게 되었

고,그것을 인간이 효율 으로 다루는 것이 요한 사용성의 문제가 되

었다.제록스로 표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동화된Automatic도구들

의 출 은 인간의 조작을 인지의 한계까지 요구하 고,디자인은 쉽고

기억할 수 있는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요해졌다.인터넷의 등장과

하이퍼링크의 개발은 도서 에 모여 있던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넘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정보의 빅뱅은 사람들에

게 곧 피로감을 주었으며,효율 정보의 활용이 사용성의 주요한 주제

가 되었다.휴 폰의 보 은 커뮤니 이션에 있어 이동성의 신을 가져

왔으며,역사상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인간과 가장

한 도구인 휴 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용상의 감성 만족까지

추구하게 되었다.그것을 충족시키기 해 인터랙션에 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재도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PDA와 스마트폰이라

는 휴 용 정보기기들의 출 은 정보의 활용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하 다.많은 정보,통신,엔터테인먼트 도구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범용,

고성능의 기기로 흡수되었으며,사용성의 요한 목표는 정보의 통합이

었다.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며 그동안 일부 얼리어답터 들만의 도구

던 e-mobility49)를 일반 들도 폭넓게 사용하게 되고 재는 휴 정

49) `e-모빌리티'는 네트워킹에 모바일 개념을 도입한 것.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최신 정보에 접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  e-모빌리티의 도입으  업이나 개인의 효율성 가나 비

용감소 효과가 정확히 계되  않 만 낙 이 배적이다. 특히 e-모빌리티에 반한 무한한 사

업모델에 대가 크다. e-모빌리티는 인터넷과 존 통신의 거리를 임으 써 완성된다. 이 게 

되 면 새 운 모바일 단말 가 필요하다. 한때 노트 , PDA, 포켓PC 등 존 단말 에 모바일 

능을 탑재하는 방향과 태블릿PC 등 새 운 단말  개발  양 되어 있었 만 현재 아이폰과 안드

이드폰으  대 되는 스마트폰이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e-모빌리티의 발전의 장애요소 는 전송

속도와 화이다. 네트워킹 모바일을 통해 자 를 최단시간 내에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  때문

이다. 전송속도 문제를 해결하 위해 단말  제조업체와 무선환경 축업체, 현 술의 화 등 

많은 들을 협의해 왔고 현재 4G  상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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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8> UX 패러다임의 추이

보통신기기의 다수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게 되었다.이 도구들은 커뮤

니 이션을 심으로 도구 사용이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기존의

PDA나 휴 용 정보기기들이 단순히 정보기기에 휴 성이 도입된 것이

라면,스마트기기들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을 가능

하고 구 라스 등의 신개념 제품 컨셉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작

동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과 자연스런 움직임에 녹아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여기서 요한 것은 사용자와 도구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계를 넘나들며 인터랙션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계를 조율하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2)새로운 UX패러다임에서의 사용 특성

기존의 UX패러다임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그에 따른 주된 도구 활

용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그림 IV-8>.

도구의 물리 사용

-인간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최 한의 효율을 내기 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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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의 사용 (인지 사용)

-사용방법의 이해와 기억을 해 인간의 인지 특성과 상징 체계를

활용

정보 활용

-인간의 인지 능력과 행동특성에 응하는 조작 방식(자연스러운 조작

과 응)

-정보의 구조화를(InformationArchitecture)를 통해 인간의 근성 높

임

감성 인터랙션

-인간의 감성 만족도를 높이는 사용

모바일 사용성

-휴 가능한 정보기기들의 휴 &사용의 충

계 사용성

-커뮤니 이션 심의 도구통합에 따른 사용성

-커뮤니 이션 폭증에 따른 조

기존의 인지 디자인 패러다임은 사용자의 인지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

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요한 원칙이다.이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고,사용자가 기억해야 하는 조작방법의 내용이 증가하면

서 인지공학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해 디자인을 하여 사용자의 인지능력

부담을 이면서 쾌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하 다.그러나 커뮤

니 이션 시 의 사용자들은 메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사항)을 보지

않는다.명령어를 모두 외울 필요도 없다.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 나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사람을 지정하여 보내고자 한다.Siri

의 에서 보듯이 사용자는 인지의 한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이런 상

황에서 인지공학 개발 방법론은 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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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커뮤니 이션 패러다임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과 체계가 필요하다.물론 기존의 패러다임에 따르는 도구들

은 이 의 방식 로 디자인 되고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면 CUX패러다임에서 사용가 요구하는 도구의 개념과 그에 걸맞

는 상호작용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자.

3)새로운 UX패러다임에서의 상호작용의 개념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의 주체와 계에 따라 사람 간의 상호작용

human-humaninteractin,사람과 콘텐츠와의 상호작용 human-content

interaction 그리고 사람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으로 나뉜다.사회학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차를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커뮤니 이션학에서 사람과 콘텐츠 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차를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HCI에서는 시스템과

사람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과 반작용의 차를 상호작용이라고 한

다.

첫째,사회학자들은 상호작용을 가리켜 ‘사건’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 인

단 라고 말한다.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서로 향을 주는 양방향

인 계라는 을 내포하고 있다.즉 사회학에서 보는 상호작용이란

혼인 계나 친구 계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일반 인 계를 의미한다.

둘째,커뮤니 이션 이론은 상호작용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미디

어를 통해 달되는 콘텐츠와 이를 달받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지 한다.셋째,HCI에서 바라보는 상호작용은 사람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과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일련

의 차를 가리킨다.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한 디지털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리 사용되면서 사람과 사람 는 사

람과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비 이 높

아졌다. 를 들어,사람들이 직 만나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이

용해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바로 이런 때문에 HCI에

서 이야기 하는 시스템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요하게 되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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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9> 마치 비밀요원에게 을 내리는 오

퍼 이터처럼 사용자를 계속 러내는 소셜게임 맨

인블랙3

CUX의 패러다임에서는 사회학,

커뮤니 이션학,HCI에서와 달

리 사용자가 사람-사람 /사람-

도구 /사람-컨탠츠와 커뮤니

이션을 할 때 각기 다른 인터페

이스를 통해 하지 않고 같은

경로를 통해 만난다.따라서 사

용자는 그것들의 채 을 구분하

지 않고 커뮤니 이션하며 그 결

과로,커뮤니 이션 조작,즐길

수 있다.그것을 구분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CUX의 역할이다.소셜 커뮤니 이션 개념이 도입된 맨인블랙 게임의

처럼 사용자는 특수요원이 되어 콘텐츠인 본부의 지령에 계속 응답해야

한다.<그림 IV-9>

2,CUX패러다임에서 요한 가치

1)커뮤니 이션을 통한 도구의 사용

인간의 역사는 도구의 편리함에 한 고안의 역사이다.그 시 의 생활

환경에 어울리는 도구의 편리함을 고려하는 것이 그 다음 시 의 도구를

생성하여 왔다.오늘날과 같이 혼돈된 정보화 시 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취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

여,거기에서 차세 인터페이스를 창조하여야 한다.그것을 해서라도

⌜조작방법을 알고 있다.⌟는 과거의 제를 토 로 한 개선 제안 인

문제해결 방법의 연장이 아닌,사용자는⌜조작 방법을 모르는⌟것을

제로 한 새로운 문제 해결의 에서의 처가 요구된다.51)라고 이노

우에 카츠오는 주장하 다.CUX의 패러다임에서는 도구사용을 사용자와

도구와의 커뮤니 이션으로 보고 커뮤니 이션을 조 하는 것으로 사용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그림 IV-10>

50) 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 , 안 라픽스, 2012, 51

51) 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p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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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10> 이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대화  안내해 다. 

삼  게임앱

그러기 해 이노우에

카츠오가 제시한 ⌜조작

방법을 모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작

방법을 신경 쓰지 않는

⌟ 커뮤니 이션을 통한

⌜하고자 하는 의도

달⌟하는 것만으로 조작

하고 감상하고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을 을 목표

로 디자인한다. 그러기

해서 사용자의 재

상황을 알아내고 -각종 센서기술과 사용자의 스 쥴 확인 등을 통해서

-과거의 조작 혹은 커뮤니 이션 내역을 통해 재 필요한 조작과 커

뮤니 이션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한,선

호하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감상하길 원하는 혹은 생성하길 원

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시한다.

2)사용자를 이해하고 히 제공되는 컨텐츠

재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도구가 제시하는⌟기능들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시 에 출시되고 있다.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있음을 GPS를

통해 확인하여 특정 식당이나 매장의 할인 쿠폰을 문자로 보내주는 기능

등이 바로 그것이다.사용자는 자신의 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자발 으로,혹은 설치한 무료 어 리 이션

이 GPS정보를 제공하는 약 을 매우 작은 씨로 써 놓아서 모르고⌟-

동의하고 있다.사용자가 원할 것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두 가

지 요한 고려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다양한 센서 기술과 정보를 히 조합하는 것이 요하다.

최근 스마트폰에는 기본 으로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고 있다.GPS센서,

시계,방향센서,조도 센서 등의 센서를 통하면 사용자의 상태를 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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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를 들면,사용자의 GPS센서와 시계,방향센서를 조합하면 사

용자가 어느 경로로 이동해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이다.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매우 강력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UX디자인은 이러한 ⌜융합정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내용을 히 표 하고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문제에

응하여야 한다.

둘째,사용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안하는 것이

다.

정보기기 이용자는 재에도 무수히 많은 정보 제공자들에 의해 ⌜불려

지고⌟있다.이 부름은 부분 ⌜반갑지 않은⌟경우가 다수이다.비록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사용자를 어떻게 ⌜귀찮지 않게 다가갈지⌟가

UX디자인에서 요한 문제로 떠올랐다.⌜사용 이미지⌟에서 요한 부

분이 바로 이 사용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다.연구자는 이 부분이 새로

운 UX패러다임에서 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3)사용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과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법

2011년 출시된 팬택의 [베가 LTE]폰<사진 IV-1>의 경우 새로운 방식

의 사용자 응답하기 방식을 제안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이 휴 폰의

경우 화가 왔을 경우 기존의 터치 폰에서 하던 ⌜ 어서 잠 해제⌟방

식 외에 ⌜손을 흔들어⌟ 화 받기가 가능하다. 원리는 면에 있는 카

메라가 손짓 패턴을 인식해 정해진 기능을 실행시키는 방식이다.‘비

베이스 동작인식’이라고 지칭한다.마이크로소 트(MS)의 동작인식 게임

기 ‘키넥트’에도 활용 다.최근 증강 실(AR)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팬택은 이 기술을 휴 폰 조작 역으로 가져왔다.

인식률은 기 이상이다.동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운 을 하거나 손

에 무엇인가 잔뜩 묻었을 때,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장

갑을 끼고 있을 때 등 손짓이 필요한 순간은 상보다 많다.

화가 오면 손을 흔들면 된다.스피커폰으로 바로 통화할 수 있다.문자

메시지는 수신 즉시 확인이 아닌 장 메시지 확인 과정에서 동작한다.

지난 메시지를 편하게 볼 수 있다.e북은 손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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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IV-11> 끊임없이 사용자를 러내는 콘텐츠의 커

뮤니케이션 요청, 타이니팜 앱

이면 다음 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면 장으로 옮겨간다.갤러

리도 마찬가지다.갤러리에서는 카메라를 가리면 팬택의 클라우드 서

비스 ‘스카이미’에 일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음악은 손을 좌우로

움직여 재생하고 있는 곡 이 곡과 다음 곡으로 바꾸거나 커버 동작으

로 재생과 멈춤을 구동한다.52)

이러한 방식의 응답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 이미지⌟ 를 제시

할 것으로 본다.물론 이것은 ⌜사용자에게 다가가기⌟의 일환이다.

CUX에서는 여 히 소비자의 감성 만족을 한 인터랙션이 요하다.

물론 그 인터랙션을 커뮤니 이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4)커뮤니 이션의 조

커뮤니 이션 심의 UX디자

인을 해서는 커뮤니 이션

의 조 이 무엇보다도 요하

다.다른 사용자,스마트 기

기,콘텐츠로부터의 커뮤니

이션 요청이 무도 많고,하

루종일 스마트기기를 조작하

면서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

다.<그림 IV-11>

52) http://crow.delighit.net/trackback/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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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1> CUX의 대상

제 5장 CUX디자인 패러다임

제 1 CUX디자인 패러다임의 개요

1.CUX디자인의 개요

1)CUX의 상

CUX는 인간이 Communication하는 모든 상을 커뮤니 이션으로 보

고 CUX는 이것을 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CUX의 목

CUX는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사용성을 제공하며,커뮤니 이션의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디자인한다.그러기 해서 커뮤니 이션의 이론을

활용하며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기 한 정보와 인터랙션 등의 방법을 활

용한다.

