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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저장소나 물리적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등장하며, 개인의 디지털 정보
관리 행태들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로컬에서의 관리로 대변되던
파일 형태의 개인 정보 관리는, 로컬을 넘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의 정보 관리 형태로 점차 다양화 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기기가
아닌 여러 기기를 넘나들며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공유 정보의
관리까지로 새로운 형태의 파일 관리 행태를 나오게 하였다.

파일 동기화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웹 기반의
대표적

파일

공유

서비스인

드랍박스(Dropbox)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하였고(2014. 5), 최근 6개월
동안 1억 명의 이용자 증가 폭을 보이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문서
편집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이용하게끔
해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점차 개인 작업 환경에서의
도입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는
파일을 공유하거나 동기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간이 되고 있고,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수의
컴퓨팅 기기들에 걸쳐서, 그리고 또는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한다(Marshall & Tang, 2012).

이렇게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도입은 특히
개인과 협업이 섞인 상태에서, 개인은 개인 폴더와 로컬 폴더의 정보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거나, 우회 전략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정보 관리 현상들이 벌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한 개인 정보 관리가, 최종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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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행태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와 공유
정보 관리의 활용에 있어 혼합된 사용상을 파악하고자 정성적 인터뷰와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와

개인

정보

관리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적에 따른 이용 행태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용에

대한

연구

방법과

문제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의 구체적 맥락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인터뷰 방법과 최근 1달간의 실제 사용 이벤트를 받아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과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정량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섯 가지
행태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1) 다른 기기로 파일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 옮기기”, 2)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아카이빙”, 3) 파일의 자동 백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 백업”, 4)
다수의 기기 간 싱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기 간 싱크”, 5) 다른 사람과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공유” 등의 다섯 가지 사용 요인을 밝힐 수
있었다.

사용 로그 기반의 분석과 추가 인터뷰에서는 로컬 형태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개인이 개인 정보와 공유 정보에 있어 개인 정보
관리 전략인 추가, 조직화 삭제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로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 파일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는 주체적 추가와 시스템 등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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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폴더로 파일을 추가하는 자동 추가의 두 가지 전략이 있었다. 두
폴더 모두 극소수의 액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목적 파일에 관한
액션이었고,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모두 문서와 이미지 파일이
추가되는 파일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용량이 큰 파일을 올리기 위한
심리적인 제약이 존재하였고, 공유 폴더에서는 용량이 큰 동영상을
올리는 대신 URL로 올리는 우회 전략이 발생하였다. 또한 모바일 사진
자동 동기화, 논문 프로그램 서비스 연동, 워크스페이스로 사용 등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파일이 추가되는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조직화에서는 사용자들이 개인 폴더는 개인만의 규칙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공유 폴더에는 공유 폴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암묵적인 전략과 명시적인 전략이 나타났다. 암묵적인 전략으로는
이해도 높은 폴더명을 프로젝트 매니저격의 사람이 대표로 과업과 파일
타입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었고, 공유 폴더 내에서
다른 사람 혹은 지난 과거의 파일 및 폴더의 이름 짓기 전략에서
학습된 암묵적 규칙을 따르는 형태로 파일을 추가하는 전략이 있었다.
명시적인 전략으로는 폴더를 만든 다음 폴더를 사용하는 규칙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

폴더나

파일명에

이름과

같은

표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파일명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구어체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같은

다른

추가적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여 공유 폴더와 함께 사용하는 전략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전략이

공유

폴더에서의

이해도를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에서는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모두 삭제에 비적극적인 특징이 있었다. 특히 공유 폴더에서의 삭제는
모두 자신이 올린 것만을 삭제하였는데, 만약 다른 사람의 파일을
지우게 될 때는 미리 공유 폴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합의되어
있는 상태일 때 삭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실험자 전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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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45개 중 공유 프로젝트 자체가 끝났으나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49%에 달했다. 공유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바로 공유를 끊거나
폴더를 정리하지 않고, 대체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향을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유용하게

느끼는지를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규명하는 식의 초기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구체적 선택 동기와 함께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룹정보를

관리하며

정보를

공유하는가를 정성적, 정량적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와 그룹정보관리,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및 잠재적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정보관리
학 번 : 2012-22460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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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등장으로 개인의 디지털 정보 관리 행태들이
변화하고 있다. 파일 동기화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웹
기반의 대표적 파일 공유 서비스인 드랍박스(Dropbox)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하였고(2014. 5), 최근 6개월
동안 1억 명의 이용자 증가 폭을 보이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PC나 랩탑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IT 기기 증가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저장소나,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기기를 소유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문서 편집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용하게끔

해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점차 개인 작업 환경에서 도입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Computing)은
10대

전략에서

글로벌
2010,

시장조사기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여전히 10대 기술에 속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2015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768억 달러로, 2013년 1289억
달러보다 37.2%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위클리오늘, 2013년 12월
28일). 또한 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Pew Internet의 설문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Anderson & Rainie,
1

2010).

기존에 로컬에서의 관리로 대변되던 개인 정보 관리는 로컬을 넘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의 정보 관리 형태로 점차 다양화 되며,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공유 정보의 관리까지로 넘어가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는 파일을 공유하거나 동기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간이 되고 있고, 드랍박스나 구글닥스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수의

컴퓨팅

기기들에

걸쳐서,

그리고

또는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한다(Marshall &
Tang, 2012).

이렇게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원격저장 방식의 도입은 개인의 정보
관리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과 협업이 섞인
상태에서, 개인은 개인 폴더와 로컬 폴더에 있어 다중 전략과, 전략
전이 등의 현상들이 벌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다수의 연구가 처리량 최적화, 용량의 확장
혹은 가동 시간 극대화 등의(Armbrust et al., 2010) 기술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클라우드의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Zhou, Zhang, Xie, Qian, & Zhou, 2010), 또는 서비스
이용 의도에 따른 기술수용모델(박이슬 & 우형진, 2013)을 통한 분석
등을 중점으로 진행되었고,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개인이,

실제적으로

개인

정보와

공유정보 관리를 위해 어떻게 다중 전략을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지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End-User)
더

많은

클라우드를

서비스들을
인식하고

제공하고

있기

클라우드를

때문에,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알아보는

어떻게
것이

필요하다(Armbrust et al., 2010; Marshall & Tang, 2012에서 재인용)는
2

것을 본 연구의 중심적 기조로 로컬과 다른 공간인 개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사용 행태에 대해 개인의 개인정보 관리와 공유 정보
관리의 활용에 있어 혼합되어 있는 사용상을 파악하고자 정성적
인터뷰와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사용 요인을 파악한다.
2.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인/공유 폴더의 파일 추가 목적과 타입
형태를 파악한다.
3.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인/공유

폴더의

조직화

전략을

파악한다.
4.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인/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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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정보와 정보 아이템
Jones는(2007,
Hjørland(2003)의

p.460)
연구를

Cornelius(2002)와
언급하며

Capurro

정보(information)는

&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것의 모음으로 비롯된 것이
정보 아이템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보 아이템의 예로 종이 문서,
전자 문서와 그 밖의 파일들, 이메일 메시지, 웹페이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개인 정보의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Boardman, 2004)

원론적으로 정보 아이템은 종이 문서나 종이 캘린더, 다이어리 등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전자 문서 등의 디지털 상의 정보 아이템을 모두 아우른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 아이템을 둘러싼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를 일컬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존재하는 디지털 환경의 전자 정보 아이템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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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 정보 관리와 관리 대상
개인 정보 관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는 PIM으로
불리며, 앞서 언급한 개인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한다. 이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비슷하고도 또 다르게 정의된다.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서

시초적인

언급을

한

사람으로

랜스달(Lansdale, 1988; Boardman, 2004에서 재인용)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는 개인 정보 관리를 개인의 컴퓨팅 환경에서 이메일, 파일,
약속과 같은 스케쥴, 알림, 연락처, 북마크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직화하고, 되찾는 것을 묘사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한다.

Barreau(D. K. Barreau, 1995, p.327)는 개인 정보 관리를 정보
시스템으로 보고 이것은 업무 환경에서의 개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개인 정보 관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의
방법이나

규칙,

유지하는

규칙과

정보를
절차,

조직화하고
찾기

저장하는

메카니즘,

메카니즘,

그리고

요구되는

시스템을
다양한

아웃풋을 생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드먼(Boardman, 2004, p. 13)은 개인정보관리는 개인이
디지털 객체를 수집(collect)하고, 저장(store)하고, 조직화(organize)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모음에 접근(access)하는 일상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물리적으로 기술의 범위는 사람들의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와주기 위해 폴더 계층화나 찾기 메커니즘과 같은 것이
개발되어 왔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존스(Jones, 2007, p.453)에 의하면 개인 정보 관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과업(업무와 관련된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모두)을
5

달성하거나,

다양한

역할이나

책임(예를

들어,

부모,

친구,

또는

커뮤니티 멤버)을 완수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 혹은 생성(acquire or
create), 저장(store), 조직화(organize), 유지(maintain), 찾기(retrieve),
사용(use) 그리고 배포(distribute)하는 활동들에 대한 관습과 연구를
모두 이야기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정보 관리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아이템을 대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용자 동작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Boardman, 2004, p.34).

대표적으로 정보 관리를 하는 대상은 이메일(Whittaker & Sidner,
1996; Ducheneaut & Bellotti, 2001), 웹북마크(Abrams, Baecker, &
Chignell, 1998; Jones, Bruce, & Dumais, 2001), 파일(D. K. Barreau,
1995; D. Barreau & Nardi, 1995) 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진(Rodden & Wood, 2003)이나 연락처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관리
또한 다루어지는 범위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 아이템의 관리 중 파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3 개인 정보 관리의 주요 활동
개인 정보 관리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파일의 관리에 관한 주요
활동에

대해

Barreau와

여러

학자의

보드먼의

논의를

다양한

정의가

중점적으로

있다.

들어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겠다.

먼저

Barreau(D. K. Barreau, 1995)는 다섯 가지의 액션의 하위 항목으로
개인 정보 관리의 활동을 나누었다.

개인 정보 관리 액션

설명
어떠한 정보를 정보 공간에

수집

포함시킬지 선택하는 것을

(Acquisition)

포함하여, 정의, 라벨링, 정보
6

그룹화 등의 활동
분류, 이름 짓기, 그룹화와

조직화

나중의 검색을 위한 정보를

(Organization and Storage)

배치하는 것
오래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백업하고, 정보 공간에서 정보를

(Maintenance)

옮기거나 혹은 제거하는 활동

찾기

재사용을 위해 정보를 찾는

(Retrieval)

과정
사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시각화

정보공간을

(Output)

시각화(visualization) 하는 것

[표 1] Barreau(D. K. Barreau, 1995)의 개인정보관리 활동 분류

5가지로

분류한

Barreau(1995)의

개인

정보

관리

활동은

보드먼(Boardman, 2004)의 개인 정보 관리 분류에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보드먼은 Barraeau의 개인 정보 관리 정의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점을 강조하였다.

