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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원인 진단과 중장기 대책 모색이 대두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대체에너지로 주목ㄷ받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다시 떠올

랐다. 공급과 생산에서의 혁신적인 발전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수요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들은 기존까지의 제공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동적 역할

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 조절 주체로서 현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이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국민 중심의 에너지 소비 관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피드백 

정책’이 중요한 때이다.  

가계 에너지 절약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려는 시도들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 웹과 스마트기기의 발달은 에너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

으며, 홈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기술의 발달은 EMS (Energy Monitoring System 가구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 시켰다.   

그러나 명확한 서비스디자인 원리 없이 에너지 관련 데이터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고 에너지 관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사용성이 떨어지기 떨어졌다. 에너지 소비 관리를 촉구하는 에

너지 피드백을 계속해서 개발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일시적 메시지 전달 정도에 그쳐 실

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 디자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체계적 기준을 정립

한 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 수요 관리를 돕는 가계 중심의 에너지 관리 도구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툴을 통해, 국민들은 가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명료하게 자신

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 관점의 에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안을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 관리 주체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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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알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에너지 위기 대처법으로서 실

제적 적용이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에너지 소비, 에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 서비스디자인, 데이터 시각화, 지속

가능성  

학 번: 2012-21212 

  



 
iv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스마트 사회의 에너지 피드백 현황 ........................................................... 6	  

2.1 에너지 수요 관리 배경 ................................................................................................... 7	  

(1) 에너지 소비 현황 .......................................................................................................................... 7	  

(2) 스마트 사회와 서비스 .................................................................................................................. 8	  

2.2 국내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 현황과 문제점 ....................................................... 10	  

(1) 국내 에너지 관리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사례 ............................................................... 10	  

(2)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 문제 제기 ........................................................................................ 13	  

제 3장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피드백 .......................................................... 16	  

3.1 에너지 피드백의 이해 ................................................................................................. 17	  

(1) 에너지 피드백의 개념 ................................................................................................................ 17	  

(2) 효과적인 에너지 피드백 ........................................................................................................... 21	  

3.2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례 ............................................................................... 23	  

(1) 홈 네트워크 관리 인터페이스 디자인 ................................................................................... 23	  

(2) 기타 소비량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 ............................................................................... 25	  

제 4장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의 정보시각화 .................................................... 28	  

4.1 정보 시각화 ................................................................................................................... 29	  

(1) 정보 시각화의 이해 .................................................................................................................... 29	  

(2) 정보 시각화에서의 다이어그램 .............................................................................................. 30	  

4.2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가치 기준 ............................................................................... 32	  



 
v 

(1)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정의 ....................................................................................................... 32	  

(2) 인터페이스 디자인 적용가능 가치 ......................................................................................... 33	  

4.3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합 4가지 기준 제안 ...................................... 36	  

(1) 내용적 측면: 니즈 중심, 유용성, 실질성 ............................................................................... 37	  

(2) 시각적 측면: 맥락적 이해  가시성, 심미성, 효용성 ........................................................... 38	  

(3) 사용적 측면: 편의성, 사용성 ................................................................................................... 40	  

(4) 상징적 측면: 감성, 즐거움 ....................................................................................................... 41	  

제5장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가정용 인터페이스 디자인 ..................................... 43	  

5.1 에너지 피드백 애플리케이션 방향 ........................................................................... 44	  

5.2 E-day 애플리케이션 사용정의 및 구조 .................................................................. 45	  

(1) 사용 정의 및 환경 ....................................................................................................................... 45	  

(2) 주요 기능 컨셉과 와이어프레임 ............................................................................................. 47	  

5.2 E-day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 51	  

5.3 비쥬얼 디자인 ............................................................................................................... 57	  

제 6장 결론 ................................................................................................................ 65	  

 



 
vi 

표 목록 

표 1 에너지 수입 의존도 ........................................................................................................... 7	  

표 2 소비 주체별 에너지 소비 ................................................................................................. 7	  

표 3 Energy Balances of OECD 2010(IEA), 세계은행 ........................................................ 8	  

표 4 스마트 기기 시장 전망 ..................................................................................................... 9	  

표 5 정부 에너지 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사례 .................................................................. 13	  

표 6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에너지 피드백 효과 ................................................................... 18	  

표 7 피드백의 종류 ................................................................................................................. 20	  

표 8 에너지피드백 제도의 유형 및 효과 ............................................................................ 21	  

 

 

 

 

그림 목록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 5	  

그림 2 홈네트워크 진화 전망 ............................................................................................... 10	  

그림 3 에너지 절약 홈페이지 ............................................................................................... 11	  

그림 4 에너지 다이어트 ......................................................................................................... 12	  

그림 5효율바다 애플리케이션 ............................................................................................. 12	  

그림 6  에너지 효율 비교 사이트 ......................................................................................... 13	  

그림 7  문제점 4가지 분류 .................................................................................................... 15	  

그림 8 다양한 에너지 절약 촉진 도구 유형 ....................................................................... 17	  

그림 9 에너지 직접 피드백과 간접피드백 비교 ............................................................... 19	  

그림 10 행동을 바꾸는 에너지 피드백의 기준 ................................................................. 23	  

그림 11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애플리케이션 ............................................... 24	  

그림 12 힐스테이트 스마트 앱 ............................................................................................. 24	  

그림 13 Water feedback Evaluation Survey ....................................................................... 25	  



 
vii 

그림 14  Design Probes 세트의 유형 6가지 ........................................................................ 26	  

그림 15 KT 미니 고객 센터 ................................................................................................... 26	  

그림 16 네이버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 27	  

그림 17 정보디자인 개념도 .................................................................................................. 29	  

그림 18  Atlas 5 400 series vehicle의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 ............................... 30	  

그림 19  How to choose a chart type .................................................................................. 31	  

그림 20  상관다이어그램중 Flow Chart ............................................................................. 32	  

그림 21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사례, Gameboy Timeline ................................................ 32	  

그림 22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 34	  

그림 23 서비스 디자인의 매력 3요소 ................................................................................. 35	  

그림 2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GUI디자인 기준 연결도 ................... 36	  

그림 25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통합 4가지 기준 ...................................................... 37	  

그림 26 Evernote의 손글씨 검색기능 ................................................................................. 38	  

그림 27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을 때의 미래 시각화 .................................. 39	  

그림 28 The Wedding Factory 인포그래픽 작업 .............................................................. 40	  

그림 29 스마트 콘텐츠 형태로서의 제안 ........................................................................... 40	  

그림 30 Vine의 인터페이스 ................................................................................................... 41	  

그림 31 hello baby pregnancy 애플리케이션, P&G-Pampers ....................................... 42	  

그림 32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의 문제점과 4가지 가치로의 해결방향 ................... 44	  

그림 33  사용 환경 설정, 스마트 그리드 ............................................................................ 46	  

그림 34 iphone5 제작 비율 .................................................................................................... 46	  

그림 35 E-Day App Flow Chart ......................................................................................... 47	  

그림 36 기본 레이아웃 ........................................................................................................... 47	  

그림 37 Estimate 와이어프레임 ............................................................................................ 48	  

그림 38  Control 와이어프레임 ............................................................................................ 49	  



 
viii 

그림 39  Compete 와이어 프레임 ........................................................................................ 50	  

그림 40 Learn 와이어 프레임 ............................................................................................... 51	  

그림 41 시나리오 프로토 타입 구조 ................................................................................... 51	  

그림 42 Evaluate시나리오 중 Estimate 기능 ...................................................................... 53	  

그림 43 Evaluate시나리오 중 Control 기능 ....................................................................... 54	  

그림 44 Entertain 시나리오 중 Learn 기능 ........................................................................ 55	  

그림 45 Entertain 시나리오 중 Compete 기능 .................................................................. 56	  

그림 46 E-day의 시작화면 ................................................................................................... 57	  

그림 47 컨셉 활용 슬로건 가능 문구들 .............................................................................. 57	  

그림 48 기본 색상 팔레트 ...................................................................................................... 58	  

그림 49 주요 아이콘 ............................................................................................................... 58	  

그림 50 E-day에 활용한 차트 종류 .................................................................................... 59	  

그림 51 Estimate 비쥬얼 디자인 .......................................................................................... 60	  

그림 52 Control 비쥬얼 디자인 ............................................................................................ 60	  

그림 53 Compete 비쥬얼 디자인 ......................................................................................... 61	  

그림 54 Learn, Compete 비쥬얼 디자인 ............................................................................. 61	  

그림 55 소개 영상에 쓰인 캐릭터 ........................................................................................ 62	  

그림 56 소개영상 이미지 ....................................................................................................... 62	  