3)CUX의 범주

CUX 패러다임은 일반 디자인 이론 UX이론 에서도 커뮤니 이션

UX를 제시하기 한 것이다.<그림 V-1>. 재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용되는 분야가 스마트기기만을 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앞으로 도

구들에 스마트기술이 용되고 네트웍으로 연결된다면,도구 환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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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2>커뮤니케이션 심의 UX의 범주

< 림 V-3> CUX에서 보는 사용자 경험의 4단계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망한

다.

2.CUX의 사용성 4단계

1)CUX 패러다임의 범주

커뮤니 이션 UX는 사용자의 사용을

4단계로 구분하여 근한다.물리 ,

인지 ,감성 사용에 련된 내용은

기존의 UX패러다임으로도 응 가능

하다.커뮤니 이션 UX는 계 사

용을 심으로 나머지 세 단계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계 사용에

련된 부분만 새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를 들어 아이폰의 계

사용을 개선 할 때,아이폰의 외부 디자인이나 기술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자와 계를 맺는 방식만을 바꾸어도 커뮤니 이션 UX를 개

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CUX의 사용성 4단계

CUX에서는 사용을 가장 기본 도구의 단계인 물리 사용단계에서 인

지 사용단계 감성 사용단계 그리고 최종 으로 계 사용단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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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나 어서 근하며 계 사용단계를 심으로 다른 것을 조정

한다.<그림 V-3>

-물리 사용단계

인간의 육체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디자인결과물을 내놓으며 그것의

평가기 은 작업효율을 주로 할 것이다. 좋은 도구인지 평가하는 방

법은 정량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인지 사용단계

인간의 인지능력을 극 화시켜주거나 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치하는 등의 인지와 련된 사용이 주로 이루어지며,인지과학등의 이

론이 가장 강력한 정보 달 수단인 시각으로 구 된다.평가는 정보처리

의 효율성과 만족도로 평가되며,인지 평가방법을 활용해 정성/정량

으로 평가한다.

-감성 사용단계

감성을 충족시키는 사용이 이루어진다.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각 등

의 감각들을 종합 으로 디자인하며 그것을 통합하여 심미 만족을 주

도록 의도한다.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서 그것들이 구 되며 감성 만

족이 평가기 이 된다.감성평가를 정량 방법으로 하여 좋은 사용성인

지를 확인한다.

- 계 사용단계

계 사용단계에서는 사용에 있어 인간과 상(인간,도구,콘텐츠)과의

계를 주제로 한다.사용자는 각 상과의 계형성, 계구조, 계유

지 등의 과정에서 사용성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계개선의 기 으로 평가

가 된다.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느끼는 계의 질을 평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3) CUX가 응하는 기능

<그림 V-4>에서는 각각의 도구가 응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물

리 도구인 연장은 물리 사용성을 물리 증폭을 통해 구 해 주며,

복사기는 기능 인지와 다기능 시각화 등을 통해 구 하여 복합기능을 제

공한다.컴퓨터는 인지 사용성과 시각 심미성을 시각 상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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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4> CUX가 대응하는 대 제 과 사용성

통해 구 하며 정보기능을 제

공한다.휴 폰 같은 경우 소

통용이성의 사용 특성을 다

양한 커뮤니 이션 방법으로

구 하며 통신기능을 제공한

다.스마트폰 에서는 계

사용성을 복합 계처리를 통

해 구 하며 계기능을 제공

한다.

제 2 CUX디자인의 연 학문

1.CUX와 련있는 학문

-커뮤니 이션 UX와 한 계인 연 학문은 다음과 같다.<그림

V-5>

1)커뮤니 이션 련 학문

사회학 /인간 계론 ,커뮤니 이션 이론

심리학 /사회심리학

언어학 /언어학,언어학습이론

문학 /극이론,서사학,

특별히 기존부터 연구되어왔던 음성-> 텍스트 변환기술에서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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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5> CUX와 된 학문 야

나아가 어의와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언어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앞으로도 이런 학문은 매우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성 커뮤니 이션과 련된 학문

음성인식 기술 -음향

어의분석 기술 -언어학

2)조작 련 학문

의학 / 지각이론

심리학 /인지심리학

커뮤니 이션학 /제스쳐 이

론

3)콘텐츠 련 학문

커뮤니 이션 UX를 해서는 사용자와의 원활한 화를 해 화에

필요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커뮤니 이션과 련된 콘텐츠

화 /문학/시사/교양 /경제 /역사 /문화 등등

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용자의 농담이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4)사용자 분석 련 학문

산학 -데이터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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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6> HCI와 UI의 학문 체계의 비

빅데이터 분석

사용자의 습성이나 커뮤니 이션 내역,선호하는 것을 이해해야 사용자

에게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그러기 해서는 빅데이터

를 분석하고 의미있는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한 학문이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 이션 UX를 한 학문 체계를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보

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인문학 학문들이다.커뮤니 이션이라는 것이

단순한 명령이나 정보의 이동이 아닌 복잡한 비유나 은유등이 사용될 수

있고 여기에 감정과 취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 이션의 특

성에 응하기 해서는 UX 디자인에도 인문학 연구를 요하게 될 것

이다.<그림 V-5>

2.CUX 련 학문 체계의 비

1) 련 학문 역 비 비교

기존의 UX를 한 학문 체계와 CUX를의 학문 체계의 비 은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V-6><그림 V-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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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7> UX와 CUX의 학문 체계의 비

제 3 CUX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특성

1.스마트기기의 특성 이해

새로운 UX는 스마트기기라는 특정한 도구에서 구 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이해하는

것이 CUX를 디자인하는데 기본이 될 것이다.이번 을 통해 CUX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특성을 이해하고 ,인터랙션의 가

능성,정보제시의 가능성,엔터테인먼트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1)스 트웨어 시스템 구조

II장의 1.3.1.에서 언 했듯이 기존 정보기기와 스마트기기는 추가 어

리 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자 강 이다.<그림

V-8>

스마트기기의 구조는 그림 과 같고 UX는 시스템과의 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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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8> 존정보

의 시스템 조

< 림 V-9> 스마트 의 시스템 조

의 

이름
능 활용 애 리 이션 고

카메라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인식

바코드/QR코드

인식

증강 실 등

용사례#1.QRooQRoo

.바코드,QR코드(2차원 바

코드)를 읽어 해당 상품에

핚 이미지,가격, 랜드

정보를 표시함.

Andr

oid /

Iphon

e 에

용

2.다양한 센싱기술의 용

스마트기기는 나날이 발 하는 센싱기술을 발빠르게 용하여 사용자

가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상태와 다양한 정보입력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조작에 이러한 동작인식 기술 등이 용된다면 인간의 동작

이 자연스러운 기기와의 조작과 커뮤니 이션으로 연계 될 수 있다.

[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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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례#2-iKat

.증강 실 캐릭터 육성 애

리 이션으로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공간

에 3D캐릭터를

합성하여 보여 .

지구자기

센서

방 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

서로 주로 디지

털 나침반 기능

을 구 하는데

사용됨.

.GPS와 결합되어

치기반서비스

(LBS)를 구 하

는데 사용됨.

디지털 나침반,

ScanSearch

용사례#3.디지털 나침반

.재 치의 지리 좌표

에 따라 사용자가

향하는 방향을 표시함.

G센서 (=

력센서

=가 속 도

센서)

력이 어느 방

향으로 작용하는

지 탐지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의

세기를 측정

화면의 기울기

에 따라 세로/

가로보기 환

.ScanSearch,

iNeedCoffee,

Odiyar등 LBS

가능

.통화 폰을

흔들면 주변 소

음제거 기능 자

동 동작

용사례 #4.SleepCycle

.력센서가 수면 의 뒤

척임을 감지해서 수면 사이

클을 작성하여 보여주고,

알람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

간 후의 깨어나기 쉬운

얕은 잠의 상태일 때 알람

을 울려

GPS

지구 주 다수

의 GPS 성간

의 시간차를

계산해서 재의

치를 식별함.

.성에서 나오는

가 도달핛

때까지의 시간차

를 이용해 재

.ScanSearch,

O diyar,

iNeedCoffee등

LBS

용사례#5-Odiyar

.재 내 치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스타벅스, 형마

트 등을 찾아 표시해주는

서비스

.카메라 +GPS+지구자기

센서 +G센서 용

용사례#6-Sca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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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를 계산

.거리를 비추면 지역정보를,

하늘을 비추면 날씨정보를,

땅을 비추면 반경 이더로

지역정보를 보여 .

.음반,도서, 화포스터를

으면 해당 상품에

핚 정보를 찾아 .

.카메라+GPS+지구자기센

서 +G센서

조도센서

주변의 빛의 양

을 측정하는 센

서

.주변의 밝기에

따라 LCD조명

조

스마트 디바이스의의 기본

설정

근 센서

.기기에 근하는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

.통화 시 폰을

귀에 면 액정

원 차단(

기능)

.통화 시 다가

오는 얼굴을 인

식.오작동 방

지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본 통

화기능

.자외선센

서

.자외선 지수 측

정.

.일본 샤 의

휴 폰

.화재 감지/경보 기능으로

응용 가능.

샤

휴

폰 에

도입

.화학물질

감지 센서

공기 의 독성

화학물질 감지

센서 경보

로그램 개발
생화학 테러나 험을 경고

할 수 있음

(미국

국 토

안 보

부)개

발

고도센서

자이로스코 에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추

가

기술개발
건물의 몇 층에 있는지 까

지 알 수 있음

ST마

이 크

로 일

트

로 닉

스

심박수를 사용자의 심박수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확인,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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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센서
를 측정 태 확인

땀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

사용자와 하

여 땀의 양 측정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확인,심리상

태 확인

온도와 습

도를 악

하는 센서

치한 곳의 온

도와 습도를 정

확히 악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 리,옷차

림이나 식음료 제안 가능

[  V-1]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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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CUX디자인의 지침

이번 장에서는 CUX패러다임을 실제 디자인에 용하기 해 디자이

들이 UX설계 시 숙지해야 할 지침을 기술한다.방법론이나 디자인 도구

들에 한 내용들은 앞으로 추가될 부분들이 많지만 이 내용을 로

하여 내용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제 1 CUX 디자인의 구성

1 에서는 CUX디자인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알아

보고 CUX설계에 어떻게 용할 것인지 알아본다.

1.커뮤니 이션 상과 수단

커뮤니 이션을 구와 하느냐에 따라 커뮤니 이션은 달라져야 한다.

만약 치 않다면 상 방에게 불쾌한 경험을 주어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거나,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나에게 필요하

지 않은 내용에 해 지나치게 친 하게 정성을 들여 커뮤니 이션 하는

것도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를 들면,밤 12시에 직장 상사에게 카카

오 톡 메시지를 보내거나,원치 않는 텔 마 터의 화에 수십 분씩 친

하게 응 하는 것은 상 에 맞지 않는 커뮤니 이션이다.

그러나 과 달리,홍보성 이나 컨텐츠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는 명확

히 구분되어 오는 것은 아니다.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로와 같

은 채 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때문에,그것을 잘 걸러서 상 에 맞

는 커뮤니 이션을 구 하는 것이 요하다.커뮤니 이션 UX를 디자인

할 때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 상 에 따른 커뮤니 이션 방법에 해

선택하거나 상 방의 커뮤니 이션 선호하는 시간과,방법,어조 등의 정

보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을 시도하거나 커뮤니 이션을 요청하는 여러 주체들의 커

뮤니 이션을 리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리센터’혹은 ‘에이 트’

등의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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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1>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 림 VI-2>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그러기 해서는 커뮤니 이션의 주체와 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사용자와의 계를 고려하여 UX설계에 임한다면 좀 더 효율 인 리

가 가능할 것이다.

1)커뮤니 이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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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3> 커뮤니케이션의 3가  

계 

커뮤니 이션을 하는 주요 송신자이자 수신자인 이들은 보통 나와 다른

사용자이거나 기업이나 정부 등의 커뮤니 이션 채 혹은 날씨나 뉴스

채 이 될 것이다.사용자가 아닌 기업이나 서비스의 채 은 커뮤니 이

션을 한 인격화된 Agent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사용자와 구

분하기 어렵기도 하다.커뮤니 이션 주체가 구이며 얼마나 많은 커뮤

니 이션 주체가 참여하는지는 CUX에서 가장 주요한 제조건이다.

