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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에서 홈 화면은 기존 데스크톱 대기화면과 유사한 초기 화

면으로, 사용자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공간이다. 사람들

은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홈 화면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선별

한 객체를 자유롭게 배치시킨다. 따라서 홈 화면에는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따른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해 사람들의 정

보 관리 양상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홈 화면 구성 전반을 파악해 실제 스마트폰 사용 행

태가 반영되었는지 살피고,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

다. 즉, 관리 방식을 조사해 하나의 커스터마이징 모델을 도출하고, 각 

과정에서의 기준과 별도의 우회 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를 대상으로 1) 홈 캡처 

화면을 모아 그 구성을 살펴보는 조사 A와 2) 캡처 화면 외에 사용 로

그 수집과 인터뷰, 설문을 병행해 전반적인 커스터마이징 행태를 파악한 

조사 B를 진행하였다. 조사 A에서는 수집한 홈과 앱서랍 캡처 화면의 

구성 요소를 정량화해 전반적인 화면 구성을 파악했으며, 조사 B에서는 

여기에 사용 행태 파악을 위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특히 조사 B

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해 본 조사 설계를 정교화하고, 수집한 캡

처 화면과 1주간의 앱 사용 로그로 판별이 어려운 정성적 측면은 인터

뷰와 설문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홈 화면을 구성하며, 

각 공간은 중요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존재하였다. 홈 화면 커스터

마이징 동기의 경우, 발생 패턴에 따라 방치형, 관리형, 혼합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생성과 배치 2단계로 이루어진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

동 모델을 바탕으로, 생성 단계에서 이뤄지는 앱의 선별과 형태 결정 기

준을 알아보고 배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6가지 요인(유사성, 정보량, 

심미성, 조작성, 익숙성, 배치 분산)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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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홈 화면에서 1) 공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객

체가 배치되며, 2) 페이지를 단위로 객체가 그룹핑 되고, 마지막으로 3) 

의도적으로 홈 화면 내 공백이 활용된다는 점을 커스터마이징 주요 전

략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고도화에 따른 정보 과부하 문제가 대두

하는 시기에 학문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스마트폰 홈 화면 커스터

마이징을 정보 공간 측면에서 해석한 점에서 시의성을 가진다. 또한, 실

제 앱 사용 빈도라는 객관적 자료를 정성적인 개인별 커스터마이징 방

식과 혼합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향후 스마트폰 정보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전략, 로그 분석, 배치 기준, 정보 관리 

학  번 : 2013-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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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 홈 화면(Home Screen)은 객체 배치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

는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가 반영되어 있다. 

기술적 진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①)의 등장은 고도화된 스마

트폰 사용을 이끌었으며, 이는 홈 화면이 개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변

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Strategy Analytics 보고서②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모바일 앱 마

켓 다운로드 수가 3년 전인 2011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기본 설치 앱을 포함해 평균 약 

100여 개에 이르지만③, 사람들은 그 중 일부만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배치 전략으로 이어졌다④. 

 

이러한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OS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

용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객체를 선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홈 화면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데스크톱 바탕화면과 유사한 일종의 대

기 화면이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이 위치한 앱 서랍(App Drawer) 

화면과 분리된다.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OS 특유의 위젯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홈 

화면 구성을 도모하고 있다. 위젯(Widget)은 앱 아이콘(Icon)과는 다르

게 홈 화면에 직접 정보를 진열(display)하거나, 별도의 앱 접속 없이도 

앱의 특정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도구이다. 위젯의 지원

으로 동일한 앱도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

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속화되었다. 

                                     
①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여서 앱(App)이라고 표현하

며, 이는 실제 사전에도 정의되어 있다.(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app?s=t) 
② Strategy Analytics. (2014). Global Smartphone Sales Forecast for 88 Countries 
③ KISA. (2014). 스마트폰이용 실태 조사. 
④ CISCO. (2012). Gen Y: New Dawn for work, pla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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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기능적 지원을 활용해 

홈 화면을 관리하는 행위를 커스터마이징으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앱을 홈 화면내 특정 공간에 위치시키는 과

정이라 할 수 있겠다.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개인별로 다른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과 맥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홈 화면의 배경 화면, 객체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심미적 만족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홈 화면 커스

터마이징의 기준과 전략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터페이스 화면 내 객체 배치에 대한 연구 대다수는 데스크톱 PC

를 그 대상으로 한다. 데스크톱의 바탕화면과 이를 구성하는 파일은 각

각 스마트폰의 홈 화면과 객체 (아이콘, 위젯)에 해당하지만, 데스크톱과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화면 구성과 사용 맥락이 다르므로 이를 일반화시

켜 적용하기는 어렵다. 스마트폰 홈 화면 연구는 UI와 인터페이스 디자

인, 로그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 또는 서비스 제안이 대다수이다. 

해당 연구들은 주로 설문과 실험, 로그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제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기반으로 홈 화면 내 배치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 화면에서의 정보 관리를 실제 앱 사용 로그를 

바탕으로 파악해, 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

소 스마트폰 사용 행태가 반영된 홈 화면과 앱 사용 로그를 분석의 대

상으로 삼고 화면 구성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개인이 생각하는 커스터마

이징 기준과 실제 배치 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로그 데이터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설문과 인터뷰로 보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홈 화면을 

관리하는 동기와 각 단계에서의 기준 및 예외 사항을 파악해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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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설문과 실험으로 대체되던 객체 배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그 데이터와 실제 행위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

한, 개인화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가 홈 화면이라는 가상 공간을 구

성하는 전략을 모델화하고 각 단계에서의 기준을 유형화함으로써, 다른 

디바이스나 서비스에 응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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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개념과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

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 공간을 관리하는지 살피고, 이를 실제 사용 행

태와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1) 정보 공간에 대한 특징과 관리 모델을 바

탕으로, 2) 정보 공간 커스터마이징의 목적과 이를 위해 고려하는 요인

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3) 안드로이드 OS의 정보 

공간의 진화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정보 공간의 관리 
 

1. 정보 공간의  특징 

정보 공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홈 

화면이라는 물리적 메타포(Physical Metaphor)와는 다른 가상의 환경

(Virtual Environment)이다. 이런 가상 환경에서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에

는 인지적 부담(Cognitive overload)이 따르며, 이를 최소화하고자 사람

들은 정보 공간(Information space)에 대한 공간 지식(Spacial 

knowledge)⑤을 형성한다. 

 

추상적인 정보 공간의 물리적 표현에 관해서는 기존 데스크톱 바탕 

화면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져 왔다. 가상의 인터페이스 공간의 물리성

에 관해 Kamaruddin(2006)는 데스크톱의 물리성(Physicality)이 사용자

의 공간 인지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지력 향상에 주

목해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돈 습관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데

스크톱 환경 내 파일을 객체 단위로 간주하였다. 

Katifori(2008) 역시 물리적 메타포로 표현된 데스크톱 바탕 화면이 

                                     
⑤ Haseloff, S. (2001). Designing adaptive mobile applications. In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 2001. Proceedings. Ninth Euromicro Workshop on (pp. 131-138).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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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상 환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고 말한다. 그

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바탕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며, 배치 상태를 암기해 그 기억을 사용 시 상기시키는데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한 정보 공간 개념은 데스크톱 연구에서 수행된 것이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상 객체 배치는 데스크톱 바탕화면이라는 정보 공간

에서의 파일을 배치하는 컨셉을 재매개⑥하지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따른다.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으

며⑦, 이동성(Mobility)에서 오는 사용 맥락의 다양성, 개인화된 기기로서

의 쓰임 등의 특성을 고려해 데스크톱의 정보 공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제한된 화면 사이즈는 필연적으로 화면의 수를 늘려 가

상의 면적을 확보하거나, 경로의 깊이(Depth)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

졌다. Jacko(1996)는 작은 화면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

될 경우, 정보 공간에 대한 공간 지식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아이템의 수인 폭(width)을 조절하거나, 

최종 정보 단위 도달까지 거치는 단계인 깊이(depth)를 컨트롤해 정보를 

분산시킨다고 말한다. Parush(2004) 역시 이러한 정보 구조의 폭과 깊이

라는 본질적인 상보 관계(trade-off)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보의 폭

과 깊이의 변화는 Visual 탐색 시간, 움직임 반응 시간, 인간 작업 기억 

용량 한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이동성(Mobility) 덕분에 사람들이 항시 스마트폰을 휴

대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공간의 개인화된 특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기술적인 진보와 다양한 앱의 등장은 개인의 사용 맥락이 반영된 

특수하고 사적인 정보 공간의 구성을 이끌었다. 스마트폰 이동성에 관련

                                     
⑥ 김형우. (2013). 스마트폰 UX 에서 개념 메타포의 재매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

츠학회논문지, 14(2), 135-142. 
⑦  Quinn, P., & Cockburn, A. (2009, November). Zoofing!: faster list selections with 

pressure-zoom-flick-scrolling. In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Computer-Human Interaction Special Interest Group: Design: Open 24/7 (pp. 