그림 57 시나리오별 인터페이스 화면 ................................................................................ 63	  

그림 58 최종 전시 이미지 ...................................................................................................... 64	  

그림 59 에너지 피드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과 기대효과 ......................... 67	  

 



제 1 장 서론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대규모 순환정전 사태 이후 올해도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가 예보되

는 등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번 여

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더욱 불편함을 가중시켜 한국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기근을 절감하게 했

다.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전력 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부족이 예상되자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실내 냉방온도 제

한,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냉방기 순차운휴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다.1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급변하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 국

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저소비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미

래의 자원 위기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에너지 과소비 시대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에너지 위기 대응 방법에 있어 그간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 즉 원자력과 

같은 위험성 높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있어 왔었으나 최근의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태로 인해 개발의 위험성이 다시금 문제요소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공

급보다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얻지 못했던 전력 수요 관리가, 현재의 에너지 기근상황

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르나르 라퐁슈는 가 있어야 하는 재화나 용역(energy Service)을 산출하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양식’에 종속되는 사람의 에너지 사용법(Usage)과 서

비스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나 기기(Appliance)에 관련한 정책 및 행동 프로그램

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법(Usage)을 관

리하는 전략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과 에너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주요 인프라에 

                                                

1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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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발상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2  

따라서 국민의 에너지에 관한 무분별한 소비의식을 변화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실행됐다. 절약 피드백 정책의 일환으로

서 에너지 수요 조절을 위해 교육책자, 홍보동영상, TV광고 등이 활용되었고, 점차 인

터넷 웹이나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한 전력관리 제안 및 에너지 관

리 애플리케이션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3 이어 홈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

술의 발달로 가정환경 내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의식 제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

지 관련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보전달 요소로서 부적절한 시각화 방안, 또는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자 행동변화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왔다. 절약에 관한 행동 리스트와 

이해하기 어려운 글, 도표, 수치 등으로 복잡하게 채워진 현재의 인터페이스로는 지금

까지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소비해왔던 사용자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수치화된 정보들임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 관리의 주체로서 에너지 

소비량을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음을 보았을 때,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에너지 관리라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신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독성 및 이해가 쉬운 정보 시각화와, 둘째 자연스러운 인지와 편안

한 사용성을 고려한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론과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논문은 가정의 에너지 관리를 돕고 자연스러운 절약 행동

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베르나르 라퐁슈 Bernard Laponche (2013).『에너지 미래학』. (김성희 옮김). 알마. (원서출판 2006). pp. 

27-32. 
3 조성진 (2012). 에너지효율 어플(APPs)의 가계전력 소비 절감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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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에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는 가정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스마트 그리드, 

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에너지 관련 정보가 주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

로 한다. 기존의 에너지 절약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인, 에너지 수칙 등의 기

본 지식정보와 개발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장점인 바로 on/off가 

가능한 특성 등을 반영한 통합적 인터페이스 연구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에너지 피드백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연구한다.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에너지 피드백에 대해 연구를 한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피드백의 인터페

이스 형태로의 발전에 필요성을 찾는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지켜야 할 체계적 평가 기준을 정립한다. 방법론으

로서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GUI디자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준으

로 제시되었던 가치들을 통해 문제해결 모색 기준을 조사 한다. 

세번째로 내용적 측면, 시각적 측면, 사용적 측면, 상징적 측면으로 분류된 통합기준

을 제안하고,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네번째로 본격적인 에너지 피드백을 위한 가정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해서 사

용정의 및 시나리오 설계를 진행한뒤, 인터페이스 제작 절차 단계인 와이어 프레임을 

거쳐, 최종적인 비쥬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개선 디자인으로서의 사용성 여부를 테스트하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물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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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6 

 

제 2 장 스마트 사회의 에너지 피드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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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너지 수요 관리 배경 

(1) 에너지 소비 현황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세계에서 8위로 석유를 많이 사용한다. 

GDP대비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공급되는 에너지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에너지

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  

표 1 에너지 수입 의존도 

구분 20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에너지수입액 (억USD) 378.9 911.6 2,216.60 1,724.90 

에너지/총수입 23.60% 28.22% 28.61% 32.89% 

수입의존도 97.20% 96.45% 96.51% 96.47% 
 

에너지관리공단의 2012 에너지 기후 변화 편람에 따르면 2011년 최종에너지 소비

량은 2010년보다 3.3% 증가한 200.1백만toe으로, 그 중 석유가 50.9%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전력 19.6%, 석탄 14.6%, 도시가스 11.2%, 기타 3.6%를 차지하고 있

다.5 아래 표에서 주체별로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산업에서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

이 가장 높으나, 나머지 가정 및 상업, 수송, 공공기타에 있어 모든 주체의 에너지 소비

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소비 주체별 에너지 소비6 

구분 2000년 2010년 2011년(잠정) 2012년(전망) 

최종에너지 소비(백만toe) 192.9 262.6 271.3 274.6 

소비주체별 소비 

(백만toe) 

산업 83.9 115.2 121.5 122.7 

가정·상업 32.4 37.3 37.4 42.1 

수송 30.9 36.9 36.8 36.6 

공공기타 2.6 4.5 4.5  

                                                

4 IAEA(Key statistics 2011), BP(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5 에너지관리공단, 2012 에너지 기후 변화 편람 
6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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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국 가계의 에너지 소비의 구성은 크게 운송장비 에너지 소비와 취사 및 냉난

방 소비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와 같은 운송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에는 휘발유, 경유, 부탄등이 속한다. 이어 취사, 난방 등의 목적의 에너지 소비에

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프로판, 집단난방, 연탄 등을 활용한다.7  

에너지 집약적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석유 화학 

산업의 증설,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가정, 상업 부문의 가전기기 사용의 지속적 증가는 

한국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규모가 외국에 비해 큰 문제 이유가 되어 왔다.   

 

표 3 Energy Balances of OECD 2010(IEA), 세계은행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인당 GNI (천 $) 

(%) 

21.6 

(100) 

38.0 

(176) 

47.6 

(220) 

45.8 

(212) 

가정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toe/인) 

(%) 

0.387 

(100) 

0.372 

(96) 

0.880 

(227) 

0.686 

(177) 
 

가정의 소비를 살펴보면, 가정이용 전가전제품 수의 증가와 전력사용이 많은 대용

량 제품의 선호와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조절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스마트 사회와 서비스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은 기존의 미디어의 판도를 뒤바꾼다. 기존 기술 발달의 역사

가 그러하듯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미디어의 발명과 발전은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구

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문화와 해법으로서 발전 해오고 있다. 기존의 인간 삶

의 구조를 바꿔 놓았다. 

2009년 11월 처음 아이폰이 보급된 이후 국내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 수는 2012년 5

                                                

7 정준환 (2013). 가계 에너지 소비지출 부담의 형평성 추정을 위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

서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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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준 2,755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 대비 50%를 뛰어 넘으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8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가 등장 하

였다. 스마트 기기 시장 전망에 따르면, 각종 스마트 기기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스마트 기기 시장 전망 

구분 시장전망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55%씩 성장을 거듭하여 2015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9억 82만대로 2011년 보다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스마트 TV 2010년 세계 스마트 TV 시장 규모는 전체 TV시장의 18.2%인 41백만대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전체 TV시장의 37.2%백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태블릿PC 2010년 전세계 태블릿 PC는 1,950만대 규모이나  

2014년에는 3억대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2009년 설립된 대통령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0년 

7월 원격(스마트오피스)근무, 이동근무,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를 2015년까지 공공기

관의 30%까지 도입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의료,문화, 국방 등 각종 분야별

로 사회전체의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9  

또한 스마트 그리드 및 홈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백색가전	  기기들이	  정보가전으

로	  진화되어	  홈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으며	  오디오,	  비디오	  등	  AV	  기기들의	  지능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홈네트워크는	  가정내의	  정보가전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

기·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가정환경으로, 각

종 정보를 관리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 방책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10   

	  

                                                

8 한국 콘텐츠 진흥원, 스마트콘텐츠 시장조사 2012 
9장상현(2011). 스마트 미디어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교육 이해와 전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박광로, 홈네트워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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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홈네트워크 진화 전망11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간단한 동작으로 그 상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엄청

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왔다. 이러한 스마트사회가 연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인류의 문제 해결의 전략이 되었고, 점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니즈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스마트적 해법에 대한 개발을 논의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2.2 국내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에너지 관리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사례 

앞서 다룬 배경에 의해 점차 국내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행동을 지원하고 실천

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의 국내 에너지 

관리 서비스 현황을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 최종 서

비스적 에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11기술정책정보단 IITA, 홈네트워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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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홈페이지를 통해 전

달하고 있다. 절전현황, 절전방법, 착한바람 캠페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에너지 다이어

트, 절전기향왕등과 기본 정보 제공과 함께 실시간 전력사용 상황,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12 인기 게임인 마블의 포맷을 도입한 ‘에너지마블’은 

재미와 함께 에너지절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롭다.  