2)커뮤니 이션 상의 3가지 구분

커뮤니 이션을 하는 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른 사용자 /도구 /콘텐츠

이로써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의 계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그림 VI-3>

-사용자와 사용자 커뮤니 이션

-사용자와 도구 커뮤니 이션

-사용자와 콘텐츠 커뮤니 이션

3)커뮤니 이션 상과의 계

커뮤니 이션 상 와의 계는 CUX의 디자인을 할 때 무척이나 요한

고려사항이다. 계에 따라 다른 방법의 커뮤니 이션이 필요하고 그것

이 CUX와도 일 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커뮤니 이션 상과

의 계와 설득의 난이 은 [표]에서와 같이 쉽게 설득이 되느냐 부터

선입 이 나빠서 설득이 어려운 단계까지 구분이 되는데,이에 따라 커

뮤니 이션 UX의 차와 방법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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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계의 4단계 득의 난이

1단계
나쁜 인간 계

(상   감 )

입 이 나쁘  에 득이  

 ( 이미지 개 이 행 어야 함 )

2단계
보통의 인간 계

( 의도 의도 없 )

이해  보증과 이익  주면 득이 

가능하나 상당한 노 이 요함

3단계
좋  인간 계

(신용  해 )

명분 있는 일이면 강 명해도 

득이 용이함

4단계
가장 좋  인간 계

(  신뢰를 함)
용건만 말하면 곧 승낙함

[  VI-1] 인간 계의 4단계 (윤대혁,인간 계 ,삼영사, 2004, 57)

계의 상은 커뮤니 이션의 결과에 따라 단계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도 있다. 를 들면,퇴근을 몇 분 남기고 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

무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문자 메시지로 보내

는 것과 이메일로 보내는 것, 화로 통화하는 것과 스 쥴 자동 업

데이트를 통해 동료의 스 쥴러에 자동으로 끼워넣는 것,커피한잔 마시

며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좋게 보았던 동료가(제 3단계)나쁜 인간 계(제 1단

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한 선거철에 밤늦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한 후보로부터 받았다면 해당 후보에 한 호감도가 호의도 악

의도 없는 (제 2단계)에서 나쁜 선입 이 있는(제1단계)로 떨어질 수 있

다.이런 내용은 커뮤니 이션을 평가할 때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

4)커뮤니 이션의 수단

일반 으로 커뮤니이션 이론에서 커뮤니 이션 수단은 공식 커뮤니 이

션과 비공식 커뮤니 이션으로 2 분하여 설명하는데 [표 VI-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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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커뮤니 이션

(formal communication)

공식 커뮤니 이션

(informal communication)

언어(입말)

Mouth

자, 

( 말)

Figure

Language

신체언어(몸

말)

Body

Language

언어

Contact

Language

리 · 상징  

언어

Physical · 

Symbolic

Language

풍  Rumour

공자의 신(信)·언(言)· (書)· (判)-인  택하는 표 로 삼던 4

 조건 - 신 (身手) 의용(儀容 appearance) · 말 (言論, speech) · 

(文筆 writing) · 단 (判斷力 judgement)

[  VI-2] 커뮤니케이션의 

CUX 를 디자인하기 해서는 한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 선택 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각각의 커뮤니 이션 수단은 공식 인 혹은 비공식

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표 방식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그러

나 재는 CUX에서 공식 커뮤니 이션의 수단만이 활용이 가능하고 비

공식 커뮤니 이션을 달하는 방법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

다. 공식 커뮤니 이션은 사용자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달할 수 있어 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반면,비공식 커

뮤니 이션은 상 방과의 정서 친 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

다.CUX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 커뮤니 이션은 상징 언어를 들

수 있다.이모티콘이나 래시아이콘 같은 것들이 그런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것은 정확한 메시지보다는 느낌이나 감성을 표 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고,더 합하기 때문이다.CUX의 인터랙션이 인간에게 좀

더 정서 으로 다가가기 해서는 비공식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방법과

그것을 구 해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공식 커뮤니 이션은 언어와 문자,문서로 나뉘는데,CUX는 사용자가 커

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의 변환을 자유자재로 바

꾸어 가며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그 데이터를 유기 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를 들자면,친구와 통화하며 구두 약속을 할 경우,CUX는

그 언어 커뮤니 이션을 문자로 변환하여,스 쥴러같은 Data와 연동하



-137-

여 업데이트 한다면,사용자는 휘발성인 언어 커뮤니 이션의 결과를 명

확한 데이터로 볼 수있는것에 만족을 느낄 것이다.

2.커뮤니 이션 계의 구조

재 커뮤니 이션의 맺어진 계의 문제 때문에 커뮤니 이션이 문제가

있다면 커뮤니 이션 계를 분석하고 문제 을 발견하여 해결해야 한

다.그러기 해서는 커뮤니 이션의 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송신자와 수신자자 어떻게 커뮤니 이션 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문

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분석하여 구조 개선을 통해 커뮤니 이션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 이션의 계이라는 것은 주체가 구를 향해서 커뮤니 이션 하

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각각의 커뮤니 이션 주체가 서로를 향해서

1:1혹은 1:다 의 커뮤니 이션을 하거나 삼각 혹은 사각의 순환 커뮤

니 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이것은 커뮤니 이션의 계 구조를 결정하

는 요한 요인이다.

다음은 커뮤니 이션 계 구조의 유형이다.커뮤니 이션 계 구조는

기본 으로 참여인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CUX디자이 는 설

계하려는 커뮤니 이션 구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커뮤니 이

션 설계 시 커뮤니 이션 계의 특징을 주의하여 디자인하도록 한다.

1)커뮤니 이션 참여인원에 따른 계 구조

인 커뮤니 이션은 흔히 두 사람 사이의 커뮤니 이션(dyadic

communication)을 일컫는다.친구나 부부 같은 자아와 자아의 만남이

표 이다.그러나 여기에 다른 인원이 포함되기도 한다.부부가 집을

사기 해 부동산 업자와 만나 얘기하는 상황을 보자.커뮤니 이션 참

여자는 3인이지만,실제로는 손님과 고객이라는 2인 커뮤니 이션 구도

를 형성한다. 인 커뮤니 이션의 최 인원은 이 게 구성할 수 있는

집단이 3개( :매도자-부동산업자-매수자)인 3인 커뮤니 이션(triadic

communication)까지 가능하다.이 숫자를 넘으면 소집단 커뮤니 이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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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다.

가)1:1커뮤니 이션 구조

칭 구조로,개인 계의 커뮤니 이션으로 상 를 직 해 집

하여 깊이 있는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다.개인 내용이나 민감한 이

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1:1커뮤니 이션에서 가능하며,만약 단순한

내용 달이나 제안일 경우 많은 상 에게 1:1의 커뮤니 이션 계를

맺는 것은 비효율 일 수 있다.다양한 1:1커뮤니 이션을 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에 등장한 커뮤니 이션 도구들은 이러한 기능을 갖

추어 가고 있다.

1) 의 화번호부 없는 화기

2)구형 휴 폰의 문자메시지 정렬방식 : 에는 그냥 메시지 나열

식이어서 실수로 보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가 있었다.

3)카카오톡의 문자메시지 정렬방식 :상 에 따라 화내역을 모아서

볼 수 있다.

나) 1혹은 소수 :다수 커뮤니 이션 구조

한 사람 혹은 은 사람이 여러 사람과 커뮤니 이션 하는 비 칭 구

조이다.학생과 선생님의 계나 정치인과 유권자 등의 계가 이런 구

조를 갖고 있다.일방 으로 커뮤니 이션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

으나,자동응답 화 등의 기술 발달로 홍보 화나 설문조사 등에서는

커뮤니 이션에 응답하는 다수가 오히려 커뮤니 이션의 부담이 큰 경우

도 있다.CUX에서는 비 칭 구조에서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 스트

스를 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교수님 :교수님에게 휴강여부를 문자로 물어보는 300명의 학생

2)김미 장 : 출 고 메시지를 받는 30000만명의 잠재고객

3)설문조사요원 :설문조사에 응하는 3000명의 조사자

4) 통령 1인 :300명의 기자가 모인 기자회견에서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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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수 :다수 커뮤니 이션 구조

다수와 다수가 커뮤니 이션 하는 구조로 매우 많은 커뮤니 이션이 동

시다발 으로 일어난다.과거에는 장이나 티에 모여 각자 이야기하

는 등의 다수가 모이지 않는다면 힘들었던 방식의 커뮤니 이션 구조

가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로 트 터나 인터넷 게시 등의 형태로 가

능해졌다.커뮤니 이션이 상 에 집 하고 있기보다는 정해진 주제에

집 하여 그것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커뮤니 이션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체 인 내용 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CUX에서는 체 사용자의 의견을 조망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할 것이다.

3.커뮤니 이션 구

CUX디자이 는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계개선을 시도한다.그러

기 해 우선 커뮤니 이션을 왜 하는지 정하고,그에 합한 커뮤니

이션의 인터랙션을 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음은 커뮤니 이션의 목

에 따른 내용 구분과 커뮤니 이션 상황에 따른 방법의 설정을 제시한

다.

1)커뮤니 이션 내용에 따른 구분

커뮤니 이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안부

안부는 상 방에게 하는 가벼운 인사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화마다 다르지만 안부의 내용도 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끔 만나는 사이에는 “잘 지내셨어요?”나 “오

랜 만이 요 반가워요.”등의 인사를 매일 보는 사이에는 “식사 하셨습

니까?”등의 질문을 구분해서 하기도 한다.정서 스킨쉽의 커뮤니 이

션이므로 구체 내용 보다는 그것의 커뮤니 이션 행 자체에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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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

상 방에게 제시하는 정보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나 5분쯤

늦을 것 같아”라던지 “아버지가 다치셨어”라던지 하는 내용은 각기 다

른 요성을 지닐 수도 있다.정확한 정보의 달이 필요하며 정서 인

내용보다 이성 이고 건조한 느낌을 수 있다.

-의사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한 내용이다.“나 이제 랑 헤어지고 싶어”

던가,“나 거 먹고 싶은데”등의 내용은 상 방의 특정한 행동이나 자

신과 상 방의 계의 변화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의사의 커뮤니 이션 내용에는 부분 그에 따르는 응답을 기

한다.CUX는 커뮤니 이션의 내용이 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사용

자에게 그에 한 응답을 할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1)CUXAgent:오후 4시 30분에 여자친구 지은에게 온 메시지 “오빠

나 녁으로 스타 먹고싶어요 뿌잉뿌잉”에 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

니다.

사용자 :"그래?그때 회의 이라 답장 못했네,그거 같이 먹어요 뿌잉뿌

잉 이라고 문자 넣어줘"

CUX Agent:"네 알겠습니다.“아까 회의 이라 답장못했네 그거 같이

먹어요 뿌잉뿌잉 ♡♥”이 게 보낼까요?

사용자 :“그래 좋아”

-커뮤니 이션에 한 피드백

커뮤니 이션을 받은 것에 한 확인이나 의사표명 커뮤니 이션의 응답

이다.사용자가 내용을 확인했음을 상 방이 알 수 있기에 커뮤니 이션

의 잘못된 달이나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를 일 수 있다.CUX는 커뮤

니 이션 피드백을 리하여 사용자가 보낸 요한 메시지가 제 로 도

착하지 않았는지,확인을 했으나 미 응답 인지를 구분하여 제 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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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사

용자 커뮤니

이션

사용자와 도

구 커뮤니

이션

사용자와 콘

텐츠 커뮤니

이션
안부확인 O X O

제안 O X O

하지 않아서인 경우에는 커뮤니 이션 채 의 우회 등의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

2)커뮤니 이션의 목 에 따른 분류

커뮤니 이션의 상에 따라 상되는 커뮤니 이션의 목 은 각기 달라

질 수 있다.커뮤니 이션 설계에 다음의 분류를 고려하여 효율 인 커

뮤니 이션 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커뮤니 이션을 목 에 따라 분류하자면 크게 8가지로 나 어 볼 수 있

다.

-안부확인

-제안

-정보 요청과 제시

-의사표명

-조작

-설득

- 상 는 조정

-커뮤니 이션의 확인

이 조작은 도구의 조작을 한 커뮤니 이션으로 기존의 인 커뮤니

이션의 내용에는 없던 것이다.이것은 커뮤니 이션의 상이 다른 다

용자,도구,콘텐츠인지에 따라 부가 혹은 일부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내용을 1.1.1의 커뮤니 이션 상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표V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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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과 제시 O O O
의사표명 O X O

설득 O X O
상 는 조정 O X O

커뮤니 이션의 확인 O O O

조작 X O O

[  VI-3]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따른 내용 

3)커뮤니 이션의 방법의 개인 선호

개인 으로 커뮤니 이션의 선호하는 채 이나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시간 같은 내용은 일반화시키기 어렵다.CUX는 개인의 커뮤니 이션 가

능여부나 선호하는 채 ,가능시간 등을 다른 커뮤니 이션 상에게

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커뮤니 이션 선호 채

상 방에게 연락을 할 때,단순히 어떤 채 을 좋아하느냐보다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연락하는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CUX는 사용

자의 내용별,목 별 상황에 어떤 방식의 커뮤니 이션을 했고 그것이

만족스러웠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하여 상황별 선호채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커뮤니 이션 가능여부 알림

커뮤니 이션이 재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어제 가능해질지 몰라 연락을

몇 번 하다 포기하는 경우기 있다.CUX의 요한 기능 하나는 스

쥴과 연동해 커뮤니 이션의 가능여부를 상 방에게 알려주고 응답이 가

능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이것으로 불필요한 커뮤니 이션의 시도

로 인한 시간낭비를 조 할 수 있다.