Barreau는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 또한 개인 정보 관리 액션에
포함된다고 하였지만, 보드먼은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개인 정보
관리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개인 정보 관리 밖의
범위인 정보 아이템의 콘텐츠 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보 모음에서 아이템이 검색되면, 정보 아이템은 편집되고 재저장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색과 재저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개인 정보
관리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Barreau는 업무(work)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개인 정보
관리로 보았지만, 보드먼은 일 뿐만 아니라 여가(leisure)와 같은
개인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개인 정보 관리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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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그리고 Barreau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개인 정보 관리를 정의하지만, 보드먼은 개인 정보 관리의 액선인 하위
항목들을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Barreau가

시각화(Output)를

개인

정보 관리

항목으로

정의했던 것과는 달리, 보드먼은 시각화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이것은 별개의 개인 정보
관리 항목이 아니라 모든 하위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최종적으로 개인 정보 관리 활동을 네 가지 액션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개인 정보 관리 액션

설명

수집

이름 짓기 및 정보 공간에

(Acquisition)

넣기에 대한 결정
정보 아이템 항목들을 배치,

조직화

다시 이름 짓기, 정보아이템을

(Organization)

이동하거나 새 폴더 만들기

유지

정보 아이템 백업 및 정보

(Maintenance)

공간에서의 정보 삭제

찾기

브라우징, 정렬 및 정보를

(Retrieval)

검색하는 것

[표 2] 보드먼(Boardman, 2004)의 개인정보관리 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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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드먼(Boardman, 2004)의 4가지 개인 정보 관리 액션

본 연구에서는 보드먼(Boardman, 2004)이 규정한 4가지의 액션에
기반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활동 정의를 연구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삼았고,

보드먼의

정의와

같이

일과

관련된

범위와

일

외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보드먼이

규정한

4가지

개인

정보

관리

액션에

해당하는

수집(Acquire), 조직화(Organize), 유지(Maintain), 찾기(Retrive) 중
수집과

조직화,

유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살펴보았는데

그

중

수집으로 정의했던 것을 파일 “추가”의 측면에서, 유지를 “삭제”
측면에서 보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2 절 정보 관리 행태에 대한 연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의 정보 관리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정보 관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의 개인의 정보 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는지

그룹정보

관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그

다음으로

연구되었는지

개인정보를

살펴보겠다.

넘어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와 공유된 그룹정보 관리가 모두 일어나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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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로컬 컴퓨터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
2.3.1 로컬 컴퓨터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타입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연구로 먼저 Nardi
등의 작업을 들 수 있는데, Nardi, Anderson과 Erickson(1995)은
Cole(1982)의 업무 환경에서의 종이 문서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해 낸 패턴과 유사한 전자 정보 관리 패턴을 발견하며, Cole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각각의 정보 타입을 사람들의 파일관리 행태
관찰을 통해 발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정보의 타입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Nardi 등이 분류한 정보의 타입은 단기적이고 급한
정보(Ephemeral information), 중단기적이고 규칙적인 정보(Working
information),

장기적인

정보(Archived

information)의

세

가지의

형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의 타입에 따라 정보들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 내에서 조직화하고 분류하며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단기적이고 급한 정보는 며칠 이내에 처리되어야 할 정도로
유지 기간이 짧은,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하는 정보를 이야기한다.
이런 타입의 정보의 예로는 전자 메일 메시지, to-do 리스트, 메모,
캘린더, 뉴스 아티클,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파일들은 최상위 디렉토리에 놓거나, 데스크탑 화면에 유연하게 쌓아
놓아 자료들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 그렇지만 이 종류의 데이터가
많아질 시에 사용자들은 딱히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종류의 정보는 많고 긴급성도 있어 상기시키는 데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단기적이고 규칙적인 정보는 최근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주
접근되고 공유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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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사용자 혹은 사용자와 함께하는 협업 작업자에 의해 생성된다.
이것의 예로는 미팅노트나 진행중인 페이퍼나 발표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위치(location)와

카테고리(category)로

조직화하는데 사용자들은 중단기적이고 규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므로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데에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한다.

장기적인 정보는 장기 보관을 위한 것으로 유지 기간이 몇 달이나
몇 년 정도 되는 파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현재 진행되는
일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정보들은 자주
접근하지

않는다.

장기

보관되는

정보는

완성된

작업이나,

최종

리포트와 프로젝트 히스토리 등이 있다.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이
정보들의 가치에 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수고가 많다고 느껴져 열심히
조직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정보 타입

단기적이고

중단기적이고

급한 정보

규칙적인 정보

예시

다운받은 뉴스
기사; 해야할 일
리스트

작업 중인
페이퍼;
프로젝트
스케쥴

기술 보고서;
프로젝트의
이메일 아카이브

관련성

현재의 일이나
곧 다가올 일과
관계 있는 것

현재 일과 관계
있는 것

현재 일과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것

유지 기간

몇 분~ 며칠

접근 방법

정리되지
않거나, 약하게
정리되어 눈에
잘 보이게

며칠에서 몇 주
혹은 몇 달
최근 사용 정보,
위치와
카테고리로
조직화

장기적인 정보

몇달 혹은 몇 년
위치와
카테고리로
조직화, 서치를
통해 찾는 경향

[표 3] 정보 타입별 특징(Nardi et al., 1995)

11

Nardi등의 사람들이 정보를 어떤식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Nardi 등의 연구는
파일 뿐만 아니라 To-do 리스트, 스케쥴 등 컴퓨터 환경에서 생산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형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서, 실제
“파일” 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지에 대해 알기에는
포괄적인 면이 존재한다. 이에 여러 정보 아이템들 중 조금 더
이미지나 문서 등의 파일 형태의 정보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파일과
폴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 있다.

2.3.2 로컬 컴퓨터에서의 파일 정보 관리 및 폴더 관리
사람들은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매일 파일과 폴더에 접근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직화를 하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에
비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몇몇
관련된 연구들이 존재했다(Whittaker, 2011).

사람들은 개인의 로컬 컴퓨터에 많은 양의 개인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드먼과

사쎄(Boardman

&

Sasse,

2004)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다섯 개의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고, 개인의 하드
드라이브에 평균적으로 2,200개의 파일을 저장해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Whittaker와 Bergman, Clough(2010)는 파일 중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사람에 따라 차이를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4,000개 이상의 개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5.9개 정도의 파일이 추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추가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그저 수동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시도를 보이는데, 보드먼과 사쎄(Boardman & Sasse, 2004)는 이를
살피기 위해 사람들의 데이터의 구조를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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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7개의 폴더를 가지고 있고, 그 폴더들은
평균적으로 3.3개의 뎁스의 서브 폴더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람들의 파일 관리의 다른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58%의 사람들이 정보 아이템을 생성하는 즉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하여 정리한다고 하였고, 35%의 사람들은 꽤 많은
정보들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놓아 둔다고 하였다. 또한 6%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의 정보 아이템들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놓아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지금 활용할 파일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었는데, 대신에 그 파일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게 데스크탑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곳에 두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폴더의 타입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 프로젝트 중심과 역할 중심의 두 개의 중심적 분류로 나누었고
그들은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관리

전략에

대해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Jones와

Phuwanartnurak(Jones

&

Phuwanartnurak,

2005)는

사람들이 특정한 폴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람들의 폴더 시스템에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많은
폴더들은 계획적으로 보여졌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폴더 구조를 미래의
작업을 대상으로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폴더는 대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메인의 과업(main task)과 그 아래의 하위
과업(sub task)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람들은 좀 더
명백하게 정보의 타입을 관리하기 위해 우회전략을 쓰는데, 예를 들어
폴더의 라벨링을 할 때 “current”대신 “aacurrent”를 써서 브라우징 시
알파벳 순으로 상위에 위치하여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Bergman, Beyth-Marom과 Nachmias(2003), Bergman, Tucker,
Beyth-Marom, Cutrell과 Whittaker(2009)는 정보를 삭제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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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피하는, 폴더 내에서의 우회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 파일과 관련도가 낮은 파일들을 위해서 하위
폴더를

생성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아카이브나

옛

정보들을

라벨링하여서 혼란을 줄이고 업무와 관련성 있는 아이템들을 메인 활성
폴더에 넣어 더욱 눈에 띄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파일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폴더에
적응하는 것이다. Bergman, Beyth-Marom, Nachmias, Gradovitch와
Whittaker(2008)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폴더

시스템을 네비게이션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접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폴더가 최적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파일과 폴더 구조를 수정하도록 이끈다.
우리가 자주 접근하지 않은 폴더가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볼 때 이러한 수정이 폴더에 적응하는 것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Whittaker 등(2010)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9개의 새로운 파일을 그들의 로컬
컴퓨터에 추가한다고 하였고, 새 폴더는 3일 마다 한 개씩 추가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는 것이 몇
달이 경과하여 일어날 수 있는데, 빈번하지 않은 정도로 일어나는
이러한 조직화 과정이, 사람들에게 파일을 찾는 과정에 있어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2 그룹 정보 관리
에릭슨(Erickson, 2006)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점점 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될수록, 공유는 더욱 쉬워진다고 한다. 개인정보 관리를
넘어 그룹의 정보를 공유하여 공유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는데, 그 중 Rader(Rader, 2009)는 그룹 정보
저장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사람들이 공유된 저장소에서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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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이 개인 저장소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행태를
보인다 것을 이야기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 충돌하는 개념적
모델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파일을 삭제하기를 꺼려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의 공유 저장소에
있어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고 이런 것은 파일 공유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Rader는 그룹 정보 저장소가 데스크탑의 파일-폴더 메타포를 가진
개인 저장소와 비슷하지만 어떻게 사회적 요소들이 정보 구조에 영향을
주어서 공동 저장소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Rader는
CTool이라는

그룹

정보

저장소를

이용하며

6개의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그룹 저장소를 사용
행태에

대해

응답들을

인터뷰를

녹음

후

하는
전사,

방식으로
코딩하여

이루어졌다.
4가지의

인터뷰이들의

주요

발견점을

이야기하였는데, 1)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것과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은 건드리기 꺼려 한다는
것(MY Stuff vs. YOUR Stuff), 2) 최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오래된 것부터 지운다는 것(First Do No
Harm), 3) 파일들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잘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Consequences of Clutter), 4) 팀원들 내에 공동 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Unmet Social Expectations)이
그것이다.