185-192).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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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대다수는 이러한 개인화 특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폰의 사용 맥

락(Context)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⑧. 이러한 이동성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된 앱 사용 패턴으로 이어지며, 이는 스마트폰 정보 공간이 

하나의 개인화된 공간으로 인지됨을 뜻한다. 

 

2. 개인 정보 공간의  관리 

스마트폰은 개인화(personalization)적 특성이 강한 기기로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위젯과 앱 형태의 정보 단위를 홈 화면 공간에 배

치한다. 앱과 위젯은 각각 정보의 창구이자 직접적인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에서 홈 화면을 일종의 정보 공간이라고 간

주할 수 있다. 이러한 홈 화면은 개인적 성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전략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홈 화면이라는 개인 정보 공간이 관리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Boardman의 개인 정보 컬렉션을 비롯한 개인 정보 관리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oardman(2004)에 의해 정의된 개인 정보 컬렉션(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s: PICs)에서는 개인 정보를 관리를 정보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를 배치하는 공간적 레이아웃과 그룹핑 방식까지 포

함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정보를 제어하고 정리하기 위

해 노력하며, 이는 가상의 환경에서 객체라는 물리적 메타포를 통해 정

보를 관리하는 개인 정보 관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IM)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인 정보 관리(PIM)는 사용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정

보를 획득, 구성, 유지, 검색, 활용하는데 수반되는 활동에 관한 연구 분

야⑨이다. 이는 특정 정보를 지닌 앱을 추출하고 추후 검색과 활용을 고

려해 이를 홈 화면 내에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상통하며, 개인 정보 관리

                                     
⑧ Do, T. M. T., & Gatica-Perez, D. (2010, December). By their apps you shall understand 

them: mining large-scale patterns of mobile phone usage. I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nd Ubiquitous Multimedia (p. 27). ACM. 
⑨ Jones, W. (2007).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1(1), 4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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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와 관련되어 여러 학자에 의해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arreau(1995)는 개인 정보 관리(PIM) 시스템을 ‘업무 환경에서 개

인을 위해 개발되거나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이라 규정하며, 수집

(Acquisition), 조직화(Organization), 유지(Maintenance), 검색

(Retrieval), 시각화(Visualization) 5가지를 그 주요 활동으로 보았다. 

Jones(2007)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보의 획득과 생성, 저장, 조직

화, 유지, 찾기, 이용, 배포로 분류했다. Barreau(1995)의 개인 정보 관리

(PIM)는 업무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논의와는 달리 시각화

(Visualization)가 포함되어 스마트폰의 시각화된 홈 화면 디스플레이 공

간에서의 정보 관리 활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앱을 하나의 정보 단위 객체로 간주하고, 개인이 정

보를 모으고 이를 아이콘 또는 위젯의 형태로 배치 및 관리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Boardman(2004)의 개인 정보 컬렉션(PICs)을 골조로 삼았

다. 또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프레임워크로 정보 관리 이론에서 설명

하는 정보의 생성, 조직화, 시각화 개념을 활용했으며, 그 외 정보 관리 

개념들은 각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의 개념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제 2 절 정보 공간 커스터마이징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화된 정보 공간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

리 행위는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Marathe(2011)는 오늘날 인터렉티브 디바이스에 널리 보편화 되고 있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⑩을 사람들에게 인터페이스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도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스마트폰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하며 높은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을 추구

                                     
⑩ 본 연구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 칭한 내용을 Marathe(2011)의 경우, 

Customization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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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과거 경험이 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⑪.  

본 절에서는 정보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징

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 공간을 왜 관리하는지 그 목적과 고려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정보  공간  커스터마이징  목적 

사람들은 정보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추구

한다. 공통적으로 신속하고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

기를 원하며, 동시에 개인 취향에 따른 심미적 만족을 추구하기도 한다. 

 

Malone(1983)는 사람들이 화면상에 객체를 배치시킬 때, 정보를 기

억(reminding)하고 이를 찾는 것(retrieving)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일차

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분류

(classification)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한정해 살펴보자면, 정재훈(2010)은 사람

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홈 화면 변경을 통해 유용성, 사용 용이성, 

감성 만족도를 추구한다고 여겨, 이를 주요 UI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뜻하

며, 사용 용이성은 이용하거나 배우기 쉬운 정도이다. 여기에 첫인상이

나 상호작용 시 느끼는 감성적인 만족도가 더해져 홈 화면 커스터마이

징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hoi, J. H.(2010)는 스마트폰에서

의 객체 배열의 목적이 화면의 단순함(Simplicity)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

고, 이를 복잡한 과업의 단순화, 정보 구조의 단순화, 시각적 단순화라는 

3가지 측면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측정했다.  

대체로 객체의 배치 상태에 따른 관점이지만, Marathe(2011)⑫는 커

스터마이징 목적을 사용자 능력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내 가상의 객체를 다루는 취급력(Power usage), 자신의 기호를 반영해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Sense of Identity), 사용자의 의지로 제어할 수 

                                     
⑪ Kim, K., Jacko, J., & Salvendy, G. (2011). Menu design for computers and cell phones: 

Review and reappraisal. Int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27(4), 383-404. 
⑫ Marathe, S., & Sundar, S. S. (2011, May). What drives customization?: control or 

identity?.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781-790).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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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통제감(Sense of control) 이 3가지를 스마트폰 정보 공간 커스터

마이징의 목적으로 꼽았다. 

 

2. 정보 공간 커스터마이징 방식 

디지털 정보 공간에서의 커스터마이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정보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는지 그 정보 구조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그 후, 가상의 정보 구조가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시각화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취향, 맥락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간의 커스터마이징에서 정보를 배치 이전에 본질적으로 정

보 구조 측면에서의 레이아웃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러한 정보 

구조의 레이아웃은 가시성이나 사람들의 인지 처리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⑬이며, 개인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김진우(2012)

는 정보 레이아웃을 설계할 때 크게 [표 1]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보 레이아웃과 관계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어떻게 묶일 수 있으며(그룹핑), 화면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정렬)되는지

를 언급한다. 여기에 정보 레이아웃 설계 초반에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

의 양(밀도)을 고려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다. 