제 2 커뮤니 이션 분석

커뮤니 이션을 분석하는 이유는 UX에서 커뮤니 이션이 잘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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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 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이다.커뮤니 이션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커뮤니 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하 다.

1.사용자의 커뮤니 이션 성향 분석

CUX에서 사용자 분석은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

이 가장 우선이다.그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커뮤니 이션

을 하는 방식과 계 맺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커뮤니 이션학에서는 자아표 과 자아노출(self-disclosure)이라는 개념

을 이용하여 개인의 커뮤니 이션 성향을 설명한다.이 이론은 커뮤니

이션을 매개하는 CUX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자아노출을 하길 원하는지

를 확인하는 데에도 용될 수 있으며,사용자가 CUX를 사용 후 어떤

자아노출 경향을 갖게 되는지를 통해 계성의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자아표 -고 만의 이론

고 만(Goffman)의 인상 리(ImpressionManagement)이론은 흔히 ‘연극

학 이론’으로 불린다. 그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기표 (The

PresentationofSelfinEverydayLife)』이라는 서를 통해 사람들은

구나 사회 상황에 진입할 때 다른 참여자에 한 어느 정도의 정보

와 주어진 맥락 -나이,결혼여부,재산,교육 혹은 지식 정도에 한 궁

증과 함께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 등 -에 해 알고 싶

어 한다.사회 만남에서 자아는 ‘겉모습(front)’을 표 한다.‘겉모습’은

사람들이 사회 으로 의미 있는 인상을 창조하기 해,즉 자신의 인상

을 리하기 해 꾸 히 노력한 결과다.겉모습은 다시 세 (setting)53)

과 개인 겉모습(personalfront)54)으로 나뉘는데,이를 바탕으로 한 인

53) 세팅은 가 와 조각, 창문, 전문적 장비 등과 같이 고정된 요소를 의미한다. 세팅은  자체

서의 역할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를 설정한다.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맥도널드에

서 햄버거를 먹는 것의 차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  이러한 세팅의 차이이다. 세팅의 변화는 포

함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54) 이것이 ‘세팅’과 다른 점은 수행자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점이다. 나이, 키, 성별, 인종, 머리카

락 이, 자세, 스타일, 의상, 얼  정, 제스처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는 고정적이어서 상황이 

변해도 바뀌  않는 것이 있 만, 바람 하 는 자신의 역할에 맞추어 쉽게 바뀔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다시 용모(appearance)와 매너(manner)  나뉘며, 용모는 사회적 신 을 나타내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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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4> 자아 현의 계층별 특 과 CUX

상 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행동에 한 기 감을 제공

하는 일종의 ‘사회 속기(socialshorthand)'구실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개인의 사회 역할은 드라마 특성을 지닌다고

할수 있다.개인이라는 배우는 특정한 성격을 부각시키거나 은폐한다.

실 세계에서도 드라마에서와 같이 무 가 하게 설치되어 있으며,개

인은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동료들과 조화롭게 행동한다.

주어진 세 내에서의 개인행동은,다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 어 ‘후

면 역(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는 행동)’

과 ‘면 역(타인 앞에서의 모습.사회 역할 개념에 이상 인 행동)’을

갖는다.모든 사회 역할은 선택 행동에 달려 있으며,수행자는 무

배우처럼 자기 역할을 배우고 연습하는 사 장소를 갖는다.55)

고 만의 자아표 이론을 새로운 정보도구를 통한 사용자들의 활동에

입해보면 사용자의 자아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그림 VII-4>

은 연구자가 사회 만남에서의 자아의 계층의 기 으로 CUX의 사례를

들고 여기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인

간은 인상 리를 해 실제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소 다른 커뮤니 이션

유니폼, 장 등을, 매너는 주어  상황 하에서 개인이 출하는 특정한 차원의 행동을 의미한다. 

매너와 용모는 서  어울리  않을 수 있다.

55)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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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기도 하며 그런 자신을 만들어나가기 해 ‘세 ’과 ‘개인 겉모

습’이라는 역으로 나 어 자신을 표 한다.이 때 커뮤니 이션 매체는

상황에 따른 자아표 의 욕구에 응하는 무 (세 )가 되어 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르는 것과 듣기 좋은 댓 을 남기는 것은 개

인의 자아가 페이스북이라는 ‘세 ’속에서 펼치는 ‘면 역’의 커뮤니

이션 행동이다.

신문기사 등의 댓 에서 신랄한 비방이나 욕설,우기기 등을 일삼는 것

은 개인의 자아가 익명성이 보장된 가면무도회 같은 곳에서 펼치는 ‘후

면 역’의 커뮤니 이션 행동이다.그 다면 싸이월드의 공개 일기장은

무엇으로 야 할까?고 만은 언 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연극

으로 비교해 본다면,싸이월드의 공개 일기장을 통해 볼 수 있는 타인의

일기는 고 만의 자아표 에서는 연극의 방백이다.이는 ‘면

역’을 통해 ‘후면 역’을 드러내는 ‘창문’혹은 ‘간 역’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CUX를 한 사용자 분석에서 사용자가 자아표 의 임을 어떻게 짜

는지는 사용자를 한 계 설정에 있어 요한 요인이다.사용자가 어

떠한 자아표 을 하려는 지에 따라 CUX는 ‘세 ’을 선택 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커뮤니 이션을 재하는 과정에서 ‘개인 겉모습’을

표 할 수 있을 것이다.CUX가 제시하는 세 은 사용자가 원하는 ‘면

역’ 는 ‘후면 역’혹은 ‘간 역’을 담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자아표 성향 혹은 욕구를 검출해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150p>.

2)자아노출 -‘조해리의 창’이론

자아는 상호작용을 통해 필연 으로 드러난다.이때 인간이 갖는 감정은

구나 비슷해서,친해질수록 상 방에 해 많이 알고 싶어한다. 부분

의 경우 노출 수 는 자연스럽게 결정되지만,사람에 따라서는 ‘도 체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이 게 되면 커뮤니 이션

이 힘들고,따라서 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표피 인 상태에 머물

게 된다.그러므로 한 자아노출은 커뮤니 이션에 있어 매우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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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5> 조해리의 창의 개념

요소이다.자아노출의 정도는 자아개념과 상 이 있다. 컨 평소에 나

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별다른 주 감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드

러낼 수 있다.그러나 생소한 타인이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되도록 숨기게 된다.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는 인간의 자아를 네

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개념

화 하고, 커뮤니 이션 시,

자아 역의 어떤 창이 확

되는지 보여 다 <그림

VI-5>.

각각의 자아의 창은 다음과

같은 자아의 부분을 나타낸다.

-열린 자아(open-self):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의식 으로 하는 말과 행동,성별,나이,외모,출신 학교,

직업에 한 정보 등.

-숨겨진 자아(hidden-self):본인 스스로 공개를 꺼리고 비 에 부치는

부분.단 ,성 ,애정 계나 소득에 한 정보 등.때에 따라 학력이나

직업도 이 역에 속할 수 있다.

- 먼 자아(blind-self):상 방은 알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모르는 부분.

남의 얘기를 통해 새롭게 나의 성격을 발견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

다.주로 친한 친구나 애인,오래된 동료에 의해 발견된다.

-모르는 자아(unknown-self):자신은 물론 남들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부

분,내면 세계에 존재하되, 인 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무의식

의 세계

조하리의 창은 인간이 인 계에 따라 이들 역을 변화시키며 커뮤니

이션을 확 시키거나 축소시킨다고 본다<그림 VI-6>.

<그림 VI-5> 는 커뮤니 이션 상황을 만나기 , 립 인 자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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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6> 자아노출  인한 자아 영역의 변화

형태이다.커뮤니 이션이 진행되면서 각 역의 크기가 변화하게 된다.

상호작용 결과, 인 느낌과 함께 공감 가 형성되면,숨겨진 자아가

고 신 열린 자아가 늘어난다.자신에 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다.[그림 2]. 상 방의 피드백을 통해 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먼 자아가 어들고,그만큼 열린 자아의 역이 넓

어진다. 이로써 자아노출과 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열린 자아의

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물론 상호작용이 부정 인 느낌을

주거나 생소한 계에서는 숨겨진 자아의 역이 더 증가하면서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일반 으로 열린 자아의 역

이 늘어날수록 커뮤니 이션이 확 되면서 인 계 한 증진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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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커뮤니 이터의 특성

커뮤니 이터인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CUX에 기 하는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여기 소개하는 커뮤니 이터의 특성을 CUX의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가)특성 이론 (TraitsTheory)

한 개인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교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

고,감정,행동 패턴으로서 향후 행동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를 특성이라고 한다.많은 심리학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

이션하는가?"라는 문제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

다.이와 련해 가장 자주 언 되는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화 나르시시즘(conversationalnarcissism)의 유무

자기애(自己愛)를 의미하는 나르시시즘을 커뮤니 이션 개념에 용한

것이다(Vangelisti,Knapp,andDaly,1990). 화 도 자기 몰입의 경향

이 강한 사람들은 뻐기거나 허풍을 잘 떠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요성

을 과시하려 한다.특히 화 도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한다.과장된 제

스처를 쓰는 편이며,타인에 한 존 과 배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공간에서 잘 드러나는 곳은

미니홈피와 블로그이다.일부 사용자들은 과장되게 포토샵 처리된 사진

과 자신을 과시하는 치장으로 자신만의 우월성을 공개된 가상공간에서

극 으로 드러난다. 의 내용이나 콘텐츠 역시도 자신의 가치나 자신

의 부를 과시하는 내용이 부분을 차지한다.

② 논쟁 성향(argumentativeness)의 유무

화 주제에 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상 방 의견을 반박하는 정도

를 말한다.이러한 논쟁 성향은 학습에 도움을 주고 타인의 을 보게

하며,신뢰도를 증진시켜 커뮤니 이션 기술을 쌓게 만든다.그러나 논쟁

성향이 강한 개인은 때로 부정 인 느낌을 주는데,이는 언어사용 시 엿

보이는 단호함이나 감 때문이다.따라서 정한 논쟁 방법을 아는

것이 요하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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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어야 한다.블로그나 신문기사의 댓 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부분 논쟁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③ 커뮤니 이션 불안감(communicativeanxiety)의 유무

무 공포감과 같은 커뮤니 이션 불안감은 많은 사람에게 존재한다.따

라서 어느 정도의 커뮤니 이션 불안감은 정상 인 것이지만,지속 으

로 느끼는 극단 인 커뮤니 이션 공포는 문제가 된다.타인과의 화를

회피하거나 사회 참여를 꺼리는 수 이 그 다.이는 결국 사회 불안

감,사회 회피,상호작용 불안감,수 음과 깊은 련이 있다.

패터슨과 리츠(PattersonandRitts)는 이러한 특성을 커뮤니 이션 불안

감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역으로 나 었다.

·신체 증세: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짐

·행동 표 :회피 는 자기 보호 행동이 두드러짐

·인식 측면:자신에게 을 맞추고 부정 생각을 가짐

연구 결과,이들 세 가지 가운데 불안감에 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부

분은 인식 측면으로 나타났다.즉 커뮤니 이션 상황과 련해 자신을

부정 으로 인지할수록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특성 요인 모델

많은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특성에 해 연구한 결과,여러 가지 특성 요

인 모델이 개발되었다.그 가운데 가장 알려진 것은 딕맨(Digman)의 다

섯 가지 특성 요인 모델이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경성(neuroticism):부정 감정이나 걱정을 하는 경향을 지님

② 외향성(extraversion):집단 활동을 좋아하고 낙천 이며 단호한 경향

을 지님

③ 개방성(openness):상상력이 있고 내부 감정에 주목하며 독립 으로

사고할 아는 경향을 지님

④ 동의성(agreeableness):타인에 한 동정심이 있고 도우려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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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분석 산출물

1단계 커뮤니 이션 상 악 커뮤니 이션의 주체와 상

2단계 커뮤니 이션 계 분석 커뮤니 이션 계도

3단계 커뮤니 이션 내역 분석 커뮤니 이션 내역 분석 결과

4단계
커뮤니 이션 계의 문제

도출
커뮤니 이션 계의 문제

5단계
커뮤니 이션 방법의 문제

도출
커뮤니 이션 방법의 문제

6단계 계 분석 종합 계 분석 종합

7단계
커뮤니 이션 시스템 개선

발견
커뮤니 이션 시스템 개선

[  VI-4] CUX를 위한 7단계 사용자 석방법

립을 피하려는 경향을 지님

⑤ 성실성(Conscientiousness):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충동을 억제할

알며 임무 완성도가 높은 경향을 지님56)

연구자는 이 내용을 용하여 커뮤니 이션 상자의 심리상태를 알아보

는 조사법을 개발하 다. 조사 방법은 5 척도법을 이용하 고,이 결

과는 <그림 VI-8>의 그래 로 정리하도록 한다.