또한 Muller(Muller, Millen, & Feinberg, 2010)도 그룹 파일
관리에

대해

연구를

캣테일(Cattail)이라는

진행했는데,

IBM사원

모두가

IBM
이용

사내에서
가능한

사용하는
파일

공유

시스템을 대상으로, 18개월동안 이용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기업 내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4가지로 도출해 내었다. 도출된 패턴은 1)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자신의 파일을 공유하기/모으기(Upload & Publiciz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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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파일이나 다른 사람의 파일을 보거나, 파일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그

파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Annotate & watch), 3)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하거나 혹은 모으는 것(Discover & Tell), 그리고 4) 자신의 파일을
다운받는 것(Refine)이 마지막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캣테일을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의 확장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2.3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의 정보 관리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선행되는 개념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이해가

기반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의 정보 관리 연구에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사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관한 초기적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2.3.1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연구
여러 시스템적인 논의가 있지만, 사람들이 개인의 클라우드를
받아들일 때 생각하는 것은 드랍박스 1 나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2 , 국내
네이버의 N드라이브 3 , Daum의 다음 클라우드 4 등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와 같은 것들이 지배적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고정된 저장소나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는
파일을 공유하거나 동기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간이 되고 있고,

1
2

http://www.dropbox.com/
http://drive.google.com

3

http://ndrive.naver.com

4

http://clou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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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박스나 구글닥스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수의 컴퓨팅
디바이스들에 걸쳐서, 그리고 또는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한다(Marshall & Tang, 2012)

특히 최근 PC나 랩탑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IT 기기 증가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저장소나,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면서

음악이나

이용자들의

다양한

여러

사진,
콘텐츠를

종류의

기기를

동영상뿐만
여러

소유한

아니라

기기에서

문서

이용자들이
편집

이용하게끔

등

해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점차 개인 작업 환경에서 도입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있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1960년대
미국의 컴퓨터 학자인 John Mc Carthy가 컴퓨터 환경은 공공 시설을
쓰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 주창하며 그 개념이 시작되었다(Gillett, F. E.,
Brown, E. G., Staten, J., & Lee, 2008; 우혁준, 2011에서 재인용)는
것과, 2006년 구글의 한 직원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
제시되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공공기관, 개인과 같은 외부
사용자에게 IT로 구현된 ‘as a service’로 제공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김의중, 2008 ;박이슬 & 우형진, 2013에서 재인용)는 것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의미한다(Armbrust et al., 2010, p.50).
미국표준국립기술원인 NIST(Mell & Grance, 2011)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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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으로 빠르게 공급되고 해제되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요구에 따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모델이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PC, 휴대폰, TV 등 다양한 IT 기기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나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IT 자원을 유틸리티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가트너(Gartner)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정의하고 있다(유수상, 2011).

NIST에 따르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5가지 본질적인 특성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의 서비스모델로 구성된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5가지 본질적인 특성은, 요구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Ondemand self-service), 폭넓은 네트워크 접근(Broad network access),
컴퓨팅 자원 공유(Resources Poolin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Rapid
elasticity), 측정 가능한 서비스(Measured service)를 이야기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자원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세 가지의 서비스
모델로 나누어 지는 것인데, 인프라 서비스인 IaaS(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인 PaaS(PaaS, Platform as a Service),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SaaS(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

2.3.2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의

증가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이 요인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바일 등의 정보 통신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에 더불어 사람들이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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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를 사용하게되는 계기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점차 다수의 개인
기기를 갖게 되고, 이 다수의 기기 속 정보들을 적절하게 접근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

멀티

디바이스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데미안과
피어스(Dearman & Pierce, 2008)는 멀티 디바이스 사용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의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모바일폰, 디지털

카메라,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기기들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며 종종 그들의 다른
컴퓨팅

기기에

있는

정보나

파일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한다(Dearman & Pierce, 2008, p.767).

디어맨과 피어스(Dearman & Pierce, 2008)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이용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멀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27명을 대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인터뷰하였고, 사람들이 멀티 디바이스를 쓰는 이유를
7가지로 나누었는데 1) 기기의 모양과 어포던스, 2) 이동성, 3) 태스크
완료 시간, 4) 일과 가정용의 분리, 5)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차이, 6) 특정 목적과 일반적 목적, 7) 오래된 기기에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 1)
특정 기기에 사용자의 형태를 정형화하여 결부시키지 말 것, 2)
사용자들은 각각의 기기를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사용, 3) 일과
개인활동에 있어 기기를 분리하고자 하지만 어려움, 4) 여러 기기 간
정보 관리의 불편함 등 네 가지의 인사이트를 발견해 내었다.

그들에 의하면 멀티 디바이스 사용을 볼 때, 기기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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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기와 사용자의 행태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그들의 기기들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선택하고,

또

제한하며

각각의

디바이스에

각기

디바이스를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고 한다. 또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과 개인의 활동에
있어

각각

업무디바이스와,

개인

디바이스로

분리하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사용자들은 여러 장치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3.3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연구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국내에서는 SKT, KT, LG Uplus 등의
통신사를 주도로 시도되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의

포털회사들이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의 다음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적 클라우드 사용자들의 인식을 확장해 왔다. 현재는 통신사 및
대형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외

서비스들인

드랍박스(Dropbox) 및 박스(BOX),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등의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에
나타난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은

모두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각각 기본 제공 용량이 있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어 추가 용량을 얻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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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본 제공 용량

URL

드랍박스

2GB

http://www.dropbox.com

구글 드라이브

15GB

http://drive.google.com

N드라이브

30GB

http://ndrive.naver.com

다음 클라우드

50GB

http://cloud.daum.net

7GB

http://onedrive.live.com

10GB

http://www.box.com/

스카이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박스

[표 4] 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초기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콘텐츠를 보관만 해주는
웹하드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이해도 증가와 사람들의 디바이스 증가 및 IT사용성의 증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이 쉽게 자신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디바이스 확장에 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와 접목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고

사용자들의

정보

관리하는
관리

공간으로

방식에도

부상할

다양한

것으로

변화가

전망되며,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유선실, 2012).

초기 클라우드 사용자에 관한 연구로 Marchall 과 Tang(Marshall
& Tang, 2012)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은 클라우드의 초기사용자(EarlyAdopter)군에

속하는

사용자들이

파일

싱크(sync)와

파일

공유(sharing)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와, 그들이 클라우드에 관한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106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사용에 관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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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개인 생활에서 클라우드 기반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했고,
사용자들의 기본 이용 사례와 함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사용 사례를
이야기 하였는데, 1) 서로 다른 디바이스 간 파일 옮기기(Transfer
Between Devices), 2) 다른 사람에게 파일 공유하기(Transfer Among
People), 3) 파일 손상에 대비한 적극적 백업(Active File back up), 4)
파일 공유 플랫폼(Cloud-based File Sharing), 5) 개인 디바이스간 파일
관리(Syncing File Among Personal Devices), 6) 공유 폴더로 사용(Using
Synced Folder Collaboratively)하는 등의 6가지 사례를 이끌어 내었다.

이들은 이렇게 도출된 사용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클라우드 사용 이해도에 따른
계층적인 5개의 주요 컨셉을 이끌어내었다.

사용이해도

사용사례

개념

사용자 행동

언제
어디서든 접근

파일을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로든
접속하는 것

동시 접속

클라우드
내에서 공유된
콘텐츠를
편집하는 것

낮음
클라우드 저장소
(cloud repository)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
(shared cloud
repository)

개인의 복제 저장소
(personal
replicated store)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접속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아도,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콘텐츠를
편집하는 것

공유된 복제 저장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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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폴더에서

(shared replicated
store)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디바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하는 것

동기화 메카니즘

동기화 트리거;
충돌시 해결

(synchronization
mechanism)

높음

동기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충돌을 피할 수
있음

[표 5]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의 컨셉모델(Marshall & Tang, 2012)

Voida(Voida, Olson, & Olson, 2013)는 사람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적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나타나고 또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 협업, 그리고 디지털
식별자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탐색했고, 이것이 초래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협업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4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정보 업무에 대한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개인은 종종 여러
아이덴티티에 맞춰, 업무용 및 개인용과 같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유지한다는 것, 개인은 개인적인 혹은 그룹 정보 관리의 각각의 용도로
복수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복수의 다른 협업에 참여하고 또 그 각각은 다른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었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그룹의
협업에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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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
앞 장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로컬 파일 관리와 그룹 정보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한 정보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로컬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파일 관리 행태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그룹저장소
이용 행태를 다룬 문헌 연구들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 로컬 컴퓨터에서만 파일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이전과 달리 개인과 공유를 넘나들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전략을 탐구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사용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에서는 정성적 인터뷰의 전체 내용을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요인을 목적에 기반한 행태로
유목화 한다.

연구문제 2.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정보
관리 활동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2-1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 추가되는 파일은 어떠한 목적과
타입 형태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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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조직화 전략은 어떠한가?
2-3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에서는 폴더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의
개인 정보 관리 전략을 보는 것으로, 세부적인 연구 문제로 나뉜다.
인터뷰이의 스토리지 실사용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터뷰에서
도출된 개인 정보 관리 이슈들을 실제 사용 로그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정보 관리 활동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개인 정보 관리 항목 중 실제 사용 로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조직화”, “삭제”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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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터뷰와 사용 로그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성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용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추후 인터뷰에서 나온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의 특화된 사용 행태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발히 이용하는 인터뷰이 등에게 추가적으로
사용 로그를 요청하여 로그 분석과 그것에 기반을 둔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보완하였다.

[그림 3] 연구 진행 순서 도식

제 1 절 연구 방법
기존의 파일 관리에 대한 연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인터뷰나 기업 내
로그를 대량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정성적 인터뷰는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

맥락을

물어보며

인터뷰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하고도 심층적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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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한다.

클라우드를 비롯한 많은 저장소에 관한 연구들이 정성적인 맥락
조사에 기반(Marshall & Tang, 2012; Voida et al., 2013 등)한 반면,
뮬러(Muller et al., 2010)는 18개월 동안 사용된 사내 그룹저장소의
시스템 사용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로그 기반 분석을 통해
4가지 사용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은 실제 사용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왜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로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사용자 경험 분야에서 신뢰성을 검증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분석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정성적 인터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자들의 사용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인터뷰를 통한 맥락 분석은 실제적인 사용 행태에 대해
객관성을 보증하기가 어렵고, 사용 로그 분석은 사용자가 발생한
기계적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얻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실질적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정성적
인터뷰를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행태를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로그를 받아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 관리에서 어떠한 행태가 나타나는지 정량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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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터뷰 및 데이터 수집
2.1 표집
연구를 적절하게 진행함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연구의 목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을 표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을 넘어서 개인정보와 공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표집하기

위해,

사용사례가

있는

사람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정성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한 다음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서 연구 사례를 선정한다(조용환, 1999). 괴츠와
르꽁트(Goetz, J. P., & LeCompte, 1984;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는
정성적 연구의 목적과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열 가지 정도의 준거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인

전형적

사례

선택방법을 택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사례가 되는 인터뷰이를 선택함에
있어 정성적 연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준(Morse, J. and Field, 1995)으로
진행되었다.

Morse와 Field에 따르면 먼저 적절성은 연구에 있어 이론적인
필수 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또 선택함으로써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다루기 힘든 정성적인 자료들을 처리하는
데에 서투른 점이 있고 또한 정성적 연구의 자료 수집 비용 때문에,
자료 수집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만약 참여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집하는 것은 선택된 참여자가 그 연구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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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아는 내용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임의 추출은 정성적 연구에 목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혹은 무효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론적인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연구의 이론적인 필요성과
참여자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가장
적합한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기준인 충분성은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Morse, 1986 참조).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 관리와 공유 정보 관리의 적극적 사용 전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정보활동을 하고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기준에 맞는 사람을 표집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최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뿐 아니라 그중 1개를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싱크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고, 공유 폴더가 1개
이상으로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덧붙여

여러

디바이스를 보유하는 것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사용 디바이스가 적어도 3개 이상인 사람을 모집하였다.