 

 

고려요소 설명 
정보의 밀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량 조절 
정보의 정렬 화면에 배치하는 정보의 기준과 순서 결정 

정보의 그룹핑 정보를 묶어주는 유형화 기준의 결정 
표 1. 정보 레이아웃 설계 시 고려 요소(김진우, 2012) 

 

특히 비슷한 정보 덩어리를 조직화(Organizing)하고 이들 간의 인터

페이스적 일관성(Coherence)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에 대한 시

각적, 구성적 우선순위(Priority)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위치에 적용되

는 우선순위 기준은 개인별로 상이한데, 디지털 정보 공간의 우선순위를 

                                     
⑬ 이진호. (2003). Graphic user interface : GUI 디자인 가이드.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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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언급한 Malone(1983)에 따르면, 우선순위는 보여지는 빈도

(Frequency), 객체의 면적(Size), 공간에서의 위치(Location), 색상(Color)

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정보 디스플

레이 공간에서의 분류 작업에 적용됨을 밝히며, 이는 정보의 배치 후 정

보의 상기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면 내 정보 배치에 대한 연구는 데스크톱 도메인에서 처음 연구

되기 시작했으며, 여러 연구에서 위치기반의 배치행태에 대한 이해가 강

조되고 있다. Barreau와 Nardi(1995)는 데스크톱 바탕화면에서의 아이콘 

탐색 시 사용자는 텍스트 기반(Text-based) 검색보다는 위치 기반

(Location-based)의 브라우징을 선호함을 밝혔다. 그들은 사용자가 아이

콘을 상기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곳에 두는 특성도 언급하며, 아이콘 탐색

에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avasio(200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유형(Type)을 기준으로 문서를 모아

(Grouping) 각기 다른 목적의 데스크톱 공간에 배치(Arrangement)하는 

특성을 밝혀냈다. 즉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기능 또는 정보에 

빠르고 편하게 도달하기를 원하며, 정보 구조의 단순성을 위해 정보를 

선별(Selection)하고 이를 모아(Grouping) 개인의 기준에 따라 배치

(Arrangement)를 수행한다. 

 

스마트폰 화면 내 앱 배치에 관한 연구로는 Böhmer(2013)가 스마

트폰 화면 스크린샷을 분석한 것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아이

콘 배열에 사용 빈도, 유사성, 사용성, 심미성, 기타 외부 요인 5가지가 

작용한다고 한다. 이 기준은 중첩적으로 연속해서 작용하며, 그중에서도 

사용 빈도와 기능의 유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 외 

스마트폰 화면 내 객체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연구 내용을 

종합해 [표 2]를 작성했다. 이러한 정렬 기준은 연구 결과에서 배치 전

략을 분류할 때 비교와 대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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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 홈 화면 공간 커스터마이징 고려요소 

정렬 기준 설명(예시) 비고 

사용 빈도 
(Frequency) 앱 사용 빈도에 따라 그룹핑 

Böhmer(2013), 
Gajos(2006), 

Findlater(2004) 

기능 유사성 
(Grouping) 

쇼핑에 사용되는 쇼핑몰 앱과 결제 앱을 그룹핑 
Böhmer(2013), 

Parate(2013) 

긴급성 
(Immediacy) 

교통앱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빠른 접근이 요구될 
경우, 상단에 노출 Parate(2013) 

심미성 
(Asthetic) 

배경 화면(이미지, 인물 사진)을 고려해 배치, 색상, 
아이콘 디자인 고려 등 

Böhmer(2013) 

Choi, J. H.(2012) 

사용성 
(Usability) 

자주 쓰는 아이콘을 접근이 유리한 썸존(thumb 
zone)에 위치시킴 

Böhmer(2013) 

기타 외부 
요인 

왼손잡이, 거치대 사용을 위한 배치 등 
Böhmer(2013), 

Choi, J. H.(2012) 

 

 

제 3 절 스마트폰 정보 공간의 이해 
 

안드로이드 OS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홈 화면 내 객체 관리의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안드로이드 OS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정보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안드로이드  OS 정보  공간 

안드로이드 OS는 정보 공간은 크게 1) 정보의 직접적인 커스터마이

징이 가능한 홈과 앱서랍, 그리고 2) 정보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홈과 앱서랍은 정보의 선택과 배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고정된 공

간이다. 반면, 정보 활동을 돕는 알림창, 최근 화면 등은 실시간으로 정

보를 수신하거나 다른 기능으로 통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유동적인 공간

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행태를 보여주는 홈과 앱서랍 정보 공간은 

정재훈(2011)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홈 스크린 UI 기본 구조 모형을 

빌려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홈과 앱서랍은 각각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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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가능하고, 평소에는 홈 화면이 노출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홈에 위치한 링크를 통해 앱서랍 공간에 접근한다. 페이지 수나 순서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간 구조에 

의거하여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안드로이드 OS 정보 공간 기본 구조(홈, 앱서랍) 

 

2. 안드로이드  OS 정보  공간의  진화 

스마트폰에서 다루는 정보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면서, 이에 최적

화된 정보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팅 

기기와는 달리 작은 스크린과 터치 조작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

서 스크린에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 화면의 깊이(depth)와 

폭(width)을 조절한다. 하지만 화면을 무작정 늘릴 경우, 정보 공간에 

대한 공간 지식을 형성하기 어렵다⑭. 따라서 정보를 잘 찾기 위한 개인

의 공간 지식 구성을 위해 비슷한 정보 유형을 조직화(organizing)하고, 

중요한 정보에 시각적·구성적 우선순위(priority)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⑮.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안드로이드 OS는 정보 조직화와 접근성 제어

를 돕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안드로이드 OS

가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갖기 시작한 1.5 버전부터 현재 

5.0 버전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효과적 접근을 돕기 위한 기능이 업그레

                                     
⑭ Jacko, J. A., & SALVENDY, G. (1996). Hierarchical menu design: Breadth, depth, and 

task complex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2(3c), 1187-1201. 
⑮ Choi, J. H., & Lee, H. J. (2012). Facets of simplicity for the smartphone interface: A 

structur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70(2), 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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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되어왔다.  

특히 정보 공간 측면에서 홈 화면 하단부에 고정되어 앱 접근성을 

높여주는 독(Dock)의 생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독이라는 정보 공간

은 2.2 버전부터 생겼으며,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어 독 내부 앱의 배치

를 변경하거나 추가 및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독(Dock)의 생성 및 활용 

 

정보 공간 확장의 다른 예로서 슬라이드바 메뉴를 들 수 있다. 이는 

평소에는 드로어(Drawer)와 같이 인디케이터만 일부 노출되어 있으며, 

클릭 시 아이콘이 배치된 측면의 숨겨진 정보 공간이 나타나면서 이에 

상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3. 안드로이드  OS 정보  공간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Android) OS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에 따라 버튼 형태

나 디폴트 페이지 등의 인터페이스가 다소 상이하나, 내비게이션이 가능

한 화면이 크게 홈 화면, 앱서랍 화면, 최근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구글 레퍼런스 단

말기인 Nexus 6(Android 5.0 Lollipop)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OS의 기

본적 특징을 살피고자 하며, 앞서 언급한 내비게이션 화면에 대한 정의⑯

는 다음과 같다.  

                                     
⑯ 구글 개발자 웹페이지- 디자인 가이드. 

http://developer.android.com/design/handheld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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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드로이드 OS 기본 화면 정의 

홈 화면(Home Screen) 앱 서랍 화면(App Drawer Screen)⑰ 최근 화면(Recents Screen)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초기화면 

설치된 모든 객체를 브라우징하고 

필요한 기능을 홈 화면으로 뺄 수 

있게 도와주는 화면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사용한 

히스토리 순으로 배열해 이

동할 수 있게 만든 화면 

 

이러한 공간 구성은 홈 화면과 앱 서랍의 구분이 없는 iOS와 구별

된다. 특히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창구로 작용하는 홈 화면

은 사업자 관점에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비즈니스 선점이 가능한 

전략적 공간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홈 화면 상단에는 상태 바(Status 

Bar)가 하단에는 내비게이션 바(Navigation Bar)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객체 배열은 독(Dock)을 포함한 홈 화면에서 가능하며 각 공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4. 안드로이드 표준 화면 구성요소  

공간명 설명 

상태 바 

(Status Bar) 

알림 바(Notification Bar)라고도 하며, 화면 상단에 위치해 시스템의 현

황을 알려주는 영역(알림과 상태 아이콘으로 구성되며, 상태 바를 아래쪽

으로 내려 상세 내용을 확인) 

독(Dock) 화면 하단부의 Icon이 고정된 영역   

내비게이션 바

(Navigation Bar) 

이전, 홈, 최근 사용한 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키 영역(안드로이드 

4.0 버전부터 하드웨어 키가 없는 기기에만 표시됨) 
- 뒤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며, 돌아갈 화면이 없으면 실행하던 앱을 

종료한다. 

- 홈: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지 않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홈 화면

에 있다면 홈 화면 중심 페이지로 돌아간다. 