2.커뮤니 이션 분석 방법

1)CUX를 한 커뮤니 이션/ 계 분석 로세스

커뮤니 이션 UX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커뮤니 이션 당사자들 간의

계의 문제이다.때문에 사용자 분석에 있어 요한 부분은 기존 사용

자의 사용 계를 악하는 부분과 계에 있어서의 문제 을 악하는

것이다.연구자는 이를 한 CUX(커뮤니 이션 UX)를 한 7단계의

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표 VI-4]

56)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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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커뮤니 이션 상의 커뮤니 이션 행태를 악하고 그것의

구조화를 통해 어떠한 커뮤니 이션 특징이 있으며 문제 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어떤 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도록 한다.

1단계 :커뮤니 이션 상 악

커뮤니 이션 분석을 해서 구와 커뮤니 이션 하는지를 분석한다.

커뮤니 이션 상 분석은 크게 특성 이론(TraitsTheory)을 이용한 커

뮤니 이터 분석과 특성요인 모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2단계 :커뮤니 이션 계 분석

커뮤니 이션 주체와 상 간에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를 악하고 그

계의 특성을 분석한다.커뮤니 이션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은 각

커뮤니 이션 주체의 참여인원과 구성이다.

-참여인원 확인

-커뮤니 이션 계도 작성

집단 커뮤니 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커뮤니 이션 계를 맺느

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커뮤니 이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3단계 :커뮤니 이션 내역 분석

그 동안 각 커뮤니 이터 간에 어떤 커뮤니 이션이 일어났는지를 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악한다.CUX를 한 계 분석에서 매우 요한

과정이다.

-커뮤니 이션의 빈도 :얼마나 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는 커뮤니 이터들의 계를 가늠하는 잣 가 될 수 있다.

-커뮤니 이션의 응답시간 :얼마나 신속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

는지는 그 계의 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커뮤니 이션의 시간 :업무 시간에만 주고 받는 커뮤니 이션인지 혹

은 사 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인지를 확인하여 두 사람의

계가 사무 계인지 개인 계인지,편한 계인지,조심스러운

계인지 알 수 있다.

-커뮤니 이션 메시지 :메시지는 어떤 용무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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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지를 악할 수 있다. 한 말투나 형식에서 어떤 계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4단계 :커뮤니 이션 계의 문제 도출

1,2,3단계를 종합하여 커뮤니 이션에 있어 어떤 문제 이 있는지 분석한

다.이 과정은 새로운 계를 구성하는 데 개선 을 제시한다.

5단계 :커뮤니 이션 방법의 문제 도출

커뮤니 이션에 사용되는 채 과 방법이 앞서 도출한 커뮤니 이션의 특

성에 합한지 확인하고 문제 을 찾아낸다.채 ,인터랙션, 차의 3가

지 핵심 내용을 심으로 분석한다.

-채 :메시지가 합한 채 로 달이 되는가이다.사용자의 수나,

계,사회/문화 환경 등 메시지 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인터랙션 : 한 피드백과 메시지확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

인한다.사용자의 감성 만족과 수신자에게 주는 인상 등이 인터랙션을

통해 형성된다.

- 차 :커뮤니 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 한 차를 거치는가의 문제

이다.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사용자에게 불투명한 차를 갖고 있는지 확

인한다.

6단계 : 계 분석 종합

1~5단계 까지를 종합하여 어떠한 커뮤니 이션의 계를 맺고 있고 어떤

문제 이 있는지 정리한다.

7단계 :커뮤니 이션 시스템 개선 발견

종합된 계 분석을 시스템 인 에서 보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근해야 할지 확인한다.

2)커뮤니 이션/ 계 분석 사례

이제 앞서 제안한 CUX를 한 계 분석 방법을 실제 사례에 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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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의 사례.

A교수는 정원이 300명인 1학년 상의 형 강의를 한다.강의계획서에

휴 화를 기재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무심코 화번호를 어놓았다.

교수는 재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거나 공지사항을

알려주기 해 학생들의 번호를 제공받기도 하지만,자주 쓰이는 일은

아니다.학생들은 이 커뮤니 이션 통로를 통해 교수에게 에로사항이나

수업상의 개선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이버캠퍼스를 통

해 학생들과 교수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잘 쓰이지 않으며,

교수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굳이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기 보다는 즉각 으로 달될 수 있는 커뮤니 이션인 무선 화를 선

호한다.하지만 학기가 간쯤 지나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오는 문자메

시지 때문에 매우 괴롭다.내일이 휴강일인지 확인하는 내용부터,개인

사유로 인해 결석을 해도 되는지,등등의 꼭 필요하지 않은 연락이 밤낮

을 가리지 않고 온다. 때문에 교수는 밤 11시쯤 오는 문자메시지가 매

우 불쾌하지만,학생을 크게 꾸짖기도 뭔가 껄끄럽다.

가)커뮤니 이션 상 악

커뮤니 이션 주체는 교수와 학생으로 각자 개인 사용자이다.

나)커뮤니 이션 계 분석

커뮤니 이션 계도 작성을 통해 커뮤니 이션 상과의 계를 좀 더

입체 으로 악해 볼 수 있다.<그림 VI-7>

교수와 학생들 간의 계는 1 다수의 계로 커뮤니 이션의 빈도는

학생들이 더 많다.교수는 학생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부탁에 해 답변

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커뮤니 이션 태도가 수동 이거나 지나치

게 잦은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커뮤니 이션 내역 분석

(발 수신 과정,횟수,빈도,응답에 걸리는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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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7> A 수와 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 계

도

커뮤니 이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며 얼마 만에 응답하는지

등의 Raw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은 어떤 커뮤니 이션의 주체가

더 커뮤니 이션이 실하며

극 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표 VI-5]를 보면 커뮤니 이션

은 부분 학생이 교수에게 보

내고 교수가 이에 응답하는 식

이다.학생으로부터의 커뮤니

이션 시도의 횟수가 일방 으로

많으며 교수의 답변을 보면 응답이 즉각 이지 않고,응답이 가능한 시

간에 한꺼번에 응답하고 있다. 한 학생들의 질문은 비슷한 질문을 반

복하고 있고,교수는 이에 비슷한 답변을 반복한다. ,교수가 응답이

불가능한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의 화나 문자메시지는 무시되고 있다.

이는 일방 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커뮤니 이션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크

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교수는 학생의 커뮤니 이션 요청에 해 응답

하려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실제 면담결과 교수는 학

생들의 이러한 커뮤니 이션이 그리 반갑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라)커뮤니 이션 계의 문제 도출

커뮤니 이션 계도에서 어떤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면 사용자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곳에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A교수와 A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 다수의 커뮤니 이션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그 빈도나 욕구가 비 칭 으로 형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학 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해 극 으로 자신

을 변론하거나 핑계를 려고 하지만 교수는 그러한 행 들을 부 들어

수도 없을뿐더러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 응 해야 한다. 한

개인 차이일 수 있지만,통신수단에 의해 개인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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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연락방

법
교신 내용

응답

소요

시간

1 12.03.06 12:30
학생1/

교수A

문자메

시지

교수님 내일 수업 휴강인가

요?애들이 내일 휴강인거 같

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ㅠ,.

ㅠ

2 12.03.06 12:41
학생2/

교수A

문자메

시지

교수님 제 친구가 내일 다른

수업 휴강인데 교수님 수업도

휴강인가요?

3 12.03.06 12:45
학생3/

교수A
화

교수님 애들이 내일 휴강할지

도 모른다는데 휴강하나요?/

지 수업 입니다.

4 12.03.06 13:15
학생4/

교수A

문자메

시지

교수님 내일 휴강하면 희조

발표는 어떻게 되나요?미

지는 건가요?빨리 알려주세

요!

5 12.03.06 13:27
학생5/

교수A

문자메

시지

선생님!지난주에 결석한 것

생리공결문 내려고 했는데요

다음주에 내도 괜찮나요?

6 12.03.06 15:12
교수A/

학생1

문자메

시지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
2:47

7 12.03.06 15:13
교수A/

학생2

문자메

시지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
2:32

8 12.03.06 15:14
교수A/

학생3

문자메

시지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
2:29

9 12.03.06 15:15
교수A/

학생4

문자메

시지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정상 으로 발표하

시면 됩니다.

2:00

1012.03.06 15:16
교수A/

학생5

문자메

시지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내일 내시면 됩니

다.

1:44

1112.03.06 15:17
교수A/

학생들

단 체

문자메

내일 정상수업입니다. 휴강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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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1212.03.06 15:20
학생5/

교수A

문자메

시지

앗!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

다.내일 뵈요!̂ ^*
0:04

1312.03.06 19:20
학생6/

교수A
화

교수님 내일 수업 하는 건가

요?어떤 애들은 한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휴강이라는데요?

/

내일 정상수업입니다.단체문

자 못 받았나요?/

받았는데요.어떤 애가 내일

휴강 아니냐고 자꾸 우겨서

요./

아닙니다.내일 요

1412.03.06 17:22
학생2/

교수A

문자메

시지

네 그 군요 알겠습니다.내

일 뵈요!!

1512.03.06 22:30
학생7/

교수 A

문자메

시지

내일 사정이 있어서 수업

에 불참할 것 같은데요 죄송

합니다.다음주엔 꼭 빠지지

않고 갈게요!!

1612.03.07 23:10
학생8/

교수 A

문자메

시지

희조가 내일 발표인데요 발

표 비하기로 한 민철이가 내

일 학교 행사로 빠지게 되었

어요 죄송하지만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루면 않될까요?

1612.03.07 00:20
학생8/

교수 A

문자메

시지

주무시나보네요 ㅠ,.ㅠ 밤늦게

죄송합니다.내일 뵙겠습니다.

1712.03.07 00:36
학생9/

교수 A

문자메

시지

교수님 친구 아버지가 돌

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 야

할 것 같아요 ㅠ,.ㅠ 내일 결

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VI-5] 수A와 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않은 시간이 교수와 학생과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교수는 제자들이 무례

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그에 따라, 극 인 응이 되지 않거나 답변이

늦어지게 되고,제자들은 교수가 불성실하게 답하는 것에 해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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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정보의 비 칭성과 핵심정보를 갖고 있는 교수의 커뮤니 이

션 할애시간의 부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커뮤니 이션 방법의 문제 도출

커뮤니 이션 방법이 한가의 문제이다.

첫째,문자메시지는 일방 인 커뮤니 이션 채 이다.

둘째,커뮤니 이션 가능여부를 알 수 없다.

셋째,커뮤니 이션 태도를 제시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바)커뮤니 이션 분석 종합

커뮤니 이션의 특징과 문제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교수에게 용무가 있을 때 즉시 연락을 하고 싶어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연락이 업무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반갑지 않다.

-학생이 연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커뮤니 이션 수단이

교수가 연락을 받아도 좋은 커뮤니 이션 수단과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커뮤니 이션에 불만을 갖는다.

:즉각 인 응답을 않함

-교수도 커뮤니 이션에 불만을 갖는다.

:지나치게 많은 연락,불필요한 연락

-학생들은 교수가 친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답형의 답, 답이 없거나 매우 늦은 답변

-교수는 학생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밤늦은 시간의 문자메시지등의 커뮤니 이션 요청

사)커뮤니 이션 시스템 개선 발견

앞에서 본 커뮤니 이션의 특징들과 문제 을 개인의 성격이나 매 의

문제가 아닌 커뮤니 이션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본다면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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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수가 설정한 시간에만 화통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교수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며 FAQ

에 존재하는 항목은 자동으로 답변이 송된다.

-교수가 원하는 의사소통의 수단별 시간을 학생에게 안내해 다.

-만일 휴강 같은 요한 일정상의 변화 등의 공지사항이 생긴다면 학

생들에게 확실하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되는 것과 동시에 스 쥴러에도

업데이트가 된다면,의사소통을 통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것

이다.