스크리닝 목적

스크리닝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경험

적극적 사용

최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최소 1개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컬에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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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설치
로컬에 싱크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공유 정보 관리

공유 폴더 1개 이상
데스크탑, 랩탑, 스마트폰 등 사용 디바이스 3개

타 디바이스 연계

이상
[표 6] 스크리닝 기준

인터뷰를
디바이스
대상자들은

진행한

사용에

15명의

적극적인

스크리닝

사람은
사람들을

기준이

많은

IT사용에
위주로

친숙하며,

디지털

표집하였다.

인터뷰

갖추어야

하므로

요건을

인터뷰이들과 지인들을 통해 해당 경험이 있는 조건에 맞는 인터뷰이를
스노우볼링을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15명 중 IT 및 컴퓨터 전공의
대학원생 11명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하는 학부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부생 3명, 그리고 IT관련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IT에
관심이 많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모든 디바이스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스크리닝 기준에 해당되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사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이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집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학부생 혹은 대학생으로 편중되었고
사람들이 20대에 치중되어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특정한 정보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 및 공유 정보 관리 행태를 보는 것으로서, 성별,
직업군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스크리닝 기준에 합당한 가이다.
따라서 적극적 사용과 공유 정보 관리, 타 디바이스 연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두고 리크루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인터뷰이가 학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스노우볼링을 통해 회사원들에게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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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회사원들은 대체적으로 정보 생산과 공유에 관한
대다수의 업무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보안 등의 문제로 회사 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개인 정보 관리와
공유 정보 관리의 다양한 이용 행태를 관찰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정보 생산과 공유에 있어 제약이 적은 학생들을
위주로 표집하였다.

ID

성별

나이

직업

사용
디바이스(개)

사용
클라우드
스토리지(개)

P01

여

26

대학원생

4

3

P02

여

22

대학생

5

3

P03

남

23

대학생

4

4

P04

남

23

대학생

4

6

P05

여

27

대학원생

4

3

P06

남

28

대학원생

5

2

P07

남

27

대학원생

4

4

P08

남

29

대학원생

7

3

P09

남

30

대학원생

5

5

P10

남

35

대학원생

4

5

P11

여

26

대학원생

4

4

P12

남

27

대학원생

4

4

P13

여

26

대학원생

4

3

P14

남

26

대학원생

4

5

P15

여

27

대학원생

4

2

4.40

3.73

평균

26.8

[표 7] 인터뷰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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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사람들이 자신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떠한
행태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드랍박스, N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인 구글닥스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실제적 사용 유형을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을 모두 사용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유 폴더를 만들고, 공유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열네 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정도의 반 구조적 정성적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용자의

사용

맥락을

더

효과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인터뷰 전 미리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스크린샷을 받아
인터뷰 시 스크린샷 화면을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사용자가
개인 랩탑을 지참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다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폴더를 확인하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사용자가 놓칠 수 있는 맥락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단초(Trigger)로서 기능하였다

[그림 4] 인터뷰 대상자에게 받은 드랍박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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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구성은 현재 사용하는 디바이스 등 IT 리터러시에 관한
기본적 질문과 개인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개인적 성향에 관한 문항, 현재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것과 각 서비스의 최초 사용 시기와 주당 사용 빈도, 클라우들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관한 문항, 각 클라우드의 최초 사용 동기, 특정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택 동기,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타입, 개인적인 사용과 협업적인(공유적) 사용에서의 특징,
특히

공유의

대상과

문제점(challenges)과

목적,

기능에

관한

것,

해결했던

방법,

유용에

최근

대한

사용

생각과

시의
추가적

의견에 대한 문항 등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또한, 로컬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어떻게 차별해서 사용하는지,
로컬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공유 폴더를 관리하는 상위 기준과
PIM 단계에서 클라우드에 특화하며 사용하는 것, 컴퓨터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이용 행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를

점차

진행해가며

인터뷰

프로토콜을 확장하면서 그들의 사용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데스크탑,

랩탑,

스마트패드(아이패드 등),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모두 최소한 한 개
이상씩 가지고 있었고, 보유 디바이스의 평균 개수는 4.4개였다. 또한,
사용하는 클라우드(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웹 서비스 포함)도 3.73개로
여러가지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디렉토리 형태로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고, 설치하지 않은 한 인터뷰이는 설치한
과거 경험이 있으나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의 자신의 판단(“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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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다시

삭제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림 5]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중복체크, N=15)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고, 모든 사람이 드랍박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였다. 특히 드랍박스가 사람들의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고,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은 하지만 로컬에서 디렉토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대체로 같은 시간의 협업 시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행태로 많이 사용하였다.

2.3 사용 로그 수집과 추가 인터뷰 진행
사용 로그 수집은 인터뷰 대상자 중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던 드랍박스를 대상으로
삼아 5월의 드랍박스 사용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과
함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5명은 앞서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드랍박스를

상대적으로 적극적 사용 행태를 보이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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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1주일에 4~5번정도의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용 빈도를
가진 사용자를 중심으로 표집하였다. 5명 사용자의 한 달 평균 사용
일수는 22.4일로, 1주일에 4~5번 정도의 사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용 로그 분석은 인터뷰에서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개인 정보
관리 전략과 챌린지, 우회전략 등을 실질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살피기 위해 수집한 5월 한 달간의 드랍박스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ID

성별

나이

직업

사용
디바이스(개)

사용
클라우드
스토리지(개)

P06

남

28

대학원생

5

2

P07

남

27

대학원생

4

4

P08

남

29

대학원생

7

3

P12

남

27

대학원생

4

4

P15

여

27

대학원생

4

2

4.80

3

평균

27.6

[표 8] 사용 로그 수집 대상자 정보

로그 데이터를 수집한 대상자들이 전체 인터뷰 대상자들보다 사용
디바이스 평균은 4.40개에서 4.80개로 높아졌지만, 사용 스토리지
개수의 평균은 3.73에서 3.0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적극적인
클라우드 사용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로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도 한 클라우드 내에서 개인 작업과 공유 작업을
모두 수행하며 같은 시스템 내에서 여러 전략을 사용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사전 인터뷰를
35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로컬 형태의 클라우드를 거의 매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리크루팅의 우선순위로 작용하였다.

[그림 6] 사용 로그 수집 대상자의 사용 클라우드 스토리지(N=5)

추가 로그 수집 대상자들은 모두 드랍박스를 자신의 메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서

사용하였고,

다섯

명

모두

다

개인의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로컬이 아닌 클라우드 내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섯 명의 대상자들에게 5월의 드랍박스 사용 로그를 전송받았고,
그것에 기반으로 하여 획득, 조직화, 유지 및 찾기 전략에 대해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 로그는 드랍박스 홈페이지의 이벤트 탭을
눌러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드랍박스 홈페이지는
기본형 이용자의 사용 데이터를 6개월간 기본으로 제공하며, 1개월간의
데이터는 삭제된 것이어도 복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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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드랍박스 이벤트 예시 화면

사용 로그들은 계속 스크롤을 하면 지속해서 보이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은

5월의

로그를

드래그한

후

엑셀에

붙여

연구자에게

전송해주었다. 드랍박스 이벤트 로그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 공유 폴더
중 파일 파일명, 액션 시간, 날짜 등의 기본 정보와 파일 추가, 수정,
이동, 이름변경, 삭제 등의 파일 관련 액션과 폴더 추가, 옮김,
이름변경, 삭제 등의 폴더 액션이 나타나고 공유 폴더 만듦, 공유 폴더
초대, 공유 폴더 참여 및 탈퇴 등의 공유 폴더 액션 등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 폴더에서는 어떤 공유 폴더에서 어떤 공유 폴더
멤버가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 엑셀 형태로 받은 사용 로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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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드랍박스 로그와 함께 드랍박스 폴더
맨 첫 화면의 캡쳐본을 부탁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분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2.4 분석
2.4.1 인터뷰 분석
인터뷰는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거치며 선행연구 행태를 수정
보완하여 재유목화 하였고 사용 로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보드먼의
개인정보 관리 분류를 기본 골조로 하여 액션 별 사용 로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이용 행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Stevick(1971), Colaizzi(1973), Keen(1975)의 분석
방법을 수정한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oustakas에 따르면 현상학적 분석 방법의 절차는, 먼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의미를 고려하며 기술하고, 그
중 의미있는 진술을 나열하여 목록화한다. 이때 경험의 의미 단위로
각각의 진술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여 다루고, 각각의 진술들이
겹치지 않도록 목록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의미있는 진술을 의미 단위나 주제로 유목화하고, 이 의미 단위와
주제를 기반으로 현상에 대한 경험을 문맥적(textual)으로 기술하는데,
이때 진술의 실제 예시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현상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구조적(structural)으로

것인지

연구자의

기술하고

문맥적

설명을
기술과

반영하여

구조적

기술을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절차를 통하여 분석이 진행된다.

인터뷰에서는 P01~P04의 인터뷰는 녹취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고,
P5~P15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시 즉각적으로 타이핑 되었던 대화
기록을 대상으로 발화의 의미 연속성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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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뷰이의 모든 데이터를 엑셀에 인터뷰이별로 실은 뒤,
인터뷰이의 발화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나눈 인터뷰이의 발화
하나하나에

어떤

것을

언급했는지

클라우드,

USB,

로컬컴퓨터,

커뮤니티 등으로 코딩한 후,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행태 언급만을
추렸다.

[그림 9] 클라우드 인터뷰이별 사용행태 분석 진행과정 부분

그 후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사용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행태 언급에 관한 부분을 오픈 코딩 형태로
작성했고,

계속해서

비슷한

컨셉으로

뭉쳐

파일

옮기기,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 백업을 위해서, 공유를 위해서로 분류한 뒤,
최종적으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참고하여 다른 디바이스로의 이동을
위해,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 디바이스 간 싱크를 위해, 자동적 백업을
위해, 공유를 위해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각 인터뷰이별
분석 후 최종적으로 모든 인터뷰이의 데이터를 합친 다음 경향성을
보이는 것들을 파악하여 다시 뭉쳐서 유목화하였다. 추가 유목화에
대한 설명은 5장 연구 결과의 1절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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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클라우드 인터뷰이별 사용 행태 분석 화면

2.4.2 사용 로그 데이터 분석
사용 로그 분석 프로세스는 수집한 사용 로그 데이터를 액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사용자가 인터랙션
한

것이

액션으로

기록되는

드랍박스

이벤트의

수치적

행태와

사용자에게 받은 드랍박스 화면 캡쳐본, 그리고 로그데이터의 액션 및
추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맥락적 정보를 종합하여 파일 타입, 액션
타입, 목적 등으로 코딩하여 관계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개인 정보 관리 타입

구체적 액션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파일이 자동 추가됐습니다
파일을 이동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폴더를 추가했습니다

조직화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폴더를 옮겼습니다
폴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유지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표 9] 개인 정보 관리에 관한 이벤트 로그 가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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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들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파일 타입(확장자)의 분포,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서의
파일

관리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드랍박스

내에서는 개인이 직접 파일 형태로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일의 패키지 형태로 자동으로 파일이 생성되고 삭제되는 등의
시스템적인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용자 개인의 의지적 액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액션에 “자동”을 다시 추가하여 사용자가 의지적으로 한 것과
구분 지어 보려고 하였고, 시스템의 파일 패키지 안에서 발생되는
자동의 행태는 의미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드랍박스의 액션 중 “수정”은 수치적으로
살피지 않았는데, 이 또한 드랍박스 내에서 파일을 생성할 때 문서
편집 프로그램 등에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저장을 자동으로 하는
데이터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 또한 개인의 의지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였지만, 의지적이거나 비 의지적인 것에
관계없이 인터뷰이들이 수정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것은 드랍박스
클라우드

안에서

그만큼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진은(사진 자동 동기화)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어디로
파일이 올라가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액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1] 드랍박스 파일 폴더 액션 구체적인 수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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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의 드랍박스 이벤트는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로 나뉘어
날짜, 시간, 업무 관련 여부, “나”혹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였는지를
살피는 액션주체에 관한 정보, 파일이름, 파일 개수, 파일 및 폴더 액션,
파일 타입 등으로 일차적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데이터는 수치상으로
분석되었는데, 구체적 액션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액션에 해당하는 파일 타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타입의 뭉치들은 어떤 액션에서 어떠한 경향성들이 보이는지에
대해 살폈다.