- 최근 앱: 최근 사용한 앱 리스트를 보여준다. 

                                     
⑰ 동일한 의미의 모든 앱 화면(All Apps Screen)과 앱서랍 화면(App Drawer Screen) 중 본 

연구에서는 현재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앱서랍(App Drawer)을 사용하고자 한다. 
⑱

 최준호, 정동훈, & 김정권. (2009). 모바일 인터넷 인터페이스 사용성 분석.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9(3),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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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드로이드 표준 화면 구성 

 

홈 화면에는 다양한 아이콘과 위젯을 위치시킬 수 있다. 행위가 미

치는 대상을 의미하는 ‘객체’를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소로 취급되는 그

래픽 요소’로 간주하고, 구글에서 정의 ⑲ 하는 아이콘(Icon)과 위젯

(Widget)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아이콘(Icon) 

구글 개발자 웹페이지에서 정의하는 아이콘이란 ‘화면 내 작은 부분

을 차지하는 직관적인 그래픽’을 의미한다. 즉, 기존 앱, 즐겨찾기, 폴더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그래픽 단위를 일

컫는다.  

     
그림 4. 아이콘 구성 요소(앱, 즐겨찾기, 폴더) 

 

(2) 위젯(Widget) 

위젯이란 ‘운영체제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결과를 화면에 

                                     
⑲

 안드로이드 개발자 디자인 가이드. http://developer.android.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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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작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즉, 기능이나 면적에 상

관없이 그래픽을 하나의 단위로 하며 앱 개발자가 지원해주는 모든 형

태를 일컫는다.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별도로 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와 기능을 한곳에 모아주며, 정보 접근성에 따라 크게 

다음 4가지 기능의 위젯으로 나뉜다. 

 

표 5. 위젯의 기능별 분류(Google) 
객체 성격 설명 

정보형 위젯 

(Information widget)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줌 

(날씨, 교통량, 시간, 스팟 뉴스, 스포츠 경기 점수 등) 

기능형 위젯 

(Control widget)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홈 화면상에서 제어 

(음악 재생, 외부 하드웨어 장비 컨트롤 등) 

모음 위젯 

(Collection widget) 

특정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기능 

(갤러리(이미지 수집), 뉴스, 이메일 등) 

혼합 위젯 

(Hybrid widget) 

정보형과 기능형, 모음 등의 역할을 하나의 위젯에서 표현 

(곡 정보가 표시된 음악 재생 위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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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용어 정의 

 

연구 문제를 측정을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에 활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스마트폰 OS 인터페이스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

운 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거나 기존 용어가 사라

져 변형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안드로이

드 OS 제조사인 구글의 공식 가이드⑳를 참고해 다음과 같이 측정을 위

한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커스터마이징 

본 연구에서는 홈 화면상에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배치해 본인만의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징이라 한다. 즉, 인터렉티브 디바이스

에서 사용자가 직접 형태와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21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객체의 위치만 변경시키는 배치 수준의 협의적 커스터

마이징에서 더 나아가 객체의 선별과 형태 결정, 배치 과정 모두를 포괄

한다. 이는 아이콘, 배경화면과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 외에도 사용자의 

홈 화면 활용 목적과 개인적인 미적 취향, 맥락 등을 모두 포괄해 이뤄

지는 관리 행태를 뜻한다. 

 

특히 커스터마이징을 의미하는 ‘개별화’라는 한자식 표현도 있지만, 

이는 고립된 개체로 나누거나 분리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전달하고자 하

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홈 화면을 구성하는 관리 행위22’와 의미적 차이

                                     
⑳

 http://developer.android.com/index.html (2015.01 기준) 

21
 본 연구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 칭한 내용을 Marathe(2011)의 경우, 

Customization으로 정의한다. 
22

 Su, K. W., Lee, C. C., & Chen, L. K. (2007). An empirical study of developing an adaptive 

location-based services interface on smartphone. In Universal Access in Human-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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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정보 공간에서 객체를 배

치하고 이를 컨트롤하는 복합적 행위를 통틀어 ‘개별화’ 대신 ‘커스터마

이징’이라 칭한다. 

 

(2) 객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의미하는 ‘객체’를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소

로 취급되는 그래픽 요소로 간주하고, 구글 개발 가이드라인23에서 정의

하는 아이콘(Icon)과 위젯(Widget)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오브젝트 개념이 아닌, 그

래픽을 단위로 홈 화면에 배치되는 앱 아이콘, 즐겨찾기 아이콘, 폴더 

아이콘, 위젯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체’를 사용한다.  

 

(3) 스마트폰 정보 공간 

객체 그래픽이 위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각 객체 그래

픽이 앱의 실행 창구로 작용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객체 그래픽을 정보 단위로 간주해, 이를 배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

에서 정보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각 정보 공간은 수평-수직의 

구조로 연계되어 존재하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담은 객체가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정보 공간 중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홈’과 ‘앱서랍’ 공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객체 그룹핑(Grouping) 

모으거나 분류 짓는다는 의미의 그룹핑(Grouping)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객체를 묶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그

룹핑은 그룹 단위에 따라, 아이콘을 하나의 객체 대상으로 폴더화하는 

‘폴더 그룹핑’과 페이지를 그룹핑의 단위로 여기고 해당 페이지 내에 객

체를 모으는 ‘페이지 그룹핑’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페이지 그룹핑’은 

기본적으로는 각 페이지를 배치 가능한 그룹핑 단위로 보지만, 하단부에 

고정된 독(Dock)의 경우 하나의 페이지에 속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

                                                                                        
Interaction. Ambient Interaction (pp. 556-564). Springer Berlin Heidelberg. 
23

 http://developer.android.com/index.html (2015년 01월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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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형성하기에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페이지와 분리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 객체 그룹핑(좌:폴더 그룹핑/우:페이지 그룹핑) 

    

(5) 활용 밀도 

활용 밀도는 말 그대로 특정 객체를 화면 내에서 얼만큼의 면적을 

할애해 사용하고 있는지 밀도로 나타낸 것이다. 뒷 장의 연구 방법에서 

제시될 <조사 A>의 홈 화면 인터페이스 분석에서 이 활용 밀도라는 용

어가 자주 쓰일 예정이며, 활용 밀도는 [그림 6]과 같이 홈 화면을 객체 

배치가 가능한 그리드를 단위로 나누어 한 칸을 1로 간주하고 ((특정 객

체의 점유 면적)/(전체 홈 화면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위젯 면적이 40칸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홈 화면 면적이 100칸일 경우 

위젯의 활용 밀도는 40/100=0.4가 되는 것이다. 

 
그림 6. 화면 그리드별 영역 분류 기준(P17) 

 

(6) 메인 페이지 

홈 화면 중에서도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메인 페이지가 별도

로 존재한다. 이는 스마트폰 재구동 시 맨 처음 보이는 기본이 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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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하단부 ‘홈버튼’24을 눌러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페이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홈 화면의 중심이 되는 화면을 ‘메인 페이지’라 칭하

고자 한다. 홈 화면상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활용해 메인 페이지를 별도

로 표시할 수도 있다. 

 

(7) 홈 화면 복잡도 

본 연구에서는 복잡도를 홈 화면이 산만해 혼란스럽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칭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맥락, 기분, 시기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정보 공간의 특징과 안드로이드 OS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의 전반적 관

리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사람들의 사용 행태가 홈 화면에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앱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이를 확인하고, 커스터마이징의 동기와 관리 

방식을 규명하고자 아래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홈 화면이 실제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반영하는가? 

 1-1. 실제 사용 빈도에 따라 홈 화면 페이지가 구성되었는가? 

 1-2. 사용자가 인지하는 홈 화면의 우선순위와 사용 빈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일치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사람들이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반영해 

홈 화면을 구성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가지 측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 한다. 우선 홈 화면 배치와 직접 관련된 앱 접근 빈도25를 스마트폰 

                                     
24

 홈버튼은 기종과 버전에 따라 하드웨어키 또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소프트키의 형태를 지니

며, 일반적으로 하단부 중앙에 위치한다. 
25

 앱 접근 빈도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홈 화면 배치와의 높은 상관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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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행태의 대표 지표로 삼았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1>

에서는 사용자의 페이지 구성이 실제 빈도수에 기반했는지를 알아보고, 

<연구문제 1-2>에서는 앞서 검증한 빈도에 기반을 둔 페이지 우선순위

와 실제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페이지 우선순위를 비교한다.  