이것은 CUX의 디자인을 통해 개선 될 수 있는 문제이며 Agent등의 개

념이 도입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CUX의 사용자 분석

1.사용자 커뮤니 이션 욕구 확인

사용자의 요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면,인터페이스 유형화와 기능 구

조화 통해 목 형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사용자의 요구

를 악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사용자의 요구 이해

일반 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는 방법으로는 상품기획 분야에서 수

행되고 있는 마 이나,시스템공학 분야에서 소개되고 있는 통계 방

법,구조모델화 방법,발상법 등이 유효하다.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도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상 개념 인 사용자 요구를 정리할 수가 있다.

비교 간편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자 생각하 나를 직 으

로 추출하는 로토콜 해석은 유효할 것이다.

나아가,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개개의 상황에서는 이용 환경의 정보,

를 들면 이용할 시간 ,장소,주 의 기계나 설비,기온이나 날씨,공간

의 넓이 따 를 반 한다.거기다 이용자의 성별,연령,직업,조작 이력

등의 정보를 극 으로 반 함으로써 그때그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어떠한 조작을 하게 하면 좋을지 등을 배려한,상황에 합한 인



-159-

터페이스를 검토할 수가 있다. 를 들면,텔 비 리모컨을 손에 든 것

이 어린이이고 녁 시간 라는 것을 안다면,어린이용 교육 로그램만

채 조작할 수 있거나 어린이용 화면 인터페이스로 환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역에 내렸을 때,휴 화에 부근 안내지도

나 버스 노선표가 표시되는 등,사용자의 요구를 추측하여 제시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요구사항을 추측하여 제시하는 것도 정도 문제이며,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과도한 참견이 될 것이다. 한 사용자의 변덕도 있다.사용자에

게 당하다고 생각되는 균형을 고려하여 최 의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57)

CUX를 디자인할 때,어떤 커뮤니 이션을 의도하는지 혹은 커뮤니 이

션의 어떤 이 문제인지를 확인한다.이는 앞 에서 제시한 커뮤니

이션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커뮤니 이션의 문제 확인 체크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원하는 커

뮤니 이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 이션 도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커뮤니 이션을 원한다.

□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인 계를 개선하고 싶다.

□ 정확하게 의사 달을 하고 싶다.

□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 를 형성하고 싶다.

□ 화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커뮤니 이션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57)이노우에 카츠오 편  ; 유니버설디자인연 센터 옮 . 디자인과 감성 : 공학적 디자인방법 의 

실천.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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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많거나 은 커뮤니 이션을 당히 조 하고 싶다.

디자인을 설계하는 CUX의 디자이 는 사용자의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

라.다름과 같은 디자인 설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커뮤니 이션을 원한다.

> 사용자들 간의 공통 을 발견하여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한다.

>커뮤니 이션 계 구조를 새롭게 설정한다.

□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인 계를 개선하고 싶다.

>커뮤니 이션 당사자들의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디자

인 한다.

□ 정확하게 의사 달을 하고 싶다.

>커뮤니 이션을 한 의사 달의 방법을 디자인한다.

□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 를 형성하고 싶다.

>CUX를 통해 사용자가 한 자아노출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

□ 화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커뮤니 이션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사용자에게 커뮤니 이션 인터랙션에서 즐거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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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많거나 은 커뮤니 이션을 당히 조 하고 싶다.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을 신할 수 있는 Agent를 제공한다.

>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 가능 여부를 커뮤니 이션 송신자에게 알게

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2.사용자 태도와 특성 분석

1)특성요인모델 이론을 용한 사용자 특성 조사방법

당신이 사람들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정 감정을 갖거나 걱정하는 데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신경

성)

매우낮다··················낮다··················· 간····················높

다···················매우높다

당신은 집단 활동을 좋아하고 낙천 이며 의사결정에 단호한 편입니까?

(외향성)

매우낮다··················낮다··················· 간····················높

다···················매우높다

당신은 상상력이 있고 스스로의 내 감정에 주목하며 독립 으로 사고

하는 편입니까?(개방성)

매우낮다··················낮다··················· 간····················높

다···················매우높다

당신은 타인에 한 동 심이 있고 도우려 하며, 립을 피하려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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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습니까?(동의성)

매우낮다··················낮다··················· 간····················높

다···················매우높다

당신은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알며 업무 완성도가 높고 자기 리를

잘 합니까?(성실성)

매우낮다··················낮다··················· 간····················높

다···················매우높다

이러한 질문 결과를 한 에 볼수 있도록 그래 로 표 한다면

다음의 형태로 표 할 수 있다.[그림 VI-8]

<그림 VI-8>의 특성모델 분석 1,2,3그래 는 각 평가척도의 결과를 그

래 에 용하여 커뮤니 이터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커뮤니 이션 행동을 설명하

려는 목 에서다. 컨 화 나르시시즘 유형의 경우, 의 모델에

용하자면 간 정도의 신경성과 높은 외향성 수를 수 있는 반면 개

방성과 동의성,성실성에는 낮은 수가 매겨진다. 커뮤니 이션 불안

감 유형은 높은 신경성과 낮은 외향성 개발성,동의성,성실성이라는

특성을 포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커뮤니 이션 목 확인

커뮤니 이션 UX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6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다음의 문제가 있을 경우,혹은 다음의 커뮤니 이션 의도를 갖고 있을

경우 CUX의 패러다임을 통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거나 설계단계부터 의

도하여 설계할 수 있다.이 문제는 사람이 만나서 계를 맺고,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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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8> 특성요인모델 래프

고,헤어지게 되기까지와 무척 유사하다.결국 커뮤니 이션은 사람의 문

제이기 때문이다.보통 커뮤니 이션을 설계하기 해서는 이 한 과

제에 집 할 것이다.그러나 동시에 여러 과제를 다루는 도구를 설계할

수도 있다.

-CUX의 6가지 목 -

1)새로운 계의 형성

원하는 사람이나 콘텐츠 혹은 도구를 새롭게 만나게 하는 것도 역시 커

뮤니 이션의 시작이자 가장 요한 목 이다.원하는 상을 찾아주거

나,나에게 제안하는 등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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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뮤니 이션을 통한 계 개선

하고 효율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해 커뮤니 이션 하고자 하는 상

과의 계 개선을 한다.커뮤니 이션 상과의 친 도를 높이거나,격식

을 갖추어서 커뮤니 이션 하여 존경을 표하는 등 커뮤니 이션은 그 자

체가 정서 행 가 될 수 있다.

3)정확하고 효율 인 커뮤니 이션

메시지와 의사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상 방에게 달할 할 수 있다.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황에 맞는 채 과 메소드를 설계하여 효율 커뮤

니 이션을 계획한다.커뮤니 이션을 통한 조작이나 홍보의 채 로서

커뮤니 이션 미디어를 활용하는것도 여기 속할 수 있겠다.

4)커뮤니 이션을 통한 자아 노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자기 확인과 자아 노출을 하는 사람이 많다.다른

사람 혹은 콘텐츠와 소통하는 즐거움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커뮤니

이션의 목 이다.블로그,SNS등은 이런 목 을 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5)커뮤니 이션 과정 자체의 즐거움

커뮤니 이션을 하는 이유가 어떤 메시지의 달이나,의사표 ,혹은

계형성 등의 목 이 있는 행 를 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를 즐기는 것

이 될 수도 있다.소셜게임을 즐기는 것이나.Siri등의 Agent에게

6)커뮤니 이션 행 조

물리 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뮤니 이션 시간과 횟수가 많거나,지

나치게 어 외로운

사용자를 해 설계한다.스마트 기기의 보 과 함께 지나치게 증가한

커뮤니 이션을 효율 으로 조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구조를 설계한

다.

4.커뮤니 이션 로그분석

사용자의 커뮤니 이션 경향은 커뮤니 이션 내역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



-165-

< 림 VI-9> 소 단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조

인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Shadow Tracking 이라는 민속지학 분석을 하거나

BigData분석 등의 산,통계학 분석 기법이 쓰일 수 있다.III장의 2.2

에서는 Shadow Tracking방법을 활용하여 커뮤니 이션 로그를 분석하

다.

제 4 커뮤니 이션 구조 설계

1.커뮤니 이션 조직의 구조

커뮤니 이션 구조 설계를 해 커뮤니 이션 조직 이론 소집단 커뮤

니 이션 네트워크 유형이 합하다.CUX에서 다루는 계는 매스 커뮤

니 이션 이론보다는 소집단 커뮤니 이션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1)소집단 커뮤니 이션 조직의 유형

쇼(Shaw)는 소집단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패턴,즉 커뮤니 이션 조

직(네트워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이에 해 알아보

자.

첫째,구성원 사이에 릴 이식으로 이어지는 커뮤니 이션 형태이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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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지 나 연령이 낮은 구성원이 그 다음 단계의 구성원을 향해 커뮤

니 이션하면,다시 그보다 높은 단계 구성원에게 달된다.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이 사슬형이 된다.

둘째,구성원 모두와 커뮤니 이션하는 사람은 한 명뿐인 형태이다.나머

지 사람들 간 커뮤니 이션은 모두 그 사람을 거쳐 일어난다.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수 바퀴형이 된다.

셋째,수 바퀴형과 유사하지만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 직 커뮤니

이션하는 경로 외에,한 사람을 거치는 경로가 존재하는 형태이다.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Y형이 된다.

넷째,집단 구성원 한 명당 커뮤니 이션 하는 사람이 두 명이며,서로

연결되어 있다.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원형이 된다.

다섯째,집단 내에 특정한 리더가 없는 경우로 개방 형태를 띤다.구성

원 모두가 자유롭게 동등한 치에서 커뮤니 이션한다.58)

이런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유형은 새로운 커뮤니 이션 메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 시 추천인 혜택 제도는 릴 이식 커뮤니 이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사이트의 가입 시 사이트를 알려주고 찾아오게

한 추천인을 기입하면 추천인에게 사이트가 혜택을 주는데,한 방향으로

만 진행이 되는 커뮤니 이션이고 역방향으로는 의미가 없다.일단 가입

한 사람만 다른 미 가입자를 추천할 수 있고,가입은 단 한번 이루어

지며,한 명씩만 추천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복 커뮤니 이션이 불가

능하다.-사슬형

인터넷 카페의 가입처리의 경우 모든 구성원은 가입을 의뢰할 때 리자

에게 을 올리며 리자만이 가입의 처리를 해 수 있다.-수 바퀴

58)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 , 커뮤니케이션 스, 2005, 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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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 인의 팬 사이트의 경우 Y자형의 커뮤니 이션이 일어난다.카페 지

기나 회원은 매니 를 통해 연 인과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다.-Y자

형

싸이월드의 도타기 같은 경우 구성원 사이에 순차 으로 이어지는 커

뮤니 이션이고 다시 역방향의 커뮤니 이션도 가능하므로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원형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은 표 인 개방형 커뮤니 이션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수의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 이션 매체는 이러한 개방형 커뮤

니 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개방형

앞서 살펴본 커뮤니 이션의 각 유형은 CUX설계 시 사용자가 맺게 될

계와 커뮤니 이션 방식에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커뮤니 이션에서

는 사용자들의 계를 유형화 하 지만 그 구체 활동은 실제의 커뮤니

이션으로 보고 일반 커뮤니 이션 방법 이외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

지는 않다.스마트기기를 통해 그 계를 조율하며,실제로 사용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다양한 매체는 CUX에 의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커뮤니 이션 조직의 성격

1)소집단의 유형

커뮤니 이션에서 구분하는 소집단의 유형은 그 목 에 따라 크게 5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다.커뮤니 이션 계를 조직할 때도 이를 용하여

조직의 성격에 맞는 구조를 짜도록 한다.

가)문제해결 집단

문제해결 집단의 존재 이유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거하거나 이기

한 것이다.그러므로 한시 으로 구성되었다가 문제해결 후에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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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다.긴 상황에 처하기 한 태스크 포스 등의 집단이 결과 보

고서를 제출 하는 등으로 임무를 종결하는 것이 그 이다.좀 더 오래

유지되는 문제해결 집단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 분쟁 원회 등 보다

복잡하고 지속 인 문제에 처하는 것이 있다. 디아블로 등의

RPG(RolePlayingGame)에서 퀘스트를 해결하기 해 게이머들이 티

를 이루는 것도 일종의 문제해결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치료집단

상호 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다.치료 집단의 가장 주된 목 은

참여자들이 서로 도와 개인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데 있다.이는 참여

자들이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모든 상담-약물 독,

연,다이어트,부부문제,우울증 등-과 련한 집단 치료 요법에 쓰이

며, 문가의 배석 없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참여자들이 온 히 자신

을 드러내 감정이입과 이해,용기를 얻어 냄으로써 도움을 얻는 경우이

다.

다)학습 집단

시험에 효율 으로 비하기 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서로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고 필기노트나 교재를 나 어 쓸 수 있으며,틀린 것

을 지 할 수도 있다.개인이 공부할 때보다 훨씬 넓은 시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다.