데이터 분류

예시
발생 시간
개인 및 공유 폴더 여부

수치적 데이터

파일 이름
파일 및 폴더의 구체적 액션
파일 타입

맥락적 데이터

업무 관련 여부
주체적 혹은 시스템 상의 자동 액션

[표 10] 수치적 데이터와 맥락적 데이터 대상

각 데이터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사용 로그 수집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맥락적 데이터로서 보강하였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연구문제 2번에 대한 내용으로
5장의 2절에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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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행태 특성
인터뷰

결과,

인터뷰

대상자

15명으로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행태를 얻을 수 있었다. 15명의 사용자는 평균
연령 26.8세, 평균 보유 디바이스 4.4개, 평균 사용 클라우드 서비스
3.73개로 디바이스와,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15명
명 중 14명이 드랍박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두 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드랍박스를 자신의 메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의 사용자는
드랍박스의 용량이 가득 차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을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머지 한 명 또한 드랍박스를 메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사용하다 자신에게 구글 드라이브가 서식 등에 있어 사용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된

이용

클라우드로

옮겨

갔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이다가 이야기한 것 처럼(Voida et al., 2013)사람들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자신의 파일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구글문서도구는 문서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기록하기 좋아요”,
P02), 서비스 접근 주기에 따라(“다음 클라우드에는 옛날 컴퓨터

백업을 해 놓았어요. 자주 쓰는 드랍박스에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이건
접근을 잘 안 하니까”, P07), 서비스 용도에 따라(“구글닥스는 절대
혼자 안 써요. 공유할 때만 써요.”, P09), 혹은 서비스 사용 시기에
따라(“N드라이브는 옛날에 썼던 거예요. 요새는 옛날 자료 보러 들어갈

때만 가끔 써요.”, P05) 웹상의 에디팅 채널, 협업을 위한 도구, 백업을
위한 아카이브 등 각각의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개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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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전략에 따라 목적을 부여하여 나누어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은 다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나누어 사용함에
있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싱크하거나
싱크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몇몇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자신의 로컬 드라이브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치하여 각각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시스템이 지원하는 기능에 맞게
다수의 로컬 폴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림 12] 다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싱크하여 사용하는 것(P10)

마샬과 탕은(Marshall & Tang, 2012) 클라우드 초기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인터뷰를 통해 6가지 이용 행태로 조사하여 주사용 행태를
이해도에 따라 5가지 단계의 컨셉모델로 제시하였다. 마샬과 탕이
제시한 5가지 컨셉모델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여서, 현재 높아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 이해도를 반영한 행태에 대한 자세한 맥락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용 행태 등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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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해도에 따라 클라우드 사용을 분류한 것이 클라우드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어, 컨셉모델을 통해
사용자들의 직접적 사용 목적에 따른 행태를 파악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마샬과

탕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용 목적을 중점을 두어 최근 사람들의 사용
요인을 아래의 5가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형태적 특성

설명
발표 등의 파일이나
사진, 음악 등을 다른

파일 옮기기

디바이스로 옮기기
위해 USB 스틱이나
케이블 등의 역할로
쓰이는 형태

아카이빙

옮기는 USB 스틱처럼

(2) 모바일과 컴퓨터
사이의 케이블처럼
(1) 중단기적이고

선별해서 백업해

규칙적인 정보 –

두거나, 필요할지도

예방적 아카이빙

모르는 사용 파일들을

두는 것

기기 간 싱크

(1) 컴퓨터 간 자료를

나중의 쓸모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백업해

자동 백업

구체적 사례

(2) 장기적인 정보 –
선별해서 아카이빙

싱크된 클라우드

(1) 로컬 스토리지에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동 백업

작업하거나(무의식적인

(2) 웹상에서 자동

백업), 다른 서비스들을

백업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3) 모바일에서 자동

백업하는 것

백업 및 서비스 연동

개인이 다른

(1) 다양한 목적으로

디바이스에서 접근할

싱크를 위한 정보 생산

것을 생각하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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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형태
등의 싱크 형태로

(2) 이동 중 이용

사용하는 것
(1) 파일만 공유 –
공유 문서, 공유 폴더
등의 직접 콘텐츠를
수정하는 직접공유와

공유

파일을 링크 등의
형태로 전달하는 간접
공유가 있음

전달만 할 때
(2) 웹 상에서의
공유(동시편집) – 직접
같이 바로 만들어야 할
때
(3) 폴더 공유 –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럿이 함께 쓸 때

[표 11] 클라우드 이용 요인 다섯 가지 분류표

각 행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1 파일 옮기기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컴퓨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파일을 옮기기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위해 USB스틱이나 “내게 쓴
이메일” 대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료를 업로드하여 발표용 공유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가로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컴퓨터와 컴퓨터와 같은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 간 정보 옮기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사진과 같은 모바일에서
생산한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 또는 음악과 같은 컴퓨터의
자료를

모바일에서

소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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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cable)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파일을 옮기는 행태를 보였다.

(1) 컴퓨터 간 자료를 옮기는 USB스틱처럼

“과제 발표할 때 드랍박스에 파일 올렸다가 다운받아서 했어요.
USB스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무조건 클라우드에 자료 올리고,
다운받아서 발표해요.” (P02)
“USB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니 자료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서
학교에 가서 인쇄하고 그래요.” (P04)
(2) 모바일과 컴퓨터 사이의 케이블처럼

ⅰ. 사진 옮기기(모바일에서 컴퓨터로)
“제 휴대폰이 USB연결이 어려워서, 휴대폰 사진첩에서 필요한
사진 몇 개 찍어서 클라우드로 동기화하고 그래요. 여권 스캔본이 얼마
전에 갑자기 필요했는데, 휴대폰으로 찍고 클라우드로 휴대폰에서
올렸어요.” (P12)
ⅱ. 음악 옮기기(컴퓨터에서 모바일로)
“휴대폰에 음악 넣고 싶은데 케이블로 옮기는 거 불편할 때
드랍박스에 바로 넣어요.” (P04)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든데

음악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서

드랍박스로 써요.” (P03)

1.2 아카이빙
파일 아카이빙은 나중의 쓸모를 위해서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백업
및 저장을 하는 행태를 이야기한다. 아카이빙 하는 파일의 정보 타입은
Nardi(D. Barreau & Nardi, 1995)의 정보 분류에서 중단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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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정보라고 일컬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있고, 장기적인
정보라 불리는 끝난 프로젝트 정보 혹은 시스템 파일 등이 나타났다.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정보 타입에 맞게 전략적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중단기적이고
규칙적인 정보는 현재의 업무와 관련 있으며,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접근하는 클라우드(대체로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하는) 스토리지에 넣어 놓았고 혹시나 자신의 작업물이 날아가는
것을 예방하거나 혹시나 언젠가 보고 싶은 자료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넣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끔 접근하는 접근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혹은 그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장기적인
정보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대체로

로컬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웹에서만 보관하는)에 넣어 놓으며
외장 하드처럼 인식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 중단기적이고 규칙적인 정보 – 예방적 아카이빙

“만들면서 중요하다 싶은 파일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드랍박스에 저장해요. 정기적으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편이에요.” (P05)
“나중에라도 볼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드랍박스에
일단 다 올려요.” (P07)
“스스로 만든 것들은 무조건 클라우드에 올려요.” (P11)
“거의 모든 파일들, 보관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다 드랍박스에
있어요.” (P12)
(2) 장기적인 정보 – 선별해서 아카이빙

“잘 안 쓰는 N드라이브에는 사진이랑 프로그램 설치파일 같은 것,
쓸어 담아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넣어 놓아요.”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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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클라우드는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서 가끔 사용해요. 큰
용량의 iso이미지 같은 거 올려놓아요.” (P08)
“다음 클라우드나 이런 데에는 유틸리티나,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 넣어놔요. 컴퓨터를 포멧할 때를 대비해서 외장하드 느낌으로요.”
(P14)

1.3 자동 백업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파일을 백업을
위한 공간에 옮기는 것이라면, 자동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클라우드 공간에서
사용자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동 백업의
형태는 구글 드라이브의 구글 문서도구와 같은 개인의 웹상에서 생산
즉시

계속해서

백업이

되는

형태나,

로컬

컴퓨터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폴더 자체를 싱크해 그 싱크된 폴더 안에서
파일들을 생산하는 형태, 혹은 모바일의 사진 자동 동기화 등 다른
기기나 서비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사용의 목적은
의식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생산 중인 파일이 지속해서 백업된다는
안정감과 혹시 실수 시를 대비한 복원 기능 사용 가능성에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다수의 사람이 로컬 컴퓨터와 싱크되어 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안 혹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웹상에서
계속해서 싱크되어 저장되는 파일에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다른 기기에서 싱크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의 파일들을 제작하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백업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단순히 문서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포토샵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작업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안에서 실행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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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 스토리지에 자동 백업

“드랍박스는 컴퓨터 켜져 있으면 계속해서 돌아가고, 모든 파일을
저장해요.” (P01)
“드랍박스가 사용하는 메인 클라우든데, 거의 모든 문서 작업은
드랍박스 안에서 해요. 프로젝트일, 개인 업무 관련 일 등 문서로 하는
일은 다 드랍박스에 저장해요.” (P06)
“포토샵 같은 것도 다 드랍박스 안에서 작업해요.” (P07)
“아예 파일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다 드랍박스에서 시작해요.”
(P08)
“모든 파일은 드랍박스에서 생성 및 저장되고, 아예 처음부터
드랍박스에서 파일을 만들어요. 계속 백업된다는 것도 좋고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드랍박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돌릴 수 있어서 좋아요.”
(P09)
“거의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로

제작해요.