즉, 실제로 빈번히 접근하는 정보 공간을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었

는지 살피고, 이를 사용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인식과 실제 사용 행태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왜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1>에서 검증한 사용자가 인식하는 우선순위에 의거한 배

치 행위를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연구문제 2>에

서는 커스터마이징의 발생 동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커스터마이징 동기

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실제 참가자의 홈 화면을 참고해 커스터마이징 

발생 패턴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동기 요인(Trigger)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때, 참가자가 배치 이유를 회상하기 용이하도록 실제 홈 화

면을 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3-1.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가? 

       3-2. 홈 화면은 주로 어떤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3-3. 홈 화면에서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수행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앞서 검증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어떤 방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3-1>에서 인

터뷰 내용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동 모델을 

                                                                                        
Böhmer, M., & Krüger, A. (2013, April). A study on icon arrangement by smartphone user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2137-2146).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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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연구문제 3-2>와 <연구문제 3-3>에서 행동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객체의 구성과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단순 사용 로그와 캡처 화면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배치 방식과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인터뷰를 혼합

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대표적인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에서는 <연구문제 2>의 커스터마이징 수행 동기와 <

연구문제 3>의 수행 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커스터마이징 전

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에서 밝힌 수행 방식이 각 배치 과

정에서 작용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라면, <연구문제 4>에서는 그 기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기제와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전략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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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도화된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을 그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표 6]과 같이 조사 A와 B(파일럿 포함) 두 축으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 A에서는 사람들의 홈 캡처 화면을 분석해 그 

구성을 알아보았으며, 조사 B에서는 앱 사용 빈도와 인터뷰, 설문을 활

용해 홈 화면 관리의 정성적 측면을 파악하였다.  

모든 조사 단계에서 홈 화면 구성을 자발적으로 하는 20~30대26 안

드로이드 OS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스마트폰을 루팅(rooting) 27 한 

경우나 가변적으로 변하는 특수한 인터페이스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고 일반적인 그리드 구조 인터페이스로 한정하였다. 또한, 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연구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6. 단계별 조사 연구 내용 요약 

                                     
26

 선행 조사로 장년층(50~60대) 15명을 대상으로 홈 캡처 화면과 일주일간의 사용 로그를 수

집해 분석한 결과, 빈도와 홈 화면 구성간의 상관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확인 결과, 타인(주로 

자식)에 의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인 외에 모바일 사용자

(주로 가족)가 존재해 데이터 오염의 문제가 있기에, 본 연구 대상자는 데이터의 오염없이 능

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30대로 한정하였다. (2014년 6월 수행)  
27

 루팅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즉,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슈퍼유저(superuser)가 사용하는 루트

(root) 계정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조사 A 
조사 B 

파일럿 조사 본 조사 

참가자 n=100 (남 50/여 50) n=15 (남 8/ 여 7) n=30 (남 16/ 여 14) 

목적 홈 화면 전반적 구성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태 파악 

데이터 
. 캡처 화면 

 (홈, 앱서랍) 

. 캡처 화면(홈, 앱서랍) 

. 앱 사용 로그 

  (‘넌 얼마나 쓰니’ 앱) 

. 설문 및 인터뷰 기록 

. 캡처 화면(홈, 앱서랍) 

. 앱 사용 로그 

  (‘App Usage Tracker’ 앱) 

. 온라인 설문(Google Survey) 

. 인터뷰 기록 

분석 

. 객체 정량화 

 (엑셀, SPSS) 

. 히트맵 분석(엑셀) 

. 객체 정량화(엑셀) 및 

. 사용 로그와 비교 

. 설문지 및 대면 인터뷰 

(커스터마이징 동기, 방법) 

. 유효 접근 기반 필터링 

. 객체 정량화 및 사용 로그와 

비교 

. 대면 또는 전화 + MIM 인터뷰 

. 전사 데이터 질적 코딩 

. 온라인 설문 결과 필터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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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스마트폰 화면 구성(조사 A)  

 

조사 A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홈 화면을 구성하는지 

알아보았다. 2014년 9월 약 2주 동안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맞춘 대상자

들로부터 홈과 앱서랍 캡처 화면을 수집한 뒤, 외적인 구성 요소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1. 표집  

표집 대상은 평균 스마트폰 보유 기간이 가장 길고, 높은 디지털 리

터러시와 경제력으로 활발한 모바일을 사용을 보이는 20~30대로 1주

(2014년 9월)간 모집하였다(KISA, 2014). 대상자는 평균 스마트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다른 OS를 사용하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온 경

우 홈 화면에 대한 익숙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로 한정했다. 홈 화면 구성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직업)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성별과 직업을 고려해 균형 있게 

모집하였다.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화면 전달의 편의성을 위

해 눈덩이 추출법(Snowball Sampling)과 편의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모집된 100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7.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조사 A) 
성별 집업 인원(명) 

남 

직장인 25 

학생 25 

합계 50 

여 

직장인 26 

학생 24 

합계 50 

총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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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면 배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100명

을 표집했으며, 그들로부터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저(Mobile Instant Messenger, MIM)로 전달받았다.  

 

스크린 캡처는 각종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연구를 비롯해 다이어리 

기법 등의 사용자 조사에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간단한 조작으로 스

크린 캡처가 가능하므로 수행에 따른 부담이 적으며, 당시 상황을 빠르

게 캡처하고 사후 인터뷰 및 설문으로 참가자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28이 있다. 

 

홈과 앱서랍이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그림 7]

과 같이 모든 정보 공간의 캡처 화면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캡처 화면

을 통해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객체의 종류와 수, 면적, 활용도뿐만 아니

라, 배경화면과 아이콘 이미지, 전반적인 색감 등의 심미적인 측면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평균 10장이 넘어가는 모든 캡처 화면을 보내는 번

거로움과 첨부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MIM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는 

문자메시지 첨부 용량이나 메일 전송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방법이며, 

즉각적인 확인과 반응 유도에도 유용했다. 

   
그림 7. 조사에서 수집된 스크린 캡처 이미지(P23) 

(좌측부터 홈 화면, 폴더 내부, 앱서랍) 

                                     
28

 Bales, E., Sohn, T., & Setlur, V. (2011). Planning, apps, and the high-end smartphone: 

exploring the landscape of modern cross-device reaccess. In Pervasive Computing (pp. 1-

18). Springer Berlin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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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객체 측면에서는 

캡처 화면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요소를 [표 8]처럼 정리한 뒤, 이를 기

준으로 전반적인 구성 파악과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요소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배치 측면에서는 히트맵 분석을 통해 참가자가 선호

하는 특정 공간에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공간 영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에 배치 

가능한 객체를 정리하였다. 이때 홈 화면 페이지 위치와 상관없이 하단

에 고정되어 언제든 접근 가능한 독(Dock) 영역을 기존 홈 화면과는 별

도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해 분리하였다.  