하지만 기타 정보에 있어서는 정보의 나열에 그쳐, 일반 국민들이 큰 학습의지를 갖

지 않는 이상, 에너지 절약 정보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카테고리의 위계질서 또한 

부족하다. 

 

그림 3 에너지 절약 홈페이지 

 

- 에너지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다이어트'앱은 에너지 절약 시뮬레이션을 통

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약한 에너지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절감하는 횟수와 누적치에 따라 여러가지 모바일쿠폰 혜택등을 제

공하여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에너지 절약 홈

페이지’와 같은 정보를 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에너지 다이어트 앱 외에도 절

전 중심의 정보를 담은 ‘에너지 절전’ 앱도 개발되었다. 이 앱에는실시간 전력사용 안

                                                

12 www.powersa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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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절전현황 안내, 절전대책, 가정용 매뉴얼, 업종별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앱의 형태가 웹사이트보다 더 적합하다. 
 

 
그림 4 에너지 다이어트 

 

-에너지 효율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에너지 효율' 웹사이트와 앱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생활속에 쓰이는 제품들의 

에너지교 및 비용 계산기를 제공한다. 효율안내 정보, 효율비교안내, 절약노하우 안내, 

에너지 계산기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생활속에 쓰이는 자동차, 생활가전, 주방가전에 

대한 컨텐츠를 얻고, 소비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에너지 소비효율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림 5 효율바다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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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너지 효율 비교 사이트 

 

(2)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 문제 제기 

에너지 관리 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에너지 절약관련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의 사례3개와 이에 관한 설명, 기능 문제점등을 정리해 

보았다.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정보지식들을 어떤 카테고리

로 정리해서 전달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보

가 사용자가 정말로 원하는 정보보다 많아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는 점등이 크게 드러났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유용성을 

늘리는 방안에서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5 정부 에너지 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사례  

사례 설명 기능 문제점 

에너지 

절약 홈

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의 소비자의 에

너지 절약에 대한 홈페이지 

• 절전현황 

• 절전방법 

• 착한바람 캠페인  

• 에너지 사랑나누기  

• 에너지 다이어트 

• 국내의 절전 현황 또는 캠페

인등이 직접적인 정보로 다

가오지 않음. 

• 학습의욕이 들지 않음 

• 정보의 위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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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전기향왕등 

• 실시간 전력사용 상황 

• 카테고리 구분이 불분명함 

• 이미지가 적절하지 않음 

• 아이콘이 불분명함 

에너지  

다이어트 

앱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를 절

감하고, 절약한 에너지만큼 어려

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 다이어트 현황 

• 에너지 사랑나누기 

• 모바일쿠폰 발송하기 

 

• 앱과 웹의 차이가 명확치 않

음. 

• 모바일 쿠폰제가 많이 사용

되지 않음 

• 맞춤 정보가 필요해보임  

에너지 

효율 웹

사이트 & 

앱 

절약하기 위해 생활속에 쓰이는 

제품들의 에너지교 및 비용 계산

기를 제공 

• 효율안내 정보 

• 효율비교안내 

• 절약노하우 안내 

• 에너지 계산기 

• 노하우의 경우 딱딱한 포맷

에 위계없이 나열된 느낌 

• 에너지 계산 해보 지 않을듯 

 

조성진의 “에너지 다이어트’ 앱의 장, 단점 및 개선사항 의견 정리 및 요약에 따르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설명 부족, 디자인 개선 필요,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개선, 프로그

램 문제, 업데이트 관련, 사용량 관련, 체감할수 있는 콘텐츠 필요, 저장기능 필요, 이해

가 어려움, 홍보 부족, 스마트폰외의 접근 필요, 콘텐츠의 다양화, 시작시 광고 문제, 어

려운 설치,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등의 설문지를 통한 258개 가량의 의견이 제시되었

다. 13  이를 앞서 발견한 문제점과 대입하여 추려본 결과, 4가지 방향에서의 문제 그룹

을 얻어낼 수 있었다.  

 

- 콘텐츠 문제점 

절전현황 또는 에너지 효율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많은 반면, 사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흥미를 끌거나 정보습득을 지속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고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

보를 보여주기 보다는, 한국전체 효율 정보를 보여주는 데 그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정보나열에 그쳤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13조성진 (2012). 에너지효율 어플(APPs)의 가계전력 소비 절감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pp. 162-

16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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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적 시각 도움 부족 

자연, 에너지등을 상징하는 장식적 요소는 많이 등장하나, 아이콘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일관된 규칙이 없다. 따라서 맥락적 이해에 시각요

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보시각화 방식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 미비한 접근성 

복잡한 카테고리와 정리되지 않은 UI는 사용성을 떨어트리고, 모바일 특성을 잘 반

영하지 못하고 웹과 동일한 컨텐츠, 용도를 동일하게 지녔다는 점이 아쉽다. 절전 행동

에 대한 입력방식이 Depth가 길고 복잡하다. 

 

- 심적 부담, 흥미 떨어짐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캠페인 성향을 띄고 있어 실천의 부담감이 느껴지고 일

시적이기 쉽다. 개인적인 흥미를 끌만한 접근이 떨어져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으

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림 7  문제점 4 가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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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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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피드백의 이해 

(1) 에너지 피드백의 개념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데에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등의 홍보

물외에, 전기 소비량을 요금측정시 고지서 형태로 전달해주는 간접 피드백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측량할 수 있는 미터기까지, 직간접적인 에너지 피

드백이 발달되어 왔다.  

 

 

그림 8 다양한 에너지 절약 촉진 도구 유형 

 



 
18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인하는 정책 방법 중, 에너지 피드백(Energy Feedback)은 중

요한 사용자의 의식을 제고하는 좋은 전략이 된다.  여기서 에너지 피드백이란, 에너지 

관리에 있어 지양해야할 행동과 지향해야할 행동에 대한 모든 양성적이고 음성적인 정

보들을 일컫는다. 

피드백(Feedback)14은 증가한 출력을 더 증가시키는 양성 피드백 (Positive Feedback)

과 증가된 출력을 감소 시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리는 음성피드백 (Negative 

Feedback)으로 나눌 수 있다.15 아래 표에서,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에너지 피드백을 보았을 때, 이러한 피드백이 실질적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태도 개선 효과에 대해 추론 할 수 있다.  

 

표 6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에너지 피드백 효과16 

이론 특징 피드백의 효과 

사회학적 이론

(Sociological 

Theory) 

습관이론(Practice theory) 개

인의 편안함에 대한 표준 및 기대

감, 일상과 습관의 중요성에 초점

을 맞춤 

에너지 소비에 대한 피드백장치를 통해 습관으로 인해 제

어 불가능한 요인이었던 습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학적 이론 

(Economic Theory) 

개인, 기업, 국가와 같은 경제 주

체들은 시장에 참여하여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

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함. 

금전적 보상 피드백이 있으면 전력사용에 대한 습관이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심리학적 이론 

(Psychological 

Theory) 

자극과 반응 매커니즘

(Stimulus response 

mechanisms)의 영향을 받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소비량, 빈도수 높은 피드백, 

구체적인 가전기기 정보를 제공하며, 시각적 제약이 없어

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호소력이 강한 방식으로 과거 전력 

비교와 규범 비교자료를 제공해야 에너지 소비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학적 이론 

(Educational 

Theory) 

전력에너지 관리를 체험을 통해 

기술처럼 체득 가능. 

각 연령대별로, 각 교육수준별로,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으

며 절약정보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차를 보일 수있다. 학습

적 피드백을 통해 에너지 관리법을 습득 시킬 수 있다. 

                                                

14 피드백(Feedback) : 어떤 일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제어원리 

15 wikipedia.org 

16 조성진 (2012). 에너지효율 어플(APPs)의 가계전력 소비 절감 효과 분석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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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피드백 유형은 크게 직접적 피드백(Direct Feedback)과 간접적 피드백

(Indirect Feedback)으로 구성되어 있다(Darby, 2006).  