웬만하면

보통

여기(드랍박스)에 바로 저장해요.” (P11)
(2) 웹상에서 자동 백업

“구글닥스 과제나 일기 같은 거 저장이 바로 되니까 사용하기
좋아요. 레포트 내야 하는 것이라면 구글닥스에서 바로 작업 많이
해요.” (P02)
“구글닥스 파일 히스토리 보면서, 이전 버전 필요하다 싶으면
쓰기도 해요. 가끔씩 내용 바뀌었는데, 예전 버전이 필요할 때요.”
(P04)
(3) 모바일에서 자동 백업 및 서비스 연동

ⅰ. 사진 자동 백업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일상이기 때문에, 자동 동기화 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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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따로 안 해요.” (P06)
“모바일에서 찍은 사진은 N드라이브에서 자동 동기화 했었는데,
최근에

드랍박스로

올라가게

바꿨어요.

올라간

다음에는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될 때까진 안 해요.” (P10)
ⅱ. 서비스 연동
“작년까지는 아이패드로 필기했는데(지금은 안 하지만), 필기하는
앱이 드랍박스 동기화를 지원해서 바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작년 2학기
강의자료는 드랍박스에 다 있어요.” (P04)
“아이패드에서

Upad라는

프로그램

드랍박스로

연결해서

아이패드에서 필기하면 자동으로 드랍박스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P14)
“맨들리라는 논문 관리 프로그램 드랍박스에 연동해 놓았어요(논문
받으면 바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장).” (P14)

1.4 기기 간 싱크
기기 간 싱크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즉각적인 이용을 생각해 두고
파일을 올리는 것인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인의 컴퓨터에서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의 다른 컴퓨터 혹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즉각적으로

같은

파일을

이용하는

행태를

이야기한다.

“모든 디바이스에 드랍박스 다 깔았어요.” (P01)
“집이나 연구실 컴퓨터, 여러 개의 랩탑들이랑 핸드폰에도 다
어디서든 내 파일 열 수 있도록 드랍박스 다 설치했어요.” (P08)
개인의 IT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이 향상되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 없이 문서나
이미지를 보는 소비뿐만 아니라 편집 등의 생산도 점차 쉬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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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간의 싱크를 이용하는 행태는 점차 더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로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뷰한

모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여러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주로 쓰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상 설치해 두었다. 특히 기기 간
싱크에

있어,

컴퓨터와

컴퓨터의

싱크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이용과 더 나아가 이동 중에서의 이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1) 다양한 목적으로 싱크를 위한 정보 생산 및 소비

ⅰ. 문서 보기
“데스크탑에서 받은 논문은 꼭 드랍박스에 넣어요. 왜냐하면
랩탑도 이용하는데, 랩탑에서도 볼 수 있게요. 그리고 랩탑에서도 논문
같은 건 꼭 드랍박스로 받아요. 혹시 로컬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드랍박스로 옮겨 놓아요. 데스크탑이랑 랩탑이랑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이패드로도 보기도 하니까요.” (P05)
ⅱ. 음악 듣기
“음악 같은 것도 드랍박스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들어요.” (P11)
ⅲ. 동영상 시청
“다음 클라우드는 아이패드에서 바로 스트리밍이 돼서, 다음
클라우드에 대용량 업로드 해 놓고 바로 아이패드에서 스트리밍 해서
봐요. 다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옮기고 아이패드로 봐요.” (P13)
52

ⅳ. 문서 편집
“과제 할 때 먼저 작성하는 게 아이클라우드에서 페이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서도 수정 가능하니까,
과제를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넣어놓고 드랍박스로 다 한 다음에
올려요. 페이지 작성할 때 아이패드로 수정하고 그래요.” (P14)
(2) 이동 중 이용

“강의 계획서 같은 거 드랍박스에 올려놓고 학교 가는 길에 오늘
휴강인지 체크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 주제가 뭔지 확인해요.” (P04)
“드랍박스는

이동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열어서

일한

것들

확인하거나 할 때도 사용해요.” (P07)
“면접 보러 가는 길에 포트폴리오 pdf 파일 보려고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만들 때 모바일에서 볼 것도 생각한 것도 있고.” (P12)

1.5 공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함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행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먼저 내
클라우드

내의

파일을

파일

자체가

아니라

링크

등의

형태로

전달해주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 대신 사용하는 것이나, 웹 클라우드
내에서 파일을 찾으면 로컬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파일 자체가
첨부되는 형식의 파일 공유가 있고, 함께 웹상에서 공동 문서 작업
등의 편집과 생산을 동시에 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로컬에
설치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폴더

저장소로서 함께 관리하는 행태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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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공유하여

공동

(1) 파일만 공유 – 전달만 할 때

ⅰ. 링크로 공유
“영화나 누구 보여주고 싶은 것 드랍박스에 올려요. 영화 같은
것은 메일로 보내도 되지만, 좀 귀찮고 메일은 좀 불안정해요. 또 나도
갖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갖고 싶고 남한테도 보내고 싶을 때
드랍박스에 넣고 링크로 친구한테 줬어요.” (P04)
“옛날에 아는 형에게 애기 동영상 보내주려고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드랍박스에 올리고 링크로 보냈어요.” (P13)
ⅱ. 파일 자체로 공유
“드랍박스에다가

다운받아

놓은

pdf파일,

아이폰에서

바로

첨부해서 보냈어요. 학교 숙제도 학교 게시판에 드랍박스 연동되어서
거기서 바로 드랍박스 접속해서 올리고 그래요.” (P14)
(2) 웹 상에서의 공유(동시 편집) – 직접 같이 바로 만들 때

“누가 뭐 하는지 바로바로 보이고,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거
해야되는 일은 구글 드라이브 써요.” (P03)
“구글 드라이브 발표 개요 공동편집하면서 작성할 때, 담당 순서
정할 때 써요” (P04)
“과제로 같이 설문조사 같은 거 만들어야 할 때 사용해요.” (P06)
(3) 폴더 공유 –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럿이 함께 쓸 때

“동아리 친구들이랑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단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 위주일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P01)
“가족끼리 여행갔다가 각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공유하려고 폴더
만들었어요. 각자 핸드폰이 다르니까.” (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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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 때 자료공유 편하게 하려고 시도해 봤어요.” (P04)
“학교 수업 때, 고급영어 선생님이 수강생들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P02)
1장에서는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 사람들의 클라우드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성적 인터뷰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요인 도출에 대한 의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맥락적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백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디바이스 증가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로컬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파일을 관리하며 이용하는지 살펴보겠다.

제 2 절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
1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행태 중 로컬
애플리케이션 타입으로 자신의 로컬 폴더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행태가, 기기 간 싱크를 위해, 지속적인 자동 백업을 위해,
그리고 공유를 위해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됨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러한 폴더 형태의 클라우드 사용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내에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세움에 있어 로컬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 전략처럼 획득하고, 조직화하며, 유지하고 찾는 개인
정보

관리

행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에서,

개인이

로컬처럼 설치했지만, 로컬과는 다른 자신의 클라우드 폴더를 어떠한
행태로 개인과 공유 폴더의 정보들을 관리하는지 그 행태를 적극적
사용자의 1달간의 실제 사용 이벤트 로그를 통해 살펴보고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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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개인 정보 관리 이슈들을 실제 사용 로그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공유

ID

폴더개수

P06

29

8

P07

42

20

P08

27

9

P12

25

5

P15

10

3

평균

26.6

9

표준편차

11.41

6.59

최댓값

42

20

최솟값

10

3

폴더개수

[표 12] 로그 수집 대상자의 드랍박스 폴더분포

사용 로그 수집 대상자들은 가장 메인이 되는 첫 화면에 26.6개의
폴더를 가지고 있고, 그중 평균 9개 정도의 폴더가 공유 폴더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다섯 명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고, 모집단이 5명이기
때문에 평균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각각 사람마다 이용 행태가 다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두 메인에 나와
있는 공유 폴더와 달리 개인 폴더는 개인의 파일 관리 습관과 행태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폴더를 메인에 놓고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
> 테마 > 태스크 등 위계적인 정리를 하는 사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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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유 폴더의 목적별 분포

모든 인터뷰이의 전체 폴더 133개 중 공유 폴더는 45개였고, 평균
공유

멤버수는

5.6명(SD=5.773)이었는데,

공유

폴더

중

33개가

프로젝트 관련으로 77.33%의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공유 폴더가
수업의 과제 등 함께 협업하는 프로젝트 등의 목적 5 으로 생성되어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함께 참고 논문 등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공유 폴더가 5개, 수업 등과 관련된 공유
폴더가 5개, 연인과 사진 공유 목적 등 그 특정 사람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폴더가 2개 있었다.

5

폴더 목적에 대한 분류는 Henderson(2005)의 폴더에 대한 분석에서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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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인 정보 관리 액션 비율 평균

전체적으로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추가와 조직화, 삭제 비율의
평균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는데, 개인 폴더의 액션은 평균적으로
161개가 나타났고, 공유 폴더의 액션은 평균적으로 117개가 나타났다.

2.1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 추가되는 파일 형태
연구문제

2.1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서

추가되는 파일 형태에 대해, 어떠한 목적과 타입 형태를 보이는지
로그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구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과 개인적인 것은 클라우드에 잘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드랍박스는 완전히 업무용이고.”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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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프로젝트 같은 것 목적으로 써요. 프로젝트 공유
폴더로 쓰려고요.” (P05)
“동영상 같은 것은 그냥 로컬에다가 둬요. 미드나 이런 것들은 다
집에서 보니까요.” (P08)
이러한

공통된

이슈들을

실제

사용

로그를

통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5] 개인 및 공유 폴더의 추가 액션 평균 비율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획득되는 파일 종류를 살피기에 앞서,
추가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추가하는 주체적 추가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혹은 설정된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스토리지 내에 파일이 추가되는 시스템 추가이다.

다섯 명의 인터뷰이가 5월 한 달 동안 개인 폴더에 주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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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파일 개수의 평균은 84.2개였다. 가장 많이 추가한 인터뷰이는
234개의 파일을 추가하였고, 가장 적게 추가한 인터뷰이는 30개를
추가하였다.

(1) 개인 및 공유 폴더의 대다수의 파일이 업무와 관련된 목적

업로드 되는 파일들은 공유 폴더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폴더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작업 등의 업무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업무와
관련된 파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모든 문서나 사진 등을
이야기하고, 개인에 관련된 파일은 일과 관계없이 개인의 사용 목적의
음악, 일과 관련 없는 사진,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 등을 이야기한다. P7,
P12, P15는 파일을 추가했던 모든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16] 개인 폴더 및 공유 폴더에 추가된 파일의 목적

파일 목적에 관해 결과의 값이 업무 관련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 되었다. 개인적인 폴더에서조차 업무 목적의 파일들이 주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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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드랍박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접속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는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업무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는 것 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큰
이유가 자신의 혹은 공유된 프로젝트의 파일 정보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개인 및 공유 폴더 모두 문서와 이미지 추가가 대다수

“드랍박스에 올리는 파일은 대체로 문서류예요. 동영상은 거의
없어요. 드랍박스에 올리는 것은 대부분 여러 기기에서 빨리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P08)
“동영상은 드랍박스에 올리면 계속 싱크 되니까, 지우고 그래요.”
(P13)

[그림 17]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획득되는 파일 분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가한 파일의 종류는,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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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통적으로 문서 형태(.ppt, .excel, .keynote 등)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진 등의 그래픽 파일(.jpg, .png 등)가 있었다. 개인 폴더는 문서
파일과 그래픽 파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87.41%였고, 공유 폴더는
91.09%의 압도적인 비율로 문서 파일과 그래픽 파일이 추가되었다. 이
두 개의 파일 타입이 획득된 파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다.