 

표 8. 각 영역에 배치 가능한 객체의 종류 
영역 배치 가능 객체 

독

(Dock) 
아이콘(Icon) 

앱 

즐겨찾기 

폴더 

홈 
아이콘(Icon) 

앱 

즐겨찾기 

폴더 

위젯(Widget) 위젯 

앱서랍 

화면 
아이콘(Icon) 

앱 

즐겨찾기 

 

[표 8]을 바탕으로 캡처 화면에서 기록할 내용을 각 영역에 따라 

[표 9]로 정리하였다. 특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홈과 앱서랍을 의도

적으로 병행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앱서랍 객체를 포함해 앱서랍 

정리를 위해 제공되는 폴더화, 숨기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지 파악하였

다. 이는 전반적인 홈 구성 파악과 더불어 인터뷰와 설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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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캡처 화면 정량화 항목 
공간 분류 기록 내용 

독 

(Dock) 

페이지 페이지 수 

객체 객체 수, 형태 

변형 변형 여부, 변경한 앱 유형 

홈 

(Home) 

페이지 페이지 수, 공백 페이지 수 

면적 홈 화면 면적(현재 설정 중인 아이콘 열*행*페이지 수) 

위젯 위젯 수, 위젯 면적, 위젯 면적 밀도(위젯 면적/전체 면적) 

앱 앱 수, 앱 면적 밀도(앱 면적/전체 면적) 

Shortcut Shortcut 수, 면적 밀도(즐겨찾기 면적/전체 면적) 

폴더 폴더 수, 폴더 내 아이콘 수, 폴더 면적 밀도(폴더 면적/전체 면적) 

활용도 홈스크린 사용 면적, 홈스크린 사용 밀도 

앱서랍 

(App 

Drawer) 

페이지 서랍 페이지 수 

객체 앱 수, 폴더 수, 폴더 내 객체 수, 전체 설치 앱 수 

부가 기능 숨기기 기능 사용 여부, 숨긴 아이콘 수 

 

홈 화면에서의 객체 배치에 경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히트맵

(Heat map)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홈 화면을 배치 가능한 행렬 단위

의 구획으로 나누었다. 위치마다 직접 누르고 실행하는 컨트롤형

(Control Type) 객체에는 ‘2’를 대체로 확인만 하는 전시형(Display 

Type) 객체에는 ‘1’을 입력하고 엑셀을 활용해 [그림 8]과 같이 히트맵

을 제작하였다.  

 
그림 8. 홈 화면 객체의 평균 배치 히트맵(n=100) 

 

객체의 치우침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상단(열), 하단(열), 좌(행), 우

(행), 스팟성으로 분리하고, 아래 공식에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치

우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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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식에 의거해 치우친 성향이 발견되지 않는 화면은 사용자가 

뚜렷하게 선호하는 특정 위치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 경향성 없이 

전반적으로 배치한다고 간주하였다. 이 경우 페이지 전체 평균값을 기준

으로 하므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조사 B)  

 

조사 B에서는 실제 앱 사용 행태를 기반으로 홈 화면 관리 행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파일럿 조사를 실시해 본 조사 설계

를 보완하였다. 파일럿 조사는 2014년 10월 중 약 2주에 걸쳐 수행되었

으며, 본 조사 역시 2014년 11월 중 약 3주에 걸쳐 수행되었다. 

1. 파일럿  조사  

파일럿 조사에서는 큰 틀은 본 조사와 유사하게 캡처 화면과 인터

뷰, 설계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여기서 도출된 사항을 본 조사 정교화에 

활용하였다. 

 

(1) 데이터 수집 

·・ 캡처 화면 및 앱 사용 로그 데이터 

먼저 편의 추출법으로 20~30대 15명(남자 8명, 여자 7명)을 모집하

여 총 2주간 진행(2014.10)하였다. 이들 중 11명은 대학원생, 4명은 회

사원이었으며, 그들의 홈 화면 관리 전략을 파악하고자 캡처 화면과 일

주일간의 앱 사용 로그를 수집하였다. 사용 로그 측정은 ‘넌 얼마나 쓰

니’라는 앱을 활용했으며, 별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우

회 전략으로 [그림 9]와 같은 캡처 화면을 MIM으로 전달받았다. 이를 

통해 일주일간 앱별 사용 횟수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체적으

로 지원되는 카테고리별 사용 통계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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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앱 ‘넌 얼마나 쓰니’로 수집한 사용 로그 데이터(A-P7) 

(왼쪽부터 최근 일주일간 앱 사용 횟수, 사용 시간, 패턴 통계, 카테고리별 통계) 

 

·・ 설문 및 인터뷰 데이터 

캡처 화면과 사용 로그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

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설문과 10분 내외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고 답변을 수거하면서 각 문항에 대한 이

유를 묻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녹취를 설문지 

여백에 메모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질문 내용은 홈 화면 내 앱 배치와 그 방식을 연구한 Böhmer(2013)

의 조사 내용을 참고하였다. 주로 홈 화면의 변경 계기, 객체의 배열 기

준, 객체 접근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빈도가 높은데 홈에 위치하지 않

은 앱에 한해 배치에서의 우회 전략 여부를 파악하였다. 

 

(2) 데이터 분석 

데이터는 크게 캡처 화면, 앱 사용 로그,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기록

으로 나뉜다. 

우선 캡처화면의 경우 조사 A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사용 

로그에 기록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상위 5개를 기준으로 홈 화

면 존재 유무, 형태,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과 정성적 인터뷰의 경

우 별도의 녹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점 척도 또는 객관식 문항

의 설문 답변을 통계분석하고, 각 결과에 대해 메모 내용을 토대로 질적

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중복 응답을 허용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홈 화면을 구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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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요인은 ‘사용 빈도’(72%)와 ‘앱의 기능적인 성격’(60%)이라는 

답변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정 상황에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19%), 

일시적으로 방치한 경우(17%), 심미적인 요인(15%)이 뒤를 이었다.  

홈 화면의 정리 계기로는 ‘홈 화면의 배경을 변경하는 경우(28.6%)’, 

‘주기적(습관적)으로 정리(23.8%)’, ‘사용하다가 불편할 경우(19%)’, ‘별

도로 관리 하지 않는 경우(14.3%)’, ‘기타 이유(14.3%)’로 앞서 언급한 

홈 화면 구성에서 고려하는 요인보다는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3) 본 조사 구체화를 위한 인사이트 도출 

파일럿 조사를 통해 본 조사의 연구 설계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었다. 

 

첫째, 폴더를 활용해 홈 화면을 정리하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 폴더 내부에 어떤 앱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조사에서는 폴더 내부의 스크린 캡처 화면도 부가적으로 수집하

였다.  

둘째, ‘넌 얼마나 쓰니’를 통해 수집된 사용 로그는 앱별 전체 수행 

횟수와 시간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행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앱의 사용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시계열 순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App Usage Tracker’라는 앱을 활용

해 시작과 종료 시각 기반의 데이터를 엑셀로 수집해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사용 로그 데이터 수집 기간으로 일주일이 적당했

지만,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이벤트(여행, 행사 등)가 있을 경우 평소와

는 다른 사용 패턴을 보여 데이터의 오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참가자가 특수한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해당 날짜의 기록은 무

효로 하고, 수집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홈 화면 내 객체 배치를 설문으로 조사할 경우 불분명

한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실제 사례와 매칭시켜 검증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본 조사에서는 실제 참가자의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객체 배치에 관

한 맥락적 정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상세하게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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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집   

조사 대상자는 현재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총 스마트폰 사용 기간은 3년 이상인 20~30대 사용자로 하였다. 

표집을 위해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 중 20~30대 가입자

가 많은 곳(활동 순위 상위 10위) 5곳을 선별해 게시판에 3일간 모집 글

을 올렸다(2014.11). 적절한 사용자를 거르기 위해 스크리닝 질문

(Screening Question)을 시행한 뒤, 홈 화면 샘플 캡처 화면을 미리 전달

받았다. 이를 통해 iOS 사용자를 비롯해 조사에 부적합한 변형이 과도

한 인터페이스 사용자 등을 걸러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스크리닝 질문

은 [표 10]과 같다. 

표 10.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항목 문항 기준 

1 평소 홈 화면을 통해 앱에 접속한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선정 기준 4 점 이상.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2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위젯)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3 
평소 사용하기 쉽도록 홈 화면에 아이콘과 위젯

을 배치시켰다. 

 

해당 표집 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총 41명의 지원자를 받았으며, 이

중 iOS 사용자와 부적합한 인터페이스 화면 사용자 6명을 비롯해 시작 

전 하차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이 두절된 5명을 제외한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 총 30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류 인원(명) 

성별 
남자 16 

여자 14 

나이 
20-25 12 
26-30 16 
31-25 2 

직업 

대학생 18 

대학원생 4 

직장인 8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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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진행  및  데이터  수집 

본 조사는 총 4가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인터뷰 전 단계에서는 그

중 2가지인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앱 사용 로그를 수집한다. 연구자와 

조사 참가자 각각의 측면에서 단계별 세부 수행 내용은 [그림 10]과 같

다. 