 

그림 9 에너지 직접 피드백과 간접피드백 비교 

 

위 그림과 같이, 직접 피드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설치된 디스플레이, PC나 

웹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에너지 미터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실

시간(Real Time)으로 소비량을체크하고 체감할 수 있다. 간접 피드백은 에너지 공급자

에 의해 데이터가 가공되어, 고지서나 간단한 보고서 형태로 다른 참고 정보와 함께 소

비자에게 제공되는 류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한달, 일년 단위로 

끊겨 제공되게 되며, 보여주는 정보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드백은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피드백의 종류로는, (1)피드

백 빈도와 피드백 지속기간 (Frequency and Duration)의 변화, (2)컨텐츠(Contents)피드

백, (3)Breakdown 피드백, (4)미디어와 프리젠테이션 모드(Medium and Mode of 

presentation), (5)비교(Comparison)방식 피드백, (6)추가적인 정보제공 및 기타 제도

(Additional information and other instument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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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피드백의 종류17 

피드백의 종류 설명 실험사례 

피드백 빈도와 피드

백 지속 기간 

(Frequency and 

Duration) 의 변화 

빈도수가 높은 피드백이 더 효과적 

이것이 지속된다면 효과의 지속성이 더욱 향상 

Ueno et al(2005, 2006) 

컨텐츠(Contents)  

피드백 

전력사용량, 전력사용요금, 전력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의 정보를 제공. 

Haakana et al(1997) 

Mc Cally and 

Midden(2002) 

Mack and 

Hallmann(2004) 

Jensen(2003) 

Brandon and 

Lewis(1999) 

Breakdown  

피드백 

구체적 형태의 실험 설계된 공간제공, 가전기기 제공,  

지정된 하루중의 시간대를 제공하는 것.  

직접링크 제공을 통해 개별행동 관련성의식 확립 

Wilhite et al.(1999) 

Karbo and Larsen(2005) 

Ueno et al.(2005,2006) 

 

미디어와  

프리젠테이션  

모드 

(Medium and 

Mode of 

presentation)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시킬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한 월별 실제 전력 사용량 및  

가전기기별, 주택공간별, 시간 별 구체적 전력사용  

자료 등의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 

-책자 형식 Written Material 

-전기요금 고지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매체 

Mansouri and 

Newborough(1999) 

McCalley and 

Middent(2002) 

Wood and 

Newborough(2003) 

Ueno et al.(2005, 2006) 

비교(Comparison)

방식 피드백 

-역사적 비교(Historic comparison):과거 월과의 비교 

-규범적 비교(Normative coparison): 다른 이웃가계와의 

비교 

 

추가적인 정보제공 

및 기타 제도 

(Additional 

information and 

other instuments) 

재무적 인센티브, 추가적 정보제공, 목적 설정 Sexton et al.(1987) 

Nielsen(1993) 

  

                                                

17 조성진 (2012). 20-27pp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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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적인 에너지 피드백 

실제 에너지 피드백에 대한 황은애(2008)의 아래 표에서 현재 영국 및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선행연구를 살펴 볼 수 있다. 

 

표 8 에너지피드백 제도의 유형 및 효과18 

 정의 특성 
절감 

효과 

도입 및 시험

중인 국가 

직

접

피

드

백 

키패드  

미터 

직불카드처럼 먼저 카드에 사용 크

래딧 지불하고 카드를 집에 설치된 

카드 인식기에 크래딧을 입력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호하

는 시스템 

25% 

절감 

북아일랜드 

(2006) 

모니터 표

시장치 

미터기 외에 따로 모니터를 집안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상에 현재 사

용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

치 

과거 시간의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 알람장치를 두고 어느 정

도 이상의 소비량이 되었을 때 

신호음을 울려 사용자에게 알

려줌 

10% 

절감 

영국 

(2007) 

TV, PC를 

활용한 디

스플레이 

PC나 디지털TV를 통해 에너지 소

비관련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

자에게 제공 

다른 가구들의 사용량과 비교

정보,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기

술들,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 

경제적 이점등의 정보를 사용

량과 함께 병행 제공 

8.5%

절감 

영국, 디지

털 TV를 통

한 실험 

(2006) 

네덜란드 

(2005) 

주의  

환기용  

디스 

플레이 

사용자에게 사전 경호 혹은 주의를 

주는 정보 전달하기 장치 

전기용품이 과용되어 질때, 이

를 사용자에게 경고음 등을 발

생시켜 현재 상태를 점검토록 

하거나 여름 철 외  

기온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 냉방 하

도록 안내 

15% 

절감 

영국 

(2006) 

                                                

18 Darby S.(2006).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n energy consumption : a review of DEFRA of literature on 

metering. biling and directive displays. Environmental Change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황은애 (2008). 지

속가능한 에너지소비생활 유인방안. 한국소비자원.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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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피

드

백 

기본 

계량기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미터의 수

치를 모니터링 하도록 촉구하여 에

너지 절감을 위한 행위를 유도 

주로 에너지 어드바이스 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어떻게 에너

지를 절약할 것인가를 홍보캠

페인 형태로 수행 

10% 

절감 

영국 West 

Lothian 

District 

Council(2

004) 

에너지  

정보제공 

고지서 

에너지 소비량의 월별 일별 패턴, 다

른 유사한 주택의 소비량이나 평균

적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는 그래

프등 상세하면서 간단한 분석 정보

등을 담은 고지서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의 

변화 유도 가능 

10% 

절감 

노르웨이

(1995), 분

기당 고지서 

발급의무 법

제화 

 

효과적인 피드백에 대한 선행에 비춰 보았을 때, 직접피드백의 경우 알람 또는 에너

지 소비때마다의 카드 미터 결제등의 소비의 제약으로 인해 절감비율이 간접피드백보

다 평균수치가 높다. 하지만 삶이 불편해지는 수준에서의 에너지 피드백은 오히려 에

너지 절약 행동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정보제공, 한가지 수단의 표준화된 절전 매뉴얼, 절전 Tips의 책자는 전력

절감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복합적 형태의 에너지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그 효과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콘텍스트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서, 간접

피드백과 직접피드백의 다양한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준 8가지를 발굴, 제시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첫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 피드백의 기준으로는, 둘째 습관적인 에너지 과소비를 집어

내는 피드백, 셋째 금전적 피드백, 넷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량 제공, 다섯째 

구체적인 가전기기 정보 제공, 여섯째 빈도수 높은 피드백, 일곱째 학습적인 피드백, 여

덟째 이해하기 쉬운  피드백, 아홉째 사용자 특성 기반의 맞춤 피드백, 열번째 시각적 

제약이 최소화된 피드백 까지 10개의 기준으로 제시 될 수 있다.19 

                                                

19  조성진 (2012). 에너지효율 어플(APPs)의 가계전력 소비 절감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pp. 162-

16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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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행동을 바꾸는 에너지 피드백의 기준 

 

 

3.2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피드백 사례들은 에너

지 관련 정보외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수치를 다루는 다른 스마트 콘텐츠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효과적인 피드백 방향을 위해 복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 인터페이

스 사례들을 분석한다.  

 

(1) 홈 네트워크 관리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주도  U+ Smart Grid 애플리케이션 

제주특별자치도 실증사업 참여자에게 시범 제공되며, 고객 주도형 전기 에너지 사

용경험 및 다양한 활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실시간 전기요금확

인, 전원제어, On/Off 예약설정, 전력사용량 통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그린 에너지 체

험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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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애플리케이션 

 

-힐스테이트 스마트 앱 

힐스테이트 스마트는 현대건설이 출시한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

간 확인하고 세대 외부에서 조명·가스·난방을 제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12 힐스테이트 스마트 앱 

 

외출중에도 댁내 조명을 켜고 가스밸브를 닫는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기제어, 에너지 사용량 및 전기 안전상태를 확인, CCTV, 부재중 방문자, 공지사항, 

택배도착 여부, 주차위치 확인, 댁내 비상상황( 비상, 침입, 화재발생, 가스누출 )알림 

기능이 있다.  기본적인 에너지 조절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

보를 그래프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하단에 주요 메뉴가 배치되고, 각 기능

별 아이콘을 통해 이해를 돕고있다. 홈 관리 앱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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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소비량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 

- Eco-Feedback Displays for Fixture-Level Water Usage Data 연구 

Jon Froehlich은 에너지 보존을 장려하며, 집에서의 물 사용에 대한 에코 피드백 디

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를 북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바 있다.20  

 

 
그림 13 Water feedback Evaluation Survey 

 

두가지 세트의 콘텐츠 방향이 제작되었는데, 첫번째로는 데이터별 (Data 

Granularity)로, 시간적 단위별(Time Granularity)로, 비교(Comparison)방식을 통해서, 

목표설정 수치(Goal Setting), 측정 단위(Measurement Unit)을 제공 하는 방향에서의 방

향으로 제작된 에코피드백 세트였다. 두번째 세트는 디자인 시각화(Design Probes)에

서의 조사로서, 시간 시리즈(Time Series), 공간(Spatial), 사람별(Per-Occupant), 물고기 

어항 생태계(Aquatic Ecosystem), 물 떨어짐( Rain flow), 기타 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번째 세트의 경우, 54%가량이 물 소비 도구가 명확한 경우를 

더  선호했으며, 이는 카테고리 분류보다 특정 도구에서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별, 주별, 달별 주기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주

별 정보를 더 선호했다.  71%의 실험 참여자는 기본 갤런과 금액이 함께 보여지는 것을 

선호했다. 과거 자신의 사용량과의 비교 91%, 목표수치 또는 이웃과의 비교는 각 68%

                                                

20  Jon Froehlich, Leah Findlater, Marilyn Ostergren et al. (2012)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prototype eco-

feedback displays for fixture-level water usage data, 2367-2376.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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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일했으나 일부사용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막대그래프를 선호했으며, 아이들의 즐거운 참여

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물고기 어항 생태계의 긍정성을 발굴했다.  