문서와 이미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접근하는 파일 자체가 일차적으로 문서나 사진 등의 그래픽
파일이 많음에서 기인하는 결과겠지만, 문서나 이미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파일(장기적 보관을 위한 것 혹은 용량이 큰 파일 등)을
올리고자 할 때 심리적인 방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과 우회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ⅰ. 용량 및 파일 타입에 있어 개인 폴더에서의 추가 전략
“동영상 같은 건 잘 안 넣게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파일 용량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미드가 보고 싶어서 드랍박스에 1GB
짜리 미드를 넣었을 다고 해요. 내가 매일매일 켜는 컴퓨터는
상관없는데 오랜만에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문서
작업하려고 켰는데 내가 필요한 문서가 아닌 동영상이 동기화된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나는 빨리 문서를 봐야되는데.
그래서 용량이 큰 것들은 잘 안 넣게 돼요.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잘 안 쓰는 컴퓨터 쓸 일 있으면 미리 쓰기 전에 켜 놔서 동기화시켜
놓고 그래요.” (P08)
사람들은 동영상 등의 무거운 파일을 로컬에 설치한 클라우드에 잘
넣어놓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무거운 파일을
올렸을 시의 동기화 시간의 문제와 클라우드의 용량을 많이 차지할까봐,
그리고 동영상 등은 클라우드에서 굳이 올려서 볼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62

ⅱ. 용량 및 파일 타입에 있어 공유 폴더에서의 추가 전략
개인 파일은 공유 파일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파일을 다루는
데에 있어 다른 채널이나 올리지 않는다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채널로서의

대안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공유 폴더 자체가 공유라는 목적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만족하게 해야 하는 필요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용량이 큰 파일을 폴더의 용량,
동기화 속도 등에 덜 제약을 받는 형태로 올리는 우회 전략이 나타난다.

[그림 18] 공유 폴더에서의 우회전략 – 링크로 추가

공유

폴더에서

용량이

큰

파일을

올리기

위해,

YouTube나

Vimeo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먼저 공유하고자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링크만을 폴더 내에 첨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같이 봐야 하는 참고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너무 용량이 커서
올리기 부담스러워서, 유튜브에 올리고 url을 올려놓았어요.” (P07)
(3) 자동으로 파일이 추가되는 다양한 형태

개인 폴더에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올린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해 놓아 파일이 추가되는 행태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모바일에서 찍은 사진이 동기화되는 것과 논문
관리 프로그램을 드랍박스에 연동시켜 논문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추가되고 뿐만 아니라 정리가 되는 서비스 연동,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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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서 프로그램밍 툴을 사용하기 위해 워크스페이스를 드랍박스
내에 설정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생성되는 파일을 볼 수 있었다.

ⅰ. 모바일 사진 자동 동기화
P6은 인터뷰를 통해 핸드폰이 노트북 케이블과 연결되면 사진이
자동 동기화를 하여 업로드 되는 것으로 자동 동기화 설정을 해
놓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그래픽 파일인 사진이 업로드 되어서
이미지 업로드 액션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ⅱ. 논문 관리 등 다른 서비스 연동
P12는

논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 웹에서 논문을 바로 클라우드에다가 연동하면 자동으로
받아질 뿐만 아니라, 이름 관리, 섬네일 생성 등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는 것이었다. P12는 다수의 기기에서 논문을 보기 위함뿐만 아니라
백업의 기능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

ⅲ. 프로그래밍의 워크 스페이스로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기 위한 워크 스페이스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클라우드 내에서 문서를 생산을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문서 작성이 문서 타입의
파일 내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워크
스페이스로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기기에서 워크 스페이스를 통일해서
사용하며,

툴

내에서

지속해서

새로운

파일들이

생성되는,

여러

기기에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한 작업들 또한(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
클라우드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보인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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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조직화 전략

[그림 19] 개인 및 공유 폴더의 조직화 비율

개인

폴더와

공유

Phuwanartnurak(2005)의

폴더의

조직화

연구에서

전략은

사람들이 과업

대체로

Jones와

등을

중심으로

폴더를 구성한다는 것과 비슷하게, 과업 혹은 테마의 기준으로 폴더를
조직화하여 관리하였고, 그 위에 상위로 시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개인 폴더는 자신 나름만의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별다른 전략 없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였다.

“공유하는 파일은 파일 제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짓는 편이에요.
이름 짓기 무성의한 사람도 있어서 이해 안 갈 때도 있어요.” (P04)
“공유 폴더 내에 어지럽다 싶으면 PM이 대표로 정리해요. 나는
함부로 못 바꿔요. 손 안 대요.” (P05)
하지만 공유 폴더의 경우 공통 이해도를 위해서 이름을 신경 써서
짓는 다거나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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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 추가

삭제 / 추가

개인 폴더

38.22 %

21.39 %

공유 폴더

165.07 %

14.83 %

4.3

0.7

공유 폴더 / 개인
폴더

[표 13] 개인 및 공유 폴더의 추가 대비 조직화 및 삭제 비율

실제로 파일을 추가하는 것 대비 삭제 비율은 비슷하지만, 반면
공유 폴더에서는 추가 대비 조직화가 개인 폴더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하는 조직화 전략에 관하여서는 사용
로그와 추가적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공유 폴더에는 미흡한 공통 이해도를 위해 개인 폴더와 달리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의 관리에 있어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전략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암묵적인 전략은 사전에 이해도를
공유하지 않고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명시적인 전략들은
이해도를

위해서

직접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확연하게 메시지가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1) 암묵적인 전략

ⅰ. 폴더명 자체의 이해도 높게
먼저 사전 공유하는 것 없이 폴더명 자체를 다른 팀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이해도 높은 방향으로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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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PM의 공유 폴더 조직화 과정

[그림 21] PM이 정리한 공유 폴더 조직화

대체로 공유 폴더의 하위 폴더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대체로 그
폴더를 만든 프로젝트 매니저인 PM이 과업(task) 분류에 따라서,
그리고 파일 타입(동영상, 이미지 등)에 따라 나누어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업 분류에 더 나아가서, 과업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 폴더명
앞에 번호를 붙이는 경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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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에 오래된 폴더 내에서 학습된 암묵적 룰이 존재
또

한

가지는,

공유

폴더의

멤버로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하였다.

[그림 22] 공유 폴더 조직화 파일 및 폴더 암묵적 룰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 제목의 형태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에 가독성을 높여서 올리거나, 매주 지속해서
많은 사람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태 등에서 학습하여 이전의 파일과
비슷하게 올리는 전략들이 보였다.

(2) 명시적 전략

ⅰ. 폴더 사용 룰을 사전에 공유

[그림 23] 사전에 과업과 파일타입에 맞춰 만든 폴더 이해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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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내 이해도를 위한 명시적인 전략 중 하나는, 세부 폴더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폴더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팀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암묵적인 전략의
폴더명 자체를 PM격의 사람이 이해도 높게 정한 뒤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팀원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공유 프로젝트 할 때, 100단위로 이름 짓고 그 안에는 10단위로
짓고 그러고 나서 1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123번 들어가서
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폴더 이렇게 쓰는 거라고 회의 때 이야기했어요.” (P07)
ⅱ. 폴더나 파일 명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단서(cue)를 작성
특히 세부적인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파일명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단서(cue)들을

남기는

행태를

보였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거나, 수정한 범위를 적어 놓는 것에서
넘어서 아예 대화와 같은 방식으로 맥락적으로 상황에 관련한 이야기를
표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0512연식버전.key
파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표식하거나(P06),

맘에안들오ㅋㅋㅋ.hwp
파일에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싣는 경우(P15의 공유 폴더)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인 메시지를 적어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효과적으로 파일 및 폴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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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른 추가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생성
파일

이해도를

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태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둘이서 하는 경우 간단하게
문자나 전화 등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공유

폴더와

함께

카카오톡

등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이용하여서 파일 조직화 안내 혹은 파일 확인에 대한 공지 등
즉각적으로 공유 폴더와 유기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림 24] 추가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사람들이 공유 폴더에서의 공통 이해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과 앞으로 공통 이해도를 위해
공유 폴더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방법 등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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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

[그림 25] 개인 및 공유 폴더의 조직화 비율

공유 폴더에서는 삭제에 있어 모든 선택과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따른 것과 달리, 공유 폴더에는 나의 삭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ader(2009)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파일과 나의 파일을 구분하며 삭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다.

“가끔 날 잡아서 정리하고, 삭제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P08)
“남이 올리는 건 잘 안 지우게 되는 것 같아요.” (P15)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유지 전략은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 그리고 공유 폴더에서의 공유 종료 후 탈퇴 전략이 있다.

(1) 개인 폴더의 파일 삭제 전략 – 용량 문제 해결 위해

실제 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삭제 전략은 추가, 조직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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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인 정보 관리 활동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나왔고, 개인 폴더의
파일을 삭제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용량에 관한 이유를 들었다.
드랍박스 용량이 모자라지 않아도,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의 용량이
부족하여 드랍박스 콘텐츠를 외장 하드로 비우고 대대적인 삭제와 공유
폴더 해지를 하였다고 말했고(P06), 드랍박스 자체의 용량이 부족하여
파일들을 지웠다고 이야기하였다.

(2) 공유 폴더의 파일 삭제 전략

[그림 26] 공유 폴더 내 삭제된 파일의 속성

ⅰ. 내가 올린 것만 삭제
공유 폴더에서는 개인 폴더에서보다 더더욱이 삭제 액션이 덜
일어났다. 전체 일어난 삭제 액션은 총 31개였는데, 31개 중 18개가
5월 내에 자신이 올린 것을 지운 것이었다. 특히 이런 것은 용량의
문제로서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파일의 오류나 혹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등을 위하여 파일을 새로 올리는 작업을 위해 지워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4개의 파일이 5월 전에 자신이 올린 것을 삭제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추가적 인터뷰를 통해 5월 전에 자신이 올린
파일을, 중복된 파일도 있어서 지웠다는 것(동영상이라 용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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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있어서, P06), 그리고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용량
때문에(P15) 지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전체적으로 내가 올린 것을
삭제한 것이 71%인 비율을 보였다.

ⅱ. 합의 후에 삭제
31개 중 22개가 자신이 올린 것을 스스로 지우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9개(29%)는 공유 폴더 공동 사용자에게 파일 지울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놓은 후에 지우는 형태였다. 앞서 조직화에서 PM이 폴더
생성을 맡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담당하기로 한 팀원 한 명이
미리 사전에 지우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공유한 뒤, 공유 폴더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일을 지운 것이 해당한다.