 
그림 10. 연구자와 실험 참가자의 프로세스별 수행 역할 

 

(1) 캡처 이미지와 사용 로그 데이터 수집  

우선 스크리닝을 통해 선별된 참가자에게 데이터 전송과 로그 추적 

앱에 대한 1차 가이드를 배포한 후, 홈 화면과 앱서랍 화면 캡처 이미지

를 MIM(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에 따라 로

그 수집 앱 설치와 옵션 변경(알람 OFF, Accuracy를 High 모드로 변경)

이 올바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전 조사 기간 동안 모든 

파일 전송과 커뮤니케이션은 MIM을 통해 진행하였다. MIM의 특성상,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문자에 비해 지

원되는 세부 기능이 많고 더 친숙한 소통 채널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사용 로그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한 설문과 인터뷰를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비침투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 사회과

학 연구에서부터 최근 빅데이터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로그 데이터는 재가공과 해석의 과정이 중요하며, 수집 과정에서도 사람

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사용 로그 측정을 위해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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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Tracker’29라는 앱을 활용했다. 이는 직접 홈 화면에 보이는 앱을 

기준으로 사용 시작 시각과 수행 시간을 기록해주며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앱은 기록하지 않는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적을 원하지 

않는 앱을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1. ‘App Usage Tracker’ 앱 화면 

(좌: 전체  리스트  보기 , 우: 개별  앱  수행  시간(초)/Day) 

 

참가자들에게 ‘App Usage Tracker’를 7일 동안 ‘High Accuracy’ 모

드(세팅에서 설정)로 사용하게 했으며, 사용 로그 데이터는 앱의 ‘내보내

기’ 기능을 통해 메일로 전달받았다. 

 

(2) 반구조화 인터뷰 진행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비롯해 전반적인 앱 관리와 배치 

행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우선 캡처 화면과 사용 로그를 비교해 참가자별 인터뷰용 PPT를 제

작하였다. 이 인터뷰 PT 자료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인

터뷰 또는 전화와 인스턴트메신저 병행 인터뷰 2가지 중 하나로 진행했

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동의하에 녹취되었다. 30명의 참가자 중 6명

은 대면 인터뷰를 수행했으며 24명은 전화와 PC 메신저(카카오톡 PC 

버전)로 이를 대신했다. 대면 인터뷰의 경우 태블릿 PC를 사용해 PT 자

료를 즉석에서 공유했으며, 전화 인터뷰는 PC 메신저로 송부한 PT 자료

                                     
29

 현재 iOS 버전은 없으며, Android OS의 Google Play에서만 다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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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참가자별로 약 50분이 소요되었다.  

홈 화면 관리에 관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질문했다. 먼저 홈 화면

을 변경하는 동기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은 후, 심리적으로 자주 사용

한다고 여겨지는 앱이 무엇이며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용자

의 화면 구조를 본떠 만든 [그림 12]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해 질문하였

다. 그 후, 실제 본인의 사용 로그 데이터와 화면을 보여주며 실제와 어

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2. 앱 위치 질문에 활용한 사용자별 템플릿(P11) 

 

그 뒤, 참가자의 홈 화면과 앱서랍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각 페이지별 

객체의 형태와 위치에 대해 질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처음 구

매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지  

설명하게 하였다. 각 과정에서 참가자의 실제 화면을 보여준 결과, 본인

이 수행했던 관리 방식을 당시 맥락과 함께 효과적으로 상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스마트폰 정보 공간은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홈과 

앱서랍 공간이 있고, 그 외 정보 활동을 도와주는 알림 바(Notification 

Bar)와 최근 화면(Recents Screen)이 있다. 이는 각각 스마트폰 사용에서

의 정보 알림을 수집해 보여주고, 멀티 작업이나 순차적 작업에서의 내

비게이션을 도와주며 홈 화면 객체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홈 화면

에 배치된 앱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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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는 홈 화면에 배치된 앱의 수행과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자 Google Survey 툴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

에게 설문 조사 링크를 MIM으로 전달했으며, 질문 구성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상단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2개의 주관

식 문항 외에 모두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3. 온라인 설문 조사 화면 

 

홈 화면에 배치된 앱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앱을 추려, 

실제 홈 화면을 통해서 접근하는 비중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수집한 로그 데이터는 앱 내부 링크를 통해 다른 앱을 간접적으로 접근

하는 경우도 빈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홈 화면 접근을 파악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B의 ‘캡처 이미지와 사용 로그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서의 유효 빈도 처리에 활용하고자, 인터뷰를 분석해 대표적

인 앱 간접 수행 케이스 17가지를 선별하였다. 실제 문항에서는 각 케

이스에 대한 간접적 수행 비중을 5점 척도로 답변하게 했으며, 이를 유

효 빈도 필터링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4. 데이터  분석   

(1) 사용 로그 데이터 분석 

만 7일 동안 앱 사용 로그를 수집한 후, 앱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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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사용 로그 첨부 파일은 CSV 형식이며, 본 조

사에서는 엑셀과 SPSS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기존 

Raw 데이터가 아닌 시계열에 기반을 두고 2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친다.  

 

우선 기존 데이터에는 앱 사용 날짜, 시작 시각, 수행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를 [그림 14]와 같이 사용 날짜,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행 

시간, 앱 간격으로 가공했다. 여기서 ‘앱 간격’은 하나의 앱(A) 종료 후 

뒤이어 수행되는 앱(B)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 시간(앱 B의 시작 시각-

앱 A의 종료 시각)을 의미한다. 

 
그림 14. ‘App Usage Tracker’ 사용 로그 가공 데이터(P28) 

 

기존의 사용 로그 데이터는 전체 앱의 수행 시간과 빈도를 살펴보

는 데는 유용하지만, 여기에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수행한 앱 

외에 간접적으로 수행된 기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배치된 앱 객체(아이콘, 위젯)를 통해 접근한 

경우를 유효 접근으로 간주하고, 이 빈도를 별도로 살피고자 아래 4가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2차적으로 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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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앱 사용 로그 필터링 기준(간접적 접근 필터링) 
1. 앱 구동 중에 간접 수행된 경우 

 
Facebook 링크로 Google 검색 수행 

·・  앱 구동 중에 간접적으로 다른 앱을 수행하

게 된 경우, 객체를 통한 유효한 접근이 아님.  

·・  처리 방법: 앱 간격 0초인 앱을 대상으로 내

부 구동으로 수행 가능한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본 후, 유효 항목만을 적용함.  

2. ‘시스템 UI’ 직후 수행되는 경우 

 
‘시스템 UI’로 기록되는 최근 화면 

·・  최근 화면(Recents Screen)은 사용 로그 상에 

‘시스템 UI’로 기록되는데, 이는 화면 배치와 무

관한 접근 방식임 

·・  처리 방법: 시스템 UI와 그 직후 수행된 앱 

기록을 유효 빈도에서 제외함. 

3. ‘안드로이드 시스템’ 직후 수행되는 경우 

 
Gmail 링크 중 안드로이드 시스템 수행 

·・  앱 내부 링크를 통한 수행 중 안드로이드 시

스템(Android System)이 작동된 경우임. 사용자

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 사용 로그에

는 기록됨. 

·・  처리 방법: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그 직후 

수행된 앱 기록을 유효 빈도에서 제외함. 

4. 자동으로 백그라운드 수행되는 앱 

 
백신 앱(Ahn Lab V3)의 자동 수행 

·・  비의도적으로 백그라운드 앱이 자동 수행되

는 경우 유효 빈도에서 제외하며, 은행 앱에서 

자동 수행되는 백신(Vaccine) 앱이 있음.  

·・  처리 방법: 앱 간격 0초 중 백그라운드 수행 

앱을 골라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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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에 의거해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 가공 전 ‘총 접근 빈도수’

가 참가자 평균 2054.07개(ST=1168.40)에서 1624.47개(ST=821.47)로 

약 18.91% 감소하였다. 즉 평균 429.6개(ST=500.48)의 접근 빈도가 간

접적인 방식이라고 간주하여 필터링 되었다. 