 

 

그림 14  Design Probes 세트의 유형 6 가지 

 

- KT의 통신비 인터페이스 디자인 

KT의 미니 고객 센터는 총사용량, 실시간요금, 월별요금, 이용서비스, 나의정보, 모

바일 카드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15 KT 미니 고객 센터 

 

사용량에 대한 정보와 이용 요금 서비스의 효율을 따지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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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로 정보 시각화가 구현되어 있다. 하단의 구체적인 아이콘은 조금 장식적이긴 하

나 맥락적 이해를 돕고 있는 듯 하다. 빨간 컬러를 주로 활용해서 가시성을 높였다.  

 

- NAVER MONEYBOOK,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디자인 

네이버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지출 정보를 쉽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은행내역, 카드 승인 문자등을 인식하여 바로 정보를 입력해주며, 식비 및 교통비등

의 카테고리 분류도 자동으로 해서 저장시킨다. 다양한 형태의 시각 그래프 분류별 지

출/수입, 카드/현금 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년 보기를 통해 월별 추이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 네이버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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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의 정보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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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 시각화 

(1) 정보 시각화의 이해 

정보 디자인는 필요에 따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과 정보 콘텐츠를 정의하여 

이를 기획하고 형상화 하는 것을 의미 한다.21 오병근(2008)에 의하면 정보디자인이란,  

이해하기 쉽고 신속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문서 개발. 또는 쉽고 자

연스러우며 가능하면 유쾌하게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디자인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쉽게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2 

정보디자인의 과정은 첫째 ‘의미 만들기 Data organization’, 둘째 ‘형태 만들기 Data 

Visualization’, 셋째 ‘맥락 만들기  User context’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 정보디자인 개념도 

 

정보의 시각화는 두번째 단계인 ‘형태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더 효

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하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인 ‘의미 만들기’를 통해 논리적 접근의 질

서 있는 배열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로 전환되어, 이해될 수 있게 한다.  그 

                                                

21 III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formation Design. www.iiid.net 
22 오병근,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40-4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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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어지는 두번째 단계인,정보 시각화 과정은 이미지와 색상 타이포그래피 레이아

웃을 이용하여 정보의 의미를 표현하여, 사용자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를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세번째 인지적 이해와 함께 정보가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되게 함으로서 정보디자인의 맥락 만들기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보 시각화에서의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란 기호, 선, 점 등을 사용해 각종 사상의 상호관계나 과정, 구조 등을 

이해시키는 설명적인 그림으로 정보시각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의 기능

과 목적은 전달에 있으며, 강력한 전달력을 활용한 계몽적 측면과 의미를 빠르고 정확

하게 알려야 하는 고지적 측면을 갖는 시각 언어이다.23 다이어그램의 방법들은 다양하

나, 시각적 측면에서 분류하자면 크게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 통계다이어그램, 

상관 다이어그램, 시간기반 다이어그램으로 살펴 볼 수 있다.24 

 

-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Illustration Diagram)이란 사실적이고 묘사적인 그림을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8  Atlas 5 400 series vehicle 의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 

                                                

23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어그램 [diagram]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12.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4 오병근,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114-116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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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다이어그램 

통계 다이어그램(Statistical Diagram)은 선그래프, 분포도, 막대차트, 면적차트 등이 

해당되며, 수치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한것이다. 아래는 적합한 통계 다

이어그램을 고르는 도식이다.  

 

 

그림 19  How to choose a chart type25 
 

- 상관 다이어그램 

데이터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세밀한 묘사가 아닌 단순한 도식등이 이

에 상관 다이어그램(Relational Diagram)에 해당한다. 내비게이션 차트(Navigation 

Chart), 조직다이어그램(Organizational Diagram)등이 이에 속한다. 

                                                

25 Dr. Andrew Abela (2008) .Advanced Presentations by Design.   

    www.extremepresentation.com/design/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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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상관다이어그램중 Flow Chart 

 

- 시간기반 다이어그램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선형적 흐름으로 배치하는 것을 시간 기반 다이어그

램(Time based Diagram)이라 일컫는다.  
 

 

그림 21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사례, Gameboy Timeline26 

 

 

4.2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가치 기준 

(1)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정의 

모바일 인터페이스(interface)라 하면, "모바일 미디어와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정해 주는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및 설계(design)"를 의미하는

                                                

26 gizmo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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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좀더 기술적으로는 "어포던스들(affordances)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이재현, 

2004)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넓게는 서로 다

른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간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27 다시말해 제품을 이용해 어

떤 작업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의 모든 과

정을 말한다.  

모바일 UI의 구성을 분류하자면, 정보설계(Information Architecture)과 표현 설계 분

야에 해당되는 Graphic User Interface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설계는 콘텐츠 

분류 체계 , 조작순서, 네비게이션이 주를 이룬다면, 표현설계는 레이아웃, 레이블링, 

폰트, 버튼, 컬러, 아이콘등이 해당된다. 모바일의 터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디바

이스 간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화면상의 오브

젝트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존 컴퓨터 보다 학습하기 쉽고, 의사결정도 더 빠르

게 이뤄진다. 28  

 

(2) 인터페이스 디자인 적용가능 가치 

본 연구의 목적인 서비스 관점의 에너지 피드백 정보 시각화를 통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체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기준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

해 에릭 슈피커만(Erik Spiekerm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정보는 중요한 상품이다. 최근에 나타난 정보디자이너 혹은 정보 설계자로 불

리는 디자이너 들이 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진다. 디자이너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

이의 단순한 통역자가 아닌 번역자이다. 디자이너가 하는 말과 말하는 방식이 큰 차이를 

만든다.  만일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다면 먼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

처럼 이해를 돕는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이너는 먼저 디자인을 이해해야 한다.  

디자인의 기준을 잡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기준과, 디자인 관점에서의 

                                                

27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페이스 [interface] (선샤인 지식노트, 2008.4.25, 인물과사상) 
28 최우식, 터치스크린 휴대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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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또한 서비스 관점에서의 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구축하여, 에너

지 피드백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 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략

을 모색했다. 

 

- 커뮤니케이션의 기준 : 기술적, 의미적, 효용적 문제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컫는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요소는 송신체와 수신체,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 

 

 

그림 22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요인으로서는 기술적인 문제, 의미적 

문제,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29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메세지가 어떻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느냐의 문제(기술적인 문제), 둘째 발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만족스럽게 해석하

고 있느냐의 문제(의미적 문제), 셋째 처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려고 하려는 메세

지가 성공적으로 잘 전달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효용성의 문제)가 있다.  

 

- 디자인의 기준 : 실질성, 심미성, 상징성 

디자인의 기능은 상품 자체의 물리적 범주에서 부터 소비에 관한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범주까지 확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에는 실질적, 심미적, 상징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디자인의 실질적 기능은 디자인 개발의 주 목적이 되는 디자인 

사물이 가지는 내부의 타고난 기능을 일컫는다. 심미적 기준은 미적 감각을 통해 사물

                                                

29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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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감하는 심리적 양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상징적 기준은 심미적, 의미적 감동

과 다르게 개인적인 감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동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다. 

 

- 서비스 디자인의 기준 : 유용성, 사용성, 즐거움 

서비스 디자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지켜야할 기준은 유용성(Utility), 

사용성(Usability), 즐거움(Pleasurability)으로 구성된다.30 첫째, 서비스가 고객 니즈에 

맞는 편익을 제공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유용성이다. 즉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것

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 사용성은 ‘어떻게’를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사용이 쉽고, 서

비스 여정에서의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제거하는 방향에서의 기준을 말한다. 사용

성에는 빈도(Frequency), 순서(Sequence), 중요도(Importance)라는 핵심개념이 있다. 