라)사회 집단

모여서 게임을 즐기는 집단이 이에 속한다.사회 집단의 가장 큰 목 은

서로 좋아하는 행 를 공유하고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스

포츠를 함께 하거나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것,일과 후 모

여 맥주를 마시는 것,다양한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

다.

5) 상 집단

상 방과의 상을 통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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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이 때 각각의 양측은 소집단 형태로서,갈등 국면일 때 나

타난다는 이 에 열거한 다른 집단과 확연히 구분된다. 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각 집단은 자신들의 요구와 희망을 주장하며,이것이 곧

상 방에게 달되어 서로 향을 미친다.

상 집단의 커뮤니 이션이 성공하려면 반 에서 시작될지라도 반드시

동의로 끝나야 하는데,이를 해서는 집단 간 이해의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이로써 기에는 각자 달랐던 의견이

혼합된 의견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제 5 CUX의 인터랙션 설계

커뮤니 이션 UX의 큰 틀이 잡혔을 때는 각 커뮤니 이션 상황에 맞는

인터랙션을 설계한다.

1.CUX 인터랙션 설계의 가이드 라인

1)커뮤니 이션 UX에서 해결할 요 문제 설정

가) 계의 종류

커뮤니 이션 UX를 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계’이

다.

커뮤니 이션이라는 것이 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커뮤니 이션 UX에서의 성패 역시도 이 ‘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도구 사이에 ‘어떤’계를 설정하느냐가 그 UX를 특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 다면 계를 디자인하기 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고

려해야 하는가?

나) 계의 상

사실 ‘계’와 ‘상’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선 무엇과 계를 만들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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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10> CUX의 포 션

커뮤니 이션 UX는 그 상과의 계에 걸맞는 커뮤니 이션 방법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를 맺는 주체를 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그 ‘계’는 달라지기 때문

이다.

‘계’를 맺는 ‘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용자 /도구 /콘텐츠

그 게 된다면 커뮤니 이션 UX는 사용자와 3가지의 상을 만나는 상

황에서 ‘어떻게’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CUX의 포지션

CUX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도구

사용자와 콘텐츠

와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UX의 인터페이

스의 상황에서 UX가 취하는 포지션이 어떤 계를 설계할 지를 보여주

게 될 것이다.

2)커뮤니 이션 ‘십계명’의 CUX의 용

커뮤니 이션이 개인과 집단생활에 미치는 향의 요성 때문에 미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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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AmericanManagementAssociation)는 ‘좋은 의사소통을 한 십

계명’으로 다음과 같은 열 가지를 들고 있다.59)

이 커뮤니 이션의 십계명은 좋은 커뮤니 이션을 한 지침이다.CUX

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용가능하다.어떤 이 CUX에 용될 수 있는

지 함께 살펴보겠다.

1)의사결정은 하기 에 생각(idea)를 분명히 할 것.

의사결정에 한 생각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다.때문에 CUX는 커뮤니

이션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

능하다면 안이나 보기를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2)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의사소통의 참된 목표를 먼 검토 할 것.

역시 이것은 CUX가 사용자에게 의사소통으로 인한 결과에 한 미리

보기를 보여주거나 결정하게 될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따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행 를 할 수 있을 것이다.가령 요한 일(반

년 넘게 진행해온 로젝트결과물의 유일한 원본)을 지운다거나,500명

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자폭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로인해 일어날 상

황을 안다면 명령을 취소하여 엄청난 재난을 일 수 있다.

3)무엇을, 구에게,언제,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물리 이고 인간

인 제반환경을 깊이 고려할 것 -이것은 CUX의 디자인을 설계할 때 특

히 요한 부분이다.커뮤니 이션을 매개하는 역할은 CUX의 핵심 기능

인데,커뮤니 이션을 설계함에 있어 무엇을(어떤 콘텐츠나 정보를),

구에게(수신자,혹은 수신자의 Agent 는 정보시스템),언제,어떻게(

한 커뮤니 이션 채 )을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물리 ,인간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물리 환경이란 의사소통이 사 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가,공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기본으로 문서 등의 지

속 인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아님 디스 이 상에서

59) M. D. Richard & W.A. Nielander, Ten Commandments of Good Communication, in (ed.) 

Readings in Management (South-Western, 1958),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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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어도 되는가?등이 단되어야 할 것이다.인간 환경이란,커뮤

니 이션을 시도하는 상의 풍토, 습,과거의 행 등을 의미한다.지

방에 사는 친구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기 해 CUX가 자동으로 메시지를

사투리로 변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확인 후 달한다면 받는 사람의 인

간 환경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4)의사소통을 계획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과 상담이나 충고

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CUX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조언을 구에게 얻을 수 있을까?바

로 상 방의 CUX( 는 Agent)를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 상 방이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상태인지?응답을 할 수 있는 상태

인지 등을 상 방의 CUX(Agent가 포함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한다면,

한 선호하는 채 과 어투 같은 것도 조언 받을 수 있다면,더 훌륭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최근 하루에도 몇 번씩 휴 폰을 교체해주겠

다는 통신사의 화를 받고 있다.같은 내용의 의사소통을 매번 다른 사

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에 단이 가져오는 손실이 매

우 아쉽다.만약 통신 업을 하는 업체에서 나의 CUX에게 재의 상황

을 조언을 구한다면, 화상담원에게 짜증을 내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5)메시지의 내용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되는가에 따라 부수효과에

하여 유념할 것

이것은 표 방법과 수신자의 태도와 반응 등과 련된 의사소통에 나타

나는 교묘한 들이 달 내용 못지않게 달자와 수신자간에 작용하는

심리 사안이다.같은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상통화로 이야기 되는가

아니면 이메일로 달되느냐에 따라 수신자의 반응은 다를 것이다.청첩

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축의 사진이 오더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달하는지가 얼마나 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6) 달자는 수신자의 심과 욕구를 악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

의 이익과 심을 충족시키려는 헌신 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유용한 정



-173-

< 림 VI-11> 시선인식 능이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S3, 2012출시

보를 제공할 기회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Agent라는 CUX의 개념에서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Agent를 설계한 디자이 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자기들에

게 늘 심을 갖고 이익을 고려해 주는 Agent에게 신뢰를 보이고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기술 으로는 BigData분석등의 방법이 사용자의

심을 악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

다.

7)수신자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확인할 것.

메시지에 한 피드백을 잘 확인하는 것 한 CUX에 매우 요한 과제

이다.음성이나 시각 ,각 방법의 피드백이 사용자의 주의를 충분히

끌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주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이는 사용자를 불쾌하게 할 것이다.충분하지 못한 피드백은

사용자가 모르고 지나가게 하여 요한 정보를 놓치게 할 것이다.사용

자가 확인하게 하는 Alert메시지나 각 ,동작 조작을 동반하는 피

드백,삼성 갤럭시3[그림10]에서 용된 시선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보았

는지 확인하는 기술등이 CUX에 용되어 정확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8)의사소통을 재의 상황의 요구

에 충족하도록 이루어질 뿐만 아니

라 미래에도 연결되도록 할 것.

의사소통의 내역을 어떻게 리하는

지, 의사소통의로 생겨난 새로운

정보나 결정사항들이 어떻게 업데이

트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성

을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CUX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스 쥴

리 혹은 의사결정에 따른 후속 업

무나 추후의 커뮤니 이션을 유기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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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달자는 평소에 언행이 일치하도록 처신할 것 -가능하면 실제 행

동에 있어 모범을 보일 것.이것은 의사 달을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9)번 항목의 내용은 Agent의 태도 혹은 입장(스탠스)에 련되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된 태도로 사용자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을 가능 할 것이며 이것은 신뢰감을 수 있는 방법이다.

10) 달자와 수신자는 상호이해를 해서 서로 상 편의 입장에서 경청

하는 자세를 취할 것

CUX는 사용자에게 CUX가 항상 사용자를 경청하고 있음을 다양한 피드

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사용자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동안

CUX가 말귀 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모른다면 불안해 할 것이다.음성

조작의 경우,어떤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인식이 잘 않되는 경우가 많은

데,한참 이야기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면 다음번엔 음성조작을 사용

하기 싫을 것이다.음성인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동안에도 입력되는 문

자를 화면으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등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즉각 으

로 잘못된 명령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2.커뮤니 이션 로세스에 따른 CUX설계

1)사용자와 도구간의 커뮤니 이션 (도구 조작 )

사용자로부터의 커뮤니 이션

1.사용자의 사용(조작)욕구 발생

2.도구에게 커뮤니 이션 혹은 조작

3.사용자의 의도 이해

4.사용자의도 확인 차

5.피드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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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요청에 의한 커뮤니 이션

1사용자의 의도 이해

2사용자의도 확인 차

3피드백 제시

특징

-커뮤니 이션 방식의 조작이 가능하다

-명령 실행 단계에서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2)사용자와 사용자간의 커뮤니 이션 (사용자간 화 )

1.메시지 송의 필요성 인식

2.송신자 결정 (1,2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

3.보낼 메시지 확인

4.사용자와 송신자간 기존 커뮤니 이션 내역의 확인

5.수신자의 커뮤니 이션 상황과 특성 확인

6.메시지 송 방법과 메소드 결정 (지능형 결정 /사용자 결정 )

7. 상에 맞게 메시지 내용 변경

8.메시지 송

9.커뮤니 이션 결과 피드백

10.커뮤니 이션 내용과 련된 정보를 업데이트 (스 쥴 추가/조정,

업무상황이나 커뮤니 이션 내역 업데이트 )

특징

-CUX는 사용자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커뮤니 이션의

효율을 높인다.

-의사 달이나 빠른 피드백이 필요한 커뮤니 이션의 경우 사용자에게

따로 알려 수 있는 인터랙션을 설계한다.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화의 내용에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첨가

해주거나 사투리,혹은 외국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7의 내용

3)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커뮤니 이션 (콘텐츠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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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품에 한 보 집 단계, 품사용인상  하고 하

는 단계 품  직  하  에 생 는 인상 로 요나 

욕구를 통한 품의 탐색부  입소 이나 고를 통한 입견

이   있다. 사 품 검토 등  통해 인상이  

 있다.

첫 인상
품  실 로 보고 만지면  첫 인상  하는 단계, 처

로 / 상 과의 를 통해 인상이 변화하는 과  겪

1.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환기

2.콘텐츠 사용여부 결정

3,콘텐츠 사용/료

특징

-콘텐츠는 마치 다른 사용자처럼 사용자를 불러낸다.

-지나친 콘텐츠의 사용자 불러내기로 인한 스트 스를 방지하기 해

콘텐츠와 사용자간의 커뮤니 이션을 CUX를 통해 조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 한다.

3.커뮤니 이션 경험의 략 구

커뮤니 이션 경험의 략 구 은 사용자가 커뮤니 이션을 통해 느끼는

희노애락을 략 으로 구 하게 하여 커뮤니 이션을 통해 얻는 감성 만

족을 주기 한 것이다.

1)CUX의 략 구축 -내러티 이야기얼개의 용

제 2장에서 조사했던 ‘내러티 인지’ 근방법을 채택하여 커뮤니 이

션 인상을 기 으로 새로운 사용주기를 제시한다.이를 내러티 사용이미

지 구축 략에 활용하면 사용에 기승 결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인상형성과 련된 제품 사용 시기 구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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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품  실 로 보고, 만지며 입견과 실 품의 차이를 

확인한다. 만 보  에는   없었던 감, 게,청각요소 

등이 사용인상의 요요소로 작용하고 품의 외 과 구조를 

통해 사용 법  하여 사용 에 한 입견  한다.

 사용(탐

색 )

품  실  사용하  시작하는 단계이다.

품의 주요 능이 잘 작동하는지 등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

의 감  만족도도 품인상 에 크게 작용하게 다. 

경쟁 품과의 가치평가를 통해 자신의 택이 았는지를 확인

하며, 그 단 여부가 인상에 큰 향  미친다. 타인추천의도

가 나타날  있다.

익 해  능 히 사용하는 시 . 이 , 사용하는 데 요한 

인지나 주의가 최소화 며 간편한 사용이 행해진다. 사용법이 

어 운 품  요한 능만  사용하게 어 사용법에 른 

인상변화는 크지   있다. 부가 능이 많  품일 경우 

사용자의 만족도에 라  인상  할  있다.

장 사용

장 사용의 단계로 어가면 품의 능  주로 사용하는 

능만  사용하고, 품 사용법도 체화 어 매우 간결한 사용이 

이루어진다. 로 고  사용자들  개인화를 통해 품의 사

용 식  간결하게 하거나 최 화를 하  한 변  시도한

다. 품에 해 거의 신경  쓰지 는 시 로. 가 생겼  

에야 품에 한 인상 의 회가 있   있고, 이 의 

지보  용이 이 인상변화에 크게 작용한다. 크게 를 일

키지 는 것이 좋  느낌  주면  인상  확고히 고

착시킬  있다.추가 구매의사나 타인 추천  것  장  사용

부  사용 후 동  하는 것이 신뢰할  있다. 