공유 폴더에서는 자신이 올린 것 혹은 합의되지 않은 것은 전혀
삭제하지 않는 행태를 볼 때, “공유”폴더이지만 “내가 올린 파일”과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 등의 소유권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유가 끝나도 폴더 탈퇴는 비적극적

[그림 27] 현재 공유 중인 폴더의 과업 진행 사항(폴더 수 = 45개)

현재 사람들의 공유 폴더 중 반 이상이 공유 프로젝트가 끝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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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 채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탈퇴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추후에 폴더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나 공유 폴더 사용이 실제적으로 끝난 뒤 자신의 드랍박스
혹은

다른

외장

하드에

콘텐츠를

백업한

다음

빠져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5월 내에 P06은 9개의 끝난 프로젝트인 공유 폴더에서
탈퇴하였는데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로컬
용량 부족으로 탈퇴한 뒤 외장 하드에 백업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2.4 추가적 시사점
폴더의

찾기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최근 업로드하거나 접근했었던 파일 로그 중의 한두 개
정도를 물어보며 어떤 식으로 찾는지, 평소에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개인 폴더는 자신의 소유 폴더여서 찾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공유 폴더는 공통 이해도의 문제로 다른 사람이 올리거나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공유 폴더에서
파일을 찾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지 않았다. 개인 폴더에서 정리를
잘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공유 폴더는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생각하여
파일 이름을 짓거나, 어떤 폴더에 집어넣거나 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사람들은 개인 폴더에는 따로 신경을
써서 조직화하지 않은 파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파일들을 찾을 때
브라우징으로 찾을 수 없어 서치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공유
폴더는 애초에 폴더가 만들어진 것부터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파일을 올릴 때 파일 제목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쓰는
등의

다양한

단서들을

가지고

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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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찾기가

수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내 폴더는 아무렇게나 써도, 공유 폴더는 사람들이 잘 조직화해서
쓰니까요” (P07)
찾기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진
않았지만, 추후 추가적인 연구로서 개인 및 공유 폴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파일들을 찾아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클라우드
내 파일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추가와 조직화, 삭제에 관한 사용 로그 분석의 의의는 추가에 있어
동기화 시간이나 용량에 관한 이슈들, 조직화와 삭제에 있어 공통
이해도를 위한 추가적 메타 정보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강화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직접적 사용 행태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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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용 행태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중심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폴더 형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개인의 개인 정보 관리와, 공유 정보 관리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했다.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개인 정보와 개인 정보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시작하여 로컬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 그룹 정보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초기적 이해도와 사용 행태 등 기존의 파일 관리의 행태 연구에서
시작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적에 따른 이용 행태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용에 대한 연구
방법과 문제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의
구체적 맥락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인터뷰 방법과 최근
1달간의 실제 사용 이벤트를 받아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정량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섯 가지
행태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1) 다른 기기로 파일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 옮기기”, 2)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아카이빙”, 3) 파일의 자동 백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 백업”, 4)
다수의 기기 간 싱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기 간 싱크”, 5)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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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공유” 등의 다섯 가지 사용 요인을 밝힐 수
있었다.

<연구 문제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 추가되는 파일은 어떠한 목적과
타입 형태를 보이는가?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에 파일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는 주체적 추가와 시스템 등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의 폴더로 파일을 추가하는 자동 추가의 두 가지 전략이 있었다. 두
폴더 모두 극소수의 액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목적 파일에 관한
액션이었고,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모두 문서와 이미지 파일이
추가되는 파일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용량이 큰 파일을 올리기 위한
심리적인 제약이 존재하였고, 공유 폴더에서는 용량이 큰 동영상을
올리는 대신 URL로 올리는 우회 전략이 발생하였다. 또한, 모바일
사진 자동 동기화, 논문 프로그램 서비스 연동, 워크스페이스로 사용 등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파일이 추가되는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2-2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조직화 전략은 어떠한가?
조직화에서는 사용자들이 개인 폴더는 개인만의 규칙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공유 폴더에는 공유 폴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암묵적인 전략과 명시적인 전략이 나타났다. 암묵적인 전략으로는
이해도 높은 폴더명을 프로젝트 매니저격의 사람이 대표로 과업과 파일
타입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었고, 공유 폴더 내에서
다른 사람 혹은 지난 과거의 파일 및 폴더의 이름 짓기 전략에서
학습된 암묵적 규칙을 따르는 형태로 파일을 추가하는 전략이 있었다.
명시적인 전략으로는 폴더를 만든 다음 폴더를 사용하는 규칙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

폴더나

파일명에

이름과

같은

표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파일명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구어체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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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른

추가적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여 공유 폴더와 함께 사용하는 전략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전략이

공유

폴더에서의

이해도를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2-3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은 어떠한가?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의 삭제 전략에서는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모두 삭제에 비적극적인 특징이 있었다. 특히 공유 폴더에서의 삭제는
모두 자신이 올린 것만을 삭제하였는데, 만약 다른 사람의 파일을
지우게 될 때는 미리 공유 폴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합의되어
있는 상태일 때 삭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실험자 전체의 공유
폴더 45개 중 공유 프로젝트 자체가 끝났으나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49%에 달했다. 공유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바로 공유를 끊거나
폴더를 정리하지 않고, 대체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향을 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클라우드에
대해 성능 등의 시스템적 측면에 집중하거나,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유용하게 느끼는지를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규명하는
것,

혹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초기적

사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도 높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구체적 선택
요인과 함께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룹정보를 관리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와 그룹정보관리,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및 잠재적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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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기존에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졌던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 연구와 대량의 데이터를 정량적 분석만을 진행한 기존의
정보 관리의 연구들과 달리, 인터뷰를 통해 사용의 맥락을 파악하고
실제 사용 로그를 이용하여 실질적 발생 맥락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여

정성적,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방법론적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방법론의 측면에서 정성적 인터뷰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었다.
파일의 실제적 맥락이 기반이 되는 것보다는, 각 사람의 사용 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알아내는 것에 객관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존재했다. 또한,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에 따른 행태를 도출함에서도 연구자의 내적
타당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인터뷰

프로토콜이

반

구조적

인터뷰로서 모든 실험자에게 독립적인 질문과 답변의 폐쇄적 형태로
진행되지 않아 각 피실험자별로 답변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양상들을
보였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 이외의 멀티 코더를 통해 유형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량 데이터 분석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정성적 인터뷰에 대한
객관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적 데이터를 받아 추가적인 분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다섯 명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기간을 한정해놓고 사람들의 사용 맥락을 확인했지만, 사람들
간의 표준편차가 크고 드랍박스의 이벤트 데이터는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 액션들이 나타나는 행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했으나, 어떤
식의 행태들이 빈도 적으로 거시적 경향성을 보이는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추후에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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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더욱 다각화하여 추가한다면, 구체적 맥락과
함께 선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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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Individual’s Cloud Storage
Usage Behavior of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ra Kim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loud Storage that can manage personal information data away
from the constraints of storage and physical space has been introduced
and the method of managing personal digital information is changing.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used to be a file form
managed in the existing local, is gradually diversifying into an
information management form inside local computers as well as the
Cloud Storage. Furthermore, this encompasses multiple equipment
rather just one, producing a new method of file management that
manages not only private information but also shared information.

Dropbox,

which

provides

file

synchronization

and

is

the

representative web-based file sharing service that uses cloud computing,
launched in 2008 and currently has over 3 hundred million users
(2014.5). In the last 6 months, the number of users has increased by
one hundred million, substantiating an exponentially fast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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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pace of growth. Thus cloud service, which allows the usage on
multiple devices of music, photos, videos and document editing, is
gradually passing over the introductory stage of the private work
environment.

Cloud-based storage is becoming the foundation of

diverse services for file storage, sharing and synchronization, whilst
cloud services such as Dropbox and Google Drive allow people to edit
or share files through multiple computing equipment and/or server
networks(Marshall & Tang, 2012).

Such safe and easy to reach cloud storage introduction, especially at
the state where the private and collaborate is fused, produces a diverse
information management phenomenon such as the individual using
various strategi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private local folder
as well as a workaround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qualitatively interview the fused usage
regarding an individual’s cloud storage usage behavior of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shared information management. It is
based on the condition that there is a need to more closely examine the
interaction of cloud users and to provide more and better services to
final users.

In order to verify this problem, we started with the preceding
research verification concer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framework along with the cloud computing
and cloud storage. A research method and problem regarding usage
was planned in order to examine usage behavior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purpose, which has for its target people who genuinely use
cloud storage to manage information. Finally, a qualitative interview
method that can surely grasp the precise context at which the cloud
storage is being used and analyze the log of the actual usage ev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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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1 month, was used with the quantitative method of an
additional interview.

The interview was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are using cloud storage for diverse reasons and
this can be divided into five reasons: 1) ‘Transferring files’ to other
devices 2) ‘File archiving’ to depend on file archiving 3) ‘Automatic
backup’ for a file’s automatic backup 4) ‘Synchronization between
devices’ for synchronization between multiple devices 5) ‘Sharing’ to
share with others.

In the analysis based on usage log and additional interview, how an
individual using cloud storage in the local form, regarding private
information

and

shared

information

actually

use

the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of additional and systematic deletion,
can be grasped through the log.

Both folders, apart from very little action, were actions to do with
work-related file and on both the private and shared folders,
documents and images were predominantly added.

Moreover, there

was a psychological constraint concerning the uploading of a big
capacity file and in the shared folder, instead of uploading a high
capacity video, detour of uploading the URLs had to take place.
Furthermore, there are diverse strategies to automatically add a file to
cloud storage such as automatic mobile photo synchronization,
dissertation program service interlock and usage as work space.

If in systemization users manage private folders with their own rules,
there have arisen tacit and explicit strategies in the shared folders in
order to increase its degree of understanding. For a tacit strateg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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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er name with a high degree of understanding is used. A project
manager carries this out, using it around the file type. There was a
strategy of adding files with tacit rules, which were learnt from the
strategy of creating names of someone else’s folder or past folder within
the shared folder. As for the explicit strategy, it involves sharing the
rules of using the next folder after creating a folder, creating a sign such
as a name on the folder or the file name, writing on the file name what
one wants to convey using colloquial language and creating additional
communications such as the mobile messenger ‘kakaotalk’ and using it
with the shared folder. All such strategies happen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hared folders.

Regarding the delete strategy of the private and shared folder, both
weren’t enthusiastic about deleting.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shared
folder, only those that one uploaded was deleted, yet when having to
delete another person’s file, they showed a tendency to delete when it
was agreed with the person sharing the folder. In addition, out of the
whole 45 shared folders of the test group, 49% were those that were
still being shared even though the shared project had finished. It was
further found through the interview that although the shared project
had finished, the sharing was not immediately disconnected nor the
folder deleted and in general, they were left for a long time before being
deleted at once.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cloud storage usually involved
preliminary research using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how users
viewed cloud and whether they found it useful. Yet this research
examined not only how users found cloud, but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hy they specifically decided to use it and how
they managed and shared private and group information.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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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 significance of guide and potential insight regarding
private and group information management as well as what direction
the service of cloud storage that involves multiple devices would go to,
was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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