즉, 빈도가 높은 일은 순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해야하며, 차례로 발생하는 활동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알맞은 순간에 전달되어야 

함을 일컫는다. 이는 인터렉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즐거움은 해결책을 전

달하는 전체 서비스 과정에 대한 느낌과 관련된다.  

 

 

그림 23 서비스 디자인의 매력 3 요소 

  

                                                

30 마르크 스틱도른, 야코프 슈나이더 외(2012). 서비스 디자인 교과서. (시몬 클랏보르튀 Simon Clatworthy

의 인터랙션 디자인: 상호작용으로서의 서비스 ). 안그라픽스. 이봉원 정민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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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디자인의 기준 : 가시성, 이해도, 사용 편의성, 심미성 

GUI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가시성, 이해도, 사용편의성, 심미성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과 대비를 중점으로 표시밀도, 그루핑을 통한 정보량, 

아이콘과 컬러강조, 문자의 크기, 배치등을 통한 독해성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둘째, 이해도를 위해서는 적합한 정보를 제시하며 모호한 정보를 배제한다. 그리고 

조작을 수행하기 위한 사고단서를 제공한다. 이어 사용자의 사고에 대응시켜야한다. 

셋째, 사용편의성과 넷째 심미성이 GUI기준의 나머지이다.31  

    

4.3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합 4가지 기준 제안  

앞서 다룬 기준을 4가지 분류로 묶어, 이번 서비스적 인터페이스 관리의 기준을 새

롭게 정립하고 각각의 방향성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림 2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GUI 디자인 기준 연결도 

 

                                                

31홍익대학교 주관, 디지털 제품의 GUI 가이드북 (2003),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 진흥원. 20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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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을 연결, 재분류 해본 결과, 4가지 정도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는 다

음의 그림과 같이, 내용적 / 시각적/ 사용적 / 상징적 으로 구성된다.  

 

 

그림 25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통합 4 가지 기준 

 

(1) 내용적 측면: 니즈 중심, 유용성, 실질성 

첫째, 내용적측면에서의 기준이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실질적 콘텐츠와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루어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 노트 정리의 총체, Evernote 

에버노트는 노트 정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에버노트는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손으로 노트를 쓴 

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인식이 되어 검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이스 메모도 쉽게 

남길 수 있다는 점 등 노트 정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들로만 최적화되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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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vernote 의 손글씨 검색기능 

 

(2) 시각적 측면: 맥락적 이해  가시성, 심미성, 효용성 

둘째, 시각적 측면에서, 맥락적 이해를 돕는 스토리텔링적인 정보 시각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시각적 요소들이 가시적이고 심미적인 것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 

기본이 될 것이다. 

 

- 내러티브를 담은 지구재난예측 시나리오 시각화 선행연구 

내러티브적 정보전달을 통해 IPCC 보고서에 담겨있는 위기의식을 시각적으로 강조

함으로써,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도와주는 지구 미래 재난 예측 시나리오 

시각화 작업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관련한 Question 8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난 후, 얻고자하는 정

보들을 QnA의 흐름으로 수집하고 연구했다. 정보를 이야기로 만드는 시각화과정에서 

일반적 나열이 아닌, 인과적 시퀀스를 8개의 질문과정을 통해 정보들을 흥미롭고 유

기적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또한 5가지로 미래 재난들과 최근의 이상기후현상들을 분

류 및 요약하여, 아이콘화 방법과 온도별 연두․노랑․주황․다홍 색상의 4개의 플레이

트들의 층별 배치를 통해 분류하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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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될 5차, 6차, 7차등의 미래 예측 보고 자료를 연동하여 

각 시나리오별 미래 상황을 이와 같이 그림처럼 내러티브 방식으로 풀어 함께 변화 가

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7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을 때의 미래 시각화 

 

- 추상적 흐름을 구체적 단계로 시각화한 The Wedding Factory 선행연구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눈에 가시화 되어 있지 않은 과정을, 공장에 비유하

는 방식을 통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들을 이해가 쉬운 형태로 시각화한 작업이다. 

한눈에 파악 가능한 인포그래픽 작업을 통해 현대 결혼의 복잡한 절차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서 결혼에 대한 복잡한 단계와 법칙을 알고 싶은 결혼

적령기의 남녀를 타겟으로 한 앱을 제안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준비해야할 과정들을 자신의 입맛

에 맞게 재배열,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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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he Wedding Factory 인포그래픽 작업 

 

 
그림 29 스마트 콘텐츠 형태로서의 제안 

 

(3) 사용적 측면: 편의성, 사용성 

셋째, 명료한 위계 배치와 사용성을 고려한 UI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인터페이스

가 가져야할 편안한 인터렉션을 위해 너무 긴 Depth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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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의 미학, 단순한 UI의 영상교류 애플리케이션 Vine 

Vine은 Twitter의 비디오 공유 서비스로 편한 조작법의 동영상 편집과 즉각적인 업

로딩 인터페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6초 동안의 길이 제한을 통해, 업로딩이 어렵던 

동영상을 쉽게 공유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눌렀을 때 촬영되고 떼면 스탑되는 자동 플

래이백 및 사운드를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비디오 편집법이 Vine의 가장 큰 강점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Explore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리스트를 스크

롤해 해당 동영상에 멈추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플레이된다.  

 

 

그림 30 Vine 의 인터페이스 

 

(4) 상징적 측면: 감성, 즐거움 

넷째,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사용을 지속하게 하기위해서는 사용 경험이 제공하

는 즐거움, 감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성, 비교, 공유 등을 통해 일시적인 전

근에 그치치 않게 해야 한다.  교육적 정보를 전달 함에 있어도, 흥미자극을 줄 수 있도

록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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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가진 부부를 위한 임신 캘린더 hello baby pregnancy 

P&G사의 Pampers 제작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임신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현대 임산

부들을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의 엄마로서의 준비를 도와준다. 기저기 회사

의 선두주자이지만 Pampers는 예비엄마들과의 브랜드적 관계형성의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즐거운 감성경험을 줄수 있는 아이패드의 터치스크

린 인터렉션을 관련 정보와 함께 제공했다.  

Hello Baby는 사용자맞춤가능하며, 실물과 같은 시각요소와 소리 경험을 통해, 아이

의 독특한 성장과정을 시뮬레이션 해준다. 엄마는 화면속의 아이를 터치함으로서 뱃속

안의 아이와의 교류를 느낄수 있다. 사용자는 그녀의 아기의 세부적인 부분과 성장등

을 조절 가능하며, 11주 정도부터의 심장소리와 같은 멀티 센서의 특징은 직접적 링크

가 되어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림 31 hello baby pregnancy 애플리케이션, P&G-P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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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가정용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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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에너지 피드백 애플리케이션 방향 

본 연구의 에너지 피드백 애플리케이션은 가정의 에너지 수요조절을 목적으로 한, 

가정 사용자 대상의 모바일 스마트 콘텐츠이다. 기존의 정부기관(에너지 관리 공단)에

서의 에너지 관련 웹과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며 새로

운 관점에서의 에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내용적 측면, 시각적 측면, 사용적 측면, 상징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기

준으로,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의 문제와 접목가능하다. 

 

 

그림 32 에너지 관리 인터페이스의 문제점과 4 가지 가치로의 해결방향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가전기기 정보와 명료한 관리, 그리고 편리한 에너

지 제어가 필요하다. 사용량 수치에 대해서는 사용 단위와 금액을 함께 제공하고 과거 

사용량과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가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자체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 환경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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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좀더 명료하고 가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정보 시각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제시되어야 한다.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

지는 기존 인터페이스가 아닌, 시지각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에너지 데이터의 맥락

적인 시각화를 시도한다.  

사용적 측면에서 사용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용량과 관리기능을 우선 순위로 

두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절약 정보는 제외 하지 않되, 순서상 뒤에 배치한다.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하단에 주요 기능이 배치된 레이아웃과 단순 터치로 제어 

가능한 선택 Depth 가 복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  

또한 상징적 측면에서, 좀 더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르게 위해서는, 사회적

인 인정 기능을 통해 비교, 경쟁을 통한 재미를 얻도록 한다. 또한 절약 지식에 대한 공

유를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행동이 일시적 캠페인에 그치지않고 확산가능한 페이지를 

제작한다. 

위의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기획하였고, 이를 반영한 에

너지 피드백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5.2 E-day 애플리케이션 사용정의 및 구조 

(1) 사용 정의 및 환경 

E-day 애플리케이션은 “매일 매일의 Energy 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너지 피

드백 관리 도구이다. 언제 어디서나 제어가능한 관리 모드와 소비습관을 인지 시켜 줌

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원 활용 극대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해준다.  