[  VI-6] 커뮤니케이션의 인상형성과 된 사용 시점별 내용

2)커뮤니 이션 연출 략

사용자에게 계에 따른 사용의 이미지를 달하기 해 략 으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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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이는 연극이론이나 서사기법을 바탕으로 활용

이 가능하다.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가)캐릭터 활용

연극 이론의 캐릭터 분석과 구 이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특정한 인

상을 달할 수 있다.기기 /커뮤니 이션 도구를 디자인할 때 연극의

캐릭터이론을 도입하여 특정한 분 기를 연출할 수 있다.그 캐릭터로

빙의하여 특정한 화법,조작방식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개성있는 커뮤니

이션 경험을 하게할 수 있다.

)노홍철의 캐릭터를 입은 CUX의 약속 알림

"형님!형님!형니임~~~오늘 이쁜 지은 언니랑 데이트있어~~어떡해 어떡

해 무떨려~오늘 데이트 8시니까 꼭 잊지마~알았지?뿅~~~“

나)기 효과의 활용

사용자와 친근한 계형성을 하고자 하는 컨텐츠나 상이라면 기 하는

계에 부응하는 커뮤니 이션 표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뜸들이기 :내용을 제시할 때 바로 제시하지 않고 미리 뜸을 들인다거나

련된 내용을 먼 보여줘서 기 감을 높일 수 있다.

-살짝 보이기 :사용자를 불러낼 때 진동/구석에 살짝 보이기 등의 다

른 방식을 사용

다)서사 기법 활용

)사용 과정에 있어 기승 결을 도입

처음엔 친 하게

나 엔 무덤덤하게

가끔 깜짝 놀라게 한다.

라)상황에 따른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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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려는 내용에 따라 동 상,음성,사진,진동,사운드 등 최 의 미

디어로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정확한 명령내용 달 -문자

주소를 정확히 표시 -사진

사용자를 깨움 -진동,사운드

회의 에 화 -문자로 화왔음을 알림

2.커뮤니 이션 상황에 맞게 다른 인터랙션 방식으로 근하는 것이 좋

다.

소리 /진동 /제스춰 /화면터치 등

)손을 쓸 수 없을 때 화가 오면 말로 받는다.

마)상황에 따른 커뮤니 이션 연출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커뮤니 이션 연출을 달리한다.

-시간에 따른 커뮤니 이션 연출

아침엔 상큼하게

오후엔 발랄하게

녁엔 섹시한 분 기로 변화를 다.

-장소에 따른 커뮤니 이션 연출

휴가지로 산림에 왔다면 경쾌한 새소리로 알림을 한다.

고 스토랑에서 식사 이라면 클래식 음악소리를 배경으로 정 한 말투로

“ 화왔습니다.”하고 알려 다.

-커뮤니 이션 상황에 따른 커뮤니 이션 연출

공 인 화라면 커뮤니 이션의 표 에서 엄격한 느낌의 서체나 말투를 사

용한다.

친근한 친구처럼 이야기하기 해 반말로 메시지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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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12>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인간 계 형성과정

) 심시간 알림 “친구야 밥먹을 시간이다.”

제 6 CUX 평가

디자인 된 CUX가 좋은 커뮤니 이션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

는지는 다음의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다.

1.CUX의 사용성 평가

커뮤니 이션 UX의 사용성 분석에서는 사용자의 각 계 노드 간의 링

크에서 어떤 사용성이 일어났는지와 사용자가 콘텐츠,도구,혹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 이션 할 때 계 개선이 일어났는지가 가장 요한 평가

항목이다.

1.커뮤니 이션의 효율성 평가

커뮤니 이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우선

-커뮤니 이션 계 조사

-커뮤니 이션 내역 분석

등의 Raw 데이터를 통해 정량 ,정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커뮤니 이션 구조 분석 /평가

등의 정성 평가가 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에

-커뮤니 이션의 각 주체간 상호 칭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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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의 응답속도 평가

-커뮤니 이션 채 의 성 평가

-커뮤니 이션 내용에 따른 메소드 성 평가

등의 평가를 통해 커뮤니 이션이 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2.커뮤니 이션의 감성 만족도 평가

-커뮤니 이션의 각 단계마다의 감성 만족도 평가

3.사용자간의 계 만족도 평가

자아의 변화 -조하리의 창 의 개념에 따른 자아 역의 변확

4.커뮤니 이션을 통한 이익

-커뮤니 이션이 과 이후에 일어나는 계 ,감성 변화 평가



-182-

제 7장 결론

제 1 CUX 패러다임의 의의와 망

1.CUX패러다임의 의의

CUX패러다임은 변화한 시 의 커뮤니 이션 변화에 응하는 UX패러

다임으로 기존의 UX패러다임에서 응하지 못했던,커뮤니 이션 폭증

의 문제, 계형성의 문제,커뮤니 이션 자체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디자이 는 CUX의 패러다임에 따라 사용자-사용자,사용자-도구,사용

자-컨탠츠 간의 계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커뮤니 이션으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커뮤니 이션 구조를 설계하는데 기 이 될 것이다.

2.CUX패러다임의 망

사용성에 있어 물리 인 사용성과 도구사용 방법 등의 사용성에 비해

계 사용성의 증가는 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꾸 히 이루어질 것이

다.CUX패러다임은 새롭게 등장할 계 도구의 사용자경험 설계의 지

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구체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실질 UX

개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CUX 용이 기 되는 UX

스마트 기기를 심으로 계성에 집 하는 CommunicationInterface에

CUX를 용한다면 더 나은 계 사용성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CUX가 용되어 사용성의 개선이 상되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소개

한다.

가)사용자와 커뮤니 이션하는 인공지능 Agent

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는 이동 가능한 커뮤니 이션과 정

보의 검색을 목표로 개발되기 시작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 기

기의 정보처리능력과 무선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용량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거기에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여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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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I-1> 애플 아이폰 4S에 탑재된 Agent 개념의 

Siri

< 림 VII-2> Siri의 농담 - 스

타트랙의 대사  농담을 건네는 

주인에게 역시 영화 속 대사  

응수하는 Siri

터가 사람을 신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만틱 웹60)같은 기술이 개

발이 되면서 사용자와 도구

와의 계는 새로운 양상을

띌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GPS 치센서,

속도센서,기울기센서,조도

센서,카메라, 다양한

센서가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면서 그것을 통해 사용자에 한 정보를 융

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사용자에게 편

의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표 2].커뮤니 이션

과 정보가 융합되어 사람과 도구를 새로운 방

법으로 커뮤니 이션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애 아이폰 4S에 탑재된 Siri는 그러한 인간과

도구의 새로운 커뮤니 이션을 잘 보여주는 사

례이다 <그림VII-13>.

[그림 VII-14]에서 보는바와 같이 Siri와 같은

에이 트 개념의 UX에서는 사용자와의 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의 의사소

통,정보확인,정보 업데이트 등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철학 농담을 던지는

등,단순한 조작 이상의 ‘계’형성을 시도하고

있다.Siri의 농담 -시리는 각종 화나 문학

60) 시만틱 웹[semantic web] :컴 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 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 , 이해하  쉬운 의미를 가  차세대 능형 웹. 예을 들면, 휴가 계획

을  위하여 웹상에 있는 여행 정보를 일일이 접 찾아서 비행 와 호텔을 예약하는 대신에 자

동화된 프 램에 대략적 휴가 일정과 개인의 호만을 알 주면 자 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웹

상의 정보를 해독하여 손쉽게 세  일정과 여행에 필요한 예약이 이 어 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시맨틱 웹을 성하는 핵심 술 는 자원 술 개념(RDF)과 같은 웹 자원(resource)을 서술하  

위한 자원 서술 술, 온톨 (ontology)를 통한 식 서술 술, 통합적으  운영하  위한 에이

전트(agent) 술 등을 들 수 있다. 한 정보통신 술협회 IT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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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I-3> Google에서 개발 인 Google Glass 를 

착용한 모습

속의 사를 인용하여 인간의 엉뚱한 질문에 기막힌 답을 내놓기도 하

며 그것과 련된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스타워즈의 사를

흉내내어 명령을 내리는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여 맞장구 쳐주는 Siri

게다가 옷을 쏴 달라는 주인의 명령에 근처에 치한 옷가게 정보를 보

여주는 Siri의 모습은 단순한 정보의 Agent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Siri에게 농담을 걸거나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것자체가 놀이가 되고

인격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모습들은 새로운 사용의 양상을 보여 다.

Siri와 같은 인공지능 Agent는 사용성의 측면에서 많은 장 이 있다.

그 에서도,사용자에게 친근하고 쉬운 사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 일 것이다.사용자는 친구를 하듯이 편안하게 도구에게

질문하고 명령을 내릴 것이고 이는 도구와의 커뮤니 이션 부담을 자연

스럽게 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 CUX패러다임을 용하여 사용자와

의 커뮤니 이션을 설계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커뮤니 이션 만족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나)증강 실 인터페이스 GoogleGlass

한 2013년 상용화 정인

Google의 ‘구 라스’는 웨

어러블 컴퓨 의 최첨단 디바

이스로 안경처럼 착용하여 사

용자의 시각을 이용한 증강

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VII-15><그림VII-16>

사용자-기기간의 음성 커뮤니

이션을 통한 조작과 더불어 사용자가 으로 보는 정보를 극 으로

로세싱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커뮤니

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한,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소셜 네트웍의 기능 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새

로운 스마트 기기에서 나타나는 기술 특징과 달라진 사용성의 개념은

CUX의 패러다임이 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CUX의 패러다임으로 근

한다면 더 좋은 사용성을 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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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VII-4> Google에서 개발 인 Google Glass 

project 의 강현실 사용자 화면

< 림 VII-5> 내 위치와의 거리

를 으  사용자들을 연결시

켜주는 커뮤니케이션 앱 토카바

다)스마트 센싱기능을 활용

한 새로운 계형성 - 토카

바

스마트기기에 용되는 새로

운 센서기술과 정보처리 능력

이 개선되며,사용자에 한

다양한 정보들은 서로 융합되

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며,이 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보와 소

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마트폰용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토카바[그림 ]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 이션 UX를 통해 이 에는 불가능했

던 계를 사용자들이 맺도록 해 다.사용자

는 자신이 치해 있는 장소를 기 으로 사용

자를 검색할 반경을 정하면,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의 GPS센서를 통해 얻은 사용자들의

치정보를 확인하여 지정한 반경 이내에

치한 사용자들을 추려낸다.근처에 있는 같은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라

는 계는 그동안 우리가 맺지 못했던 계이

다.어떠한 정보를 기 으로 사용자들을 묶어

주는가는 매우 요한 커뮤니 이션,그리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기 이 되어가고 있다.

실버세 를 한 친구 만들기 어 에서 사용

자가 동일한 고향이나,취미 등을 기 으로 친구를 제안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계를 CUX를 통해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후속연구

더 좋은 CUX의 구 을 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완성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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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계도구의 체계를 이룰 것이다.

-CUX구 방법론의 개발

-CUX설계와 구 의 로세스 개발

-CUX설계도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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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cationFocused

UXDesignParadigm

-BasedonUsingBehaviorofMobile

InformationTechnologyEquipment

SeungMin,Kim

Design,Dept.of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has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the tool

environmentinthefieldofIT.Thechangeinthetoolenvironment

integrating around smartdevices appears moststrongly in smart

phones. Activities including video playback, Internet browsing,

messaging,newswatching arenow being integratedtothesmart

phone;suchtoolsusedfortheactivitiesrespectivelyaredisappearing.

IT businessesarestakingthefutureofthecompanytothesmart

phone.Underthechangeofdeviceenvironment,users'mainusesare

changingaroundthecommunication.Smartphoneuserssparemost

oftheirwaking hourstocommunication activities;differentusers,

contentsanddevicesareaskingcommunicationactstotheirusers.

However,the user UX design stillfollows the conventionalUI

paradigm,sothesituationisthattheneedsfortheusability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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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cannotappropriately be responded.UX design is a factor

providing powerfuluseimagetousersandgreatlyinfluencing the

users' satisfaction. The researcher, accordingly, suggests CUX

paradigm responding the communication-centric usability.

Furthermore,the range of methodology and research system is

presented to respond to the paradigm through literature and

experimentsurveyintheareaofCUX-relatedstudy.Throughthis

study,thestandardsmaybearrangedtosuggestadirectionofUX

designandtoprovideagooduserexperienceinusinganew tool

collectivelycalledassmartdevice.

keywords:Communication,UX,UI,SmartDevice,Using

Behavior,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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