또한 좀 더 즐거운 요소를 도입하고, 자신의 에너지 팁을 공유하는 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소비 패턴 인식과 지속적 학습을 유도하는 컨텐츠를 통해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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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그치지 않는 Utility 도구로서 장기적 행동 변화로 이끌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림 33  사용 환경 설정, 스마트 그리드 

 

또한 사용환경으로는 홈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32 기반의 E-day 에너지 피드백 애

플리케이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 건물내의 가전 기기 및 기타 에너지 정보를 관리

하고, 조절 가능하며, 전력소비자 즉, 일반 가정 구성원들이 활용가능한 앱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화면으로는 iphone 5의 화면사이즈 640x1136과 규격을 

참고해서 디자인에 적용해 인터페이스를 제작했다. 

 

 
그림 34 iphone5 제작 비율33 

                                                

32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란 전력산업과 IT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지능화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력 수요자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력 사용 시간

과 양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33 http://www.vickiwenderlich.com/2012/09/iphone-5-basic-screen-component-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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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컨셉과 와이어프레임 

앞서 발견되었던 기존 에너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가치기준에 따라 기능을 구조화, 시나리오를 제안 하였다. 큰 기능 메뉴 구조는  

Estimate, Control, Learn, Compete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Flow Chart는 기능별 

구조도를 그린 것 이다. 
 

 

그림 35 E-Day App Flow Chart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는 아래와 같이 카테고리 파트는 고정했다. 각 기능별 제

목은 상단에 위치하며, 하단에는 주요 메뉴 4개가 상시 배치되어 있다. 최단의 인터렉

션 Depth가 특징이자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였다. 
 

 
그림 36 기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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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각 4가지 기능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Estimate : 에너지 사용량 측정하기, 살피기 

사용자가 가정 내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시간을 축으로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Today / Week / Month / Year 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Estimate 페이지는 에너지 소비를 조절 해야 겠다는 의식, 또는 가정의 소비량에 해

당하는 전기, 수도, 온수, 난방, 가스중 어떤 것이 동일 평형 평균값에 대해 얼마나 초과 

했는지, 그리고 과거 소비량보다 큰지 적은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그림 37 Estimate 와이어프레임 

 

- Control : 에너지 제어하기 

아파트 배치도면에 각 수요가 발생되는 곳을 위치해놓고 직관적으로 에너지를 끄고 

켤수 있게 유도한다. 기본 카테고리로는 전기/조명, 수도/온수, 난방, 가스가 있다. 각 

카테고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발생 포인트를 아이콘으로 명료하게 Control의 첫 화면

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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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명의 경우, 위치별 조명, TV, 선풍기, 에어컨, 가습기 등 놓치기 쉬운 가전제

품까지 세부 조정 가능하다. 수요 발생 포인트를 터치시, 팝업창이 등장하며, 세부 사용 

정도와 on/off, 세기 조절 설정등을 할 수 있다.  

이 화면에 위치한 세부항목에 대한 소비량 보기 버튼을 누르면, 버블 그래프 형태로 

가장 소비량이 많은 포인트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제어가 필요한 지점과 평

소 낭비가 심한 지점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8  Control 와이어프레임 

 

- Compete : 에너지 비교하기  

가족내의 비교와 이웃간의 비교, 친구간의 비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

리 습관을 유도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금액만으로 랭킹을 나누는 것은 시각적으로 ,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낼 뿐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다가 되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전기, 수도, 온수, 난방, 가스로 이루어진 카테고리 마다의 금액과 소비량이 가

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한줄 세우기 식 비교는 긍정적인 경쟁 구도를 이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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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Circular Area Chart를 통해 각 카테고리별로 우수 가정, 우수 멤버가 선별 

된다. 선별에 대한 혜택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제공 되도록 한다. 

 

        

그림 39  Compete 와이어 프레임 

 

- Learn : 에너지 습관 배우기 

기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와 앱에 존재하는 내용을 에너지 절약 

관련 지침을 흥미를 끌만한 인포그래픽적 시각 요소와 함께 제공하며, 이 외에 공유 가

능한 에너지 습관을 사용자들이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의 페이지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에너지 절약의 팁을 습득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기적인 교

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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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Learn 와이어 프레임 

 

 

5.2 E-day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주요 시나리오는 2가지 축으로 Evaluate 시나리오와 Entertain 시나리오로 최종적으로

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와 세부 단계별 인터렉션을 담은 프로토 타입 영상으로 제

작된다.  

 

그림 41 시나리오 프로토 타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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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시나리오인, Evaluate는 “매일매일의 E-day를 통한 에너지 습관 평가, 에너

지 습관 개선”이 특징으로, Smart/Effective/Easy 한 가치를 내포한다. E-day 애플리케

이션 메뉴중, Estimate와 Control이 이 시나리오의 주요 기능으로 선보여진다.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하고, 이후 집 밖에서도 에너지 조절을 손 쉽게 설정하며, 각 소비 아이템 

별 소비량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하는 이야기 흐름이다.  

Entertain은 두번째 시나리오로, “에너지 습관을 나누며 즐기는 E-day”를 담아낸 시

나리오이다. Enjoyable/ Sharable/ Sustainable 이 세가지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의 메뉴중, Learn과 Compete이 이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사용자

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에너지 절약 팁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에 스티커를 붙여주

면서 에너지 절약 정보들을 수집한다. 또한 일반적인 에너지 수칙은 매뉴얼로 이미지

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 백과사전처럼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4장의 페이지를 통해 두개의 시나리오에 담겨있는 4개의 주요 메뉴들의 활용 

및 설명을 위한 프로토타잎 씬 단계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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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 에너지 평가를 통한 똑똑한 에너지 관리 습관 기르기 1 

 

Estimate 

 

Estimate 화면 실행 

 

전체 레이아웃 설명: 

하단에 기본 메뉴 4가지와 날짜 선택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아래 Bar Column Chart형태의 그래프가 사용량을 보여줌 

 

그래프 세부 설명: 

전기, 가스, 수도, 온수, 난방 카테고리로 구성,  

 현재 사용량과 비교가능한 과거 사용내역과  

동일평형 평균값의 100% 기준점이 그래프 상에 보여짐 

 

하단 박스에는  사용료와, 과거 사용료가 반영된 목표치,  

그리고 동일평형 평균값이 보여짐. 

 

이 박스를 선택하면, 시간차별 그래프를  

Stacked Column Chart 형태로 볼 수 있음 

 

다시 메인에서, 그래프 부분을 터치하면,  

총 전기, 가스, 수도, 온수, 난방에 대한  

요금 비중을 Pie Chart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 Evaluate 시나리오 중 Estimat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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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 에너지 평가를 통한 똑똑한 에너지 관리 습관 기르기 2 

 

Control 

 

Control 화면 실행 

 

화면 레이아웃 설명: 

상단에 전기/조명, 난방, 수도/온수, 가스 순으로 카테고리 

배치되어 있음. 가장 큰 특징인 집 구조 도면 위에 배치된 

직관적인 에너지 소비 포인트의 아이콘들이 보여짐. 

 

에너지를 차단하고 싶을때,  

이 아이콘을 터치 (거실 조명을 터치) 

 

팝업창이 뜨면서,   

on/off  버튼에 정도 조정까지 포함되어 제시됨,  

이 아이템(거시조명)에서의 이번주 사용량이 보여지며,  

총 on되어 있었던 사용 시간을  

과거 사용시간과 비교하여 제공함. 

 

밝기 세부조정에서 off 방향으로 이 아이템의 에너지 사용을 

차단하고, 다시 팝업을 닫음 

 

하단 박스에는 누적 소비량과 소비금액이 보여짐,  

조명/전기의 경우 KW 단위, 수도/온수의 경우는 ton단위로  

각 에너지원에 맞는 단위로 보여짐 

 

박스를 터치, 누적 소비량을 구성하는 소비 포인트 부분들이  

화면을 차지하는 Bubble Chart형태로 보여짐 

그림 43 Evaluate 시나리오 중 Control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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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 : 즐거운 에너지 습관 나누기 1 

 

Learn 

 

Learn 화면 선택, 실행 

 

화면 레이아웃 설명: 

상단에 생활 속 팁과 기본 매뉴얼 카테고리가 배치되어 있음. 

 

생활속 팁은 사용자의 지인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얻는 에너지 습관 지혜를 공유하는 장으로 

사진과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조명, 난방, 수도/온수, 가스 항목을  

세로로 카테고리 배치  

4개 카테고리는 세로로 스크롤로 넘겨봄. 

 

특정 카테고리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팁에 Excellent 스티커를 줌. 

 

사용자가 직접 에너지 팁을 등록 가능.  

 

기본 메뉴얼을 선택하면, 하절기 동절기 카테고리에서 

기본적인 수칙들이 깔끔한 그래픽과 함께 제공됨. 

그림 44 Entertain 시나리오 중 Lear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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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 : 즐거운 에너지 습관 나누기 2 

 

Compete 

 

Compete 화면 실행 

 

화면 레이아웃 설명: 

상단에 카테고리가 가족 / 이웃 / 친구로 구성되어 있음. 

 

각 에너지 사용 카테고리마다의 소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수도, 온수, 난방 파트에서의  

우수 효율 멤버가 상단에 띄워져 있음.  

 

매주의 기록에 따라 Excellent 스티커가 제공됨.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  

Circular Area Chart를 활용해서 보여줌. 

 

가족의 경우, 서로가 공유가능한  

가정 에너지 수칙 게시판이 있음. 

 

Learn 에서 Excellent 스티커를 준 항목이 모아져서   

가족 고유의 수칙 게시판이됨. 

그림 45 Entertain 시나리오 중 Compet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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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쥬얼 디자인 

(1) GUI 비쥬얼 컨셉 

E-Day는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를 컨셉으로, “E”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진행되었

다. 아이콘 제작에 있어서도 E를 활용한 깔끔한 시작(Enter) 버튼의 개념을 넣어 약간

의 입체형태로 작업했다.  

 
그림 46 E-day 의 시작화면 

 

 “Enjoy your Energy Day”와 같은 슬로건을 함께 제시해서 애플리케이션 브랜딩도 

함께 고려했다. E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아 슬로건들을 에너지와 연결시켜 풀어나가

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어, 작업 과정에서 Enter, Effort, Excite, Evolution 등등을 추려

보기도 했다. 하단의 E-day의 아이콘과 결합한 문구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보여준다. 
 

 

그림 47 컨셉 활용 슬로건 가능 문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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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색상인 초록색과, 가시성이 뛰어난 주황색, 베이스로는 

화이트와 그레이1,2 그리고 다크 그레이를 활용하여 제작했다.  

 

그림 48 기본 색상 팔레트 

기본적인 시각 컨셉은 Flat Design으로, 부담스러운 이펙트 효과가 없는 심플한 화면

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들을 깔끔하게 표현하

여, 전달하고자 한 정보만 부각시켰다. 아이콘의 경우도, 카테고리가 5개 이상인 E-day

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의미와 형태는 명료하되 Flat한 단색 아이콘으로 표

현했다.  

 

그림 49 주요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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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 콘텐츠로서의 에너지 관리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지

닌 E-day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양한 차트형태를 통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여준 

다는 차별점이 있다.  주된 시각화로 제시한 차트의 종류는, Bar Column Chart, Stacked 

Column Chart, Pie Chart, Bubble Chart,Circular Area Chart 등등이 활용 되었다.  

 

그림 50 E-day 에 활용한 차트 종류 

 

 

 (3) 최종 GUI 디자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day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차별 점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시각화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각 에너지 관련 단계마다 정보 

시각화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전 이후 기능들 간의 유기적 연

결이 있어, 에너지 절약 습관이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하 Estimate, Control, Learn ,Compete 순으로 제작한 GUI화면을 다루겠다. 하단의 

버튼에 이 4개의 메뉴가 위치하여 있으며, 상단의 초록바에는 현재의 위치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제목이 있다. 아이폰 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뒤로가기 버튼은 상단에 함께 배

치되어 있다.  큰 특징으로는 노란색은 현재를 초록색은 과거 사용량을 상징한다. 따라

서 각 화면마다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교를 통해 에너지 습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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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Estimate 비쥬얼 디자인 

 

 

 

 

     
그림 52 Control 비쥬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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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Compete 비쥬얼 디자인 

 
 

     
그림 54 Learn, Compete 비쥬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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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시나리오 소개 영상 

컨셉 소개 영상의  디자인 또한 Flat 하고 귀여운 남녀 캐릭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

비 조절 생활을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Evaluation 시나리오에는 남자

캐릭터를, Entertain 시나리오에는 여자캐릭터를 활용했다.  

 
그림 55 소개 영상에 쓰인 캐릭터 

 

그림 56 소개영상 이미지 

Estimate에서는 과거 사용량과의 비교가능함에 대한 영상을, Control에서는 집 밖에

서 손 쉽게 집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영상을 담았다. 이어 여자 캐릭터는 Learn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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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E-day를 상징하는 대문자 E위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 에너지 습

관의 공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Compete은 여러 이웃간의 5가지 정보의 비

교를 상징하는 별을 크게 표현했다. 각 소개씬들 사이사이에는 사용시나리오 이미지를 

설명과 함께 넣었다. 최종 전시로는 4개의 메뉴별 시나리오 인터페이스 화면을 담은 디

지털 액자와, 소개 영상을 통해 E-day를 전달 하고자 했다.  

 

 
그림 57 시나리오별 인터페이스 화면 

 

 

 



 
64 

 

 

그림 58 최종 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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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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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미래학은 오랫동안 에너지 기업들의 전유물로서 기업 전략을 세우는 데 동

원되었다. 기업 전략은 시장 확장과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미래

학의 연구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단기 전망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에너지 사용자들의 실제 요구나 사회의 경제,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고

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 흐름하에 수동적 소비자가 되어버린 시민들의 태도를 일시

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 세계 8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국 5위인 한국의 현실을 보았

을 때, 지금의 에너지 소비 행동패턴을 지속한다면 야기할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민대

상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소비자연맹 (CI)의 지구온난

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66%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준 데에 책임을 져야 한

다고 동의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등의 라이

프 스타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국민들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의식이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66%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닉 탈봇(Nick Talbot)34은 "21세기 형 디자인은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조절하는 것(Driving Consumption)이 돼야 한다.”을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에

너지피드백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제작에 

앞선 체계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제작함으로서 앞으로 에너

지관련 서비스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인터페이스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

반적인 에너지 의식과 태도 변화를 가져오며, 미래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반을 닦

을 수 있을 것이다.  

                                                

34 영국	  운송수단	  디자인	  회사인	  시모어파월(Seymour	  Powell)의	  디자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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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에너지 피드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과 기대효과 

 

추후 도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전력회사와 능동적으로 교류 하게 될 경우, 가

정외의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의 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의 좀 더 적극적인 소비 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에너지 관리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제품, 사회, 환경까지 바꾸는 디자인의 힘을 담은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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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ncern for energy crisis increases, diagnosis of causes and search for mid- and 

long-term countermeasures have come to the fore. After the Fukushima incident, the 

danger of nuclear energy, which had been in the world-wide limelight as an alternative 

energy, resurfaced, and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a pragmatic policy by the 

control of current energy demand, rather than a dramatic progress in production and 

supply, is needed. 

 

Hence, general citizens, the energy consumers, are required to accept the era of energy 

crisis as a new principal agent of controlling energy demand, stepping out of the past role 

of passive energy consumers. At this time period, a sustainable "energy feedback policy" is 

crucial in order to open the era of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centered around the 

consumers.  

 

Based on such needs of the time and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re is a drift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 towards making increasing attempts to provide services that 

help household-level energy conservation. Development of the Web and smart devices, 

as an important technological background, has enhanced th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concerning energy. Improvement in home-network service technologies ha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EMS (Energy Monitoring System in each house). 

  

Nonetheless, most times they deliver only the data related to energy without definite 

principle of service design; therefore, its effect is not sufficient to bring about constant 

attention on energy management, and its usability is also apt to decrease. Moreover, even 

if we constantly develop and provide feedback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energy 

consumption, it would be challenging to derive practical energy conservation if it results 

only in temporary conveyance of messages. 

  

Thus, this paper suggests, by applying visual information diagrams that correspond to 

the objectives represented by the data onto an application, an interface for a household-

centered energy management tool that ultimately helps activate energy demand 

management. The foundation of the research lies in design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 at the household level.  

 

Energy consumers can manage their household energy in real time and clearly grasp 

the consumption level via this tool. Also, they can share their own ener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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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ith others in a form of SNS, and a positive competition for energy conservation 

might occur as a result of sharing and comparing relevant information with neighbors. 

  

This strategy is the one that can be applied pragmatically in real lif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oday's energy crisis, and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eliciting 

positive energy culture b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user-autonomous energy 

management. 

   

 

Key Words: energy consumption, energy feedback, interface, service design, data 

visualizatio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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