 

(2) 인터뷰 데이터 분석 

수집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접근 빈도가 높은 앱이 홈 화

면에 존재하는지, 그 형태와 위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각 조사 참가자

에 따라 개별화된 인터뷰 PT 자료를 제작하였다. 특히 사용 빈도의 경

우,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화면 구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자의 객체 

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본 조사의 

파일럿 조사 설문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화면 관리 방식을 전체적으로 유형화하고자, 전사한 인터뷰 데이터

를 발화 기준에 따라 엑셀(Excel) 시트에 정리하였다. 반구조화 인터뷰

의 특성상 내용 분석을 위해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

(Axial coding)을 병행해 의미 단위의 유목화를 진행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의 정의를 참고해 문장을 분석단위30로 정하고, 이들의 유

사성을 판별해 각각의 용어로 범주화하였다. 일차적으로 질문 키워드를 

코딩에서의 변수 속성으로 잡고, 가시화된 형태로 표준화가 가능한 현재

적 내용(Manifest Content)을 분류하였다. 각 범주는 객체 존재에 따른 

객관적인 항목부터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양했으며, 주요한 메타 개념을 

규명하고자 개방형 코딩 결과를 재분석하는 축 코딩(Axial Coding)31을 

진행하였다.  

 

 

 

                                     
30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 SAGE Publications, 

inc. 
31

 Punch, K. F. (2013).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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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데이터 분석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설문 조사 데이터의 한계를 다음

과 같이 보완하였다. 우선, 사용 여부에 대해 4점 이상의 답변(5점 척도)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부정확한 응답을 필터링하기 위해 

설문 내에 유사 문항을 2개씩 중복으로 삽입하여, 동일 문항의 점수 차

이가 1점을 초과할 경우 무효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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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홈 화면 특징  
 

사람들은 홈 화면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직간접적인 접근 제어가 

가능한 정보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홈의 기능에는 크게 정보를 보

여주는 디스플레이(Display) 기능과 객체에 접근해 직접 실행을 돕는 컨

트롤(Control) 기능이 있는데, 이는 모든 앱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Library)로 작용하는 앱서랍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보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객체에 따라 의미와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체감 중요도는 실제 사용 패턴에 의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실제 홈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피고, 체감 

우선순위와 사용빈도 기반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실제 커스터마이징이 

사용 행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였다. 

 

1. 홈 화면 구성 

조사 A를 통해 20~30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년 이상 사용자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의 홈과 앱서랍 캡처 화면을 분석한 결과, 

홈 화면은 평균 3.4페이지(SD=1.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 

20.8%(SD=17.73)를 공백으로 두고 있었다. 

객체의 경우, 우선 앱32은 평균 15.12개(SD=13.65)가 홈에 있지만, 

앱 없이 위젯으로만 구성된 화면부터 50여 개 이상의 앱이 배치된 경우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폴더는 평균 1.69개(SD=2.53)지만 과

반수가 폴더를 하나도 지니지 않았으며, 위젯은 평균 4.14개(SD=2.64)

가 홈 화면에 있었다. 특히 위젯의 면적밀도(위젯 면적/전체 홈 면적)를 

보면 홈 화면의 평균 41.5%(SD=0.22)가 위젯으로 덮여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자주 사용되는 시계/날씨, 캘린더, 뮤직 플레이어 등의 위젯이 

                                     
32

 앱 아이콘과 즐겨찾기 아이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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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와 같이 디스플레이 기능이 강조되면서 홈 화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림 15. 홈 화면상 일반적인 위젯 분포 

(좌측부터 캘린더(P8),체크리스트/일정(P12),동영상/음악(P23),시계/날씨/음악(P24)) 

 

참가자별로 상이한 페이지 수를 일반화하기 위해 객체 총면적을 전

체 홈 화면 면적으로 나눈 홈 활용 밀도와 성별, 나이, 직업과 같은 인

구통계학적 기준과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무관함이 밝혀졌다(p=0.41). 

이는 Böhmer(2013)의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홈 화면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의 확대와 평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활용하는 계층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 홈  화면  중요도 

홈 화면은 내부에 위치한 객체의 성격과 물리적인 접근성, 조작성에 

따라 공간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 횟수에 

편차가 발생하며, 이는 공간의 관리 정도로 이어져 많이 접근하는 공간

을 더 빈번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대체로 페이지가 얼마나 중

요한가에 대한 이슈는 빈도, 공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량적 로그 분석과 정성적 인터뷰를 혼합해 홈 화면의 중요도 기

준을 파악한 결과, 공간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공간에 자주 사용하는 앱의 존재 여부였다. 즉, 자주 사용하는 앱이 많

은 경우 중요도가 높은 공간으로 간주 되며, 그러한 공간은 주로 접근이 

쉬운 메인 페이지나 독(Dock)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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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터페이스 중 하단의 독(Dock)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 쉽게 접

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홈 화면 중에서도 사용자 전반에 걸쳐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을 독(Dock)에 배치한 사용

자는 총 57%(n=100)로 주로 MIM, SNS, 카메라 등이 기존 독 자리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고정되어 접근의 용이성 외에도, 디폴트 세팅이 휴

대폰의 전통적인 고유 기능인 전화와 문자를 갖췄으며, 앱서랍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는 앱스(All apps)33 버튼이 위치한 점도 홈 화면

이 중요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는 이러한 독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자, 복수의 독(Dock) 페이지가 가능한 런처를 사용해서 하나 이

상의 페이지로 독을 관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독에 안 두고 앱스에 두면 어플을 켜기까지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독에 두면 켜고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요.” (P26) 

“저는 앱서랍을 쓰는데, 이걸(앱스 버튼) 누르면 서랍에 갈 수 있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곳이니깐 중요하죠.” (P30) 

조사 B의 참가자 사용 로그를 통합해 유효 접근 빈도 상위 30개의 

앱을 알아본 결과 34 , 주로 커뮤니케이션, 소셜, 브라우저,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효 접근 빈도별 앱 순위와 수행 시간과의 관계인 

[그림16]을 참고하면, 사람들이 소수의 앱에 집중해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특히 게임과 멀티미디어는 접근 빈도에 비해 수행시간이 긴 특

징이 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체류시간이 길고 접근 빈도가 낮은 것

은 매체적인 특성(동영상, 게임, 음악 등)에 의해 한 번 수행에서 긴 시

간을 보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홈 화면 배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답했다. 

                                     
33

 제조사에 따라 버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름. 삼성의 경우 ‘앱스’라 칭하며, 구글은 ‘All 

Apps’라 정의한다. 
34

 해당 로그 결과는 본 장의 뒷부분에 별첨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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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효 접근 빈도와 수행 시간 비교(n=30) 

 

3. 실제  사용과  중요도 

(1) 사용 빈도와 중요도 

조사 참가자가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별로 홈 화면의 우선순

위를 매긴 결과,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페이지를 1순위로 꼽은 경우가 

66.7%(30명 중 20명), 두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페이지는 20%(30명 

중 6명)였다. 또한, 50%(30명 중 15명)는 체감 1순위가 메인 페이지였

으며, 30%(30명 중 9명)는 독(Dock) 공간이었다.  

 

체감 1순위가 독과 메인이 아닌 경우, 디스플레이형 위젯이 개인적

인 일정 관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 접속 자체는 적지만 확

인 빈도는 높은 페이지를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P4). 그 외에도 휴대폰 

고유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시간 

소모성 앱보다 접근 횟수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더라도, 인식하기에는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는 휴대폰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능은 언제까지나 부수적이며, 본연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식의 결과

라 생각된다. 

 

i. 빈도가 높은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경우 

“자주 쓰는 것 중에 한 번 순회하는 듯이 쓰는 게 있어요. 모아놓고 쓰
죠.”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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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홈 화면에 둔다는 건 자주 사용한다는 거니깐. (자주 사용하는 
앱이) 한 페이지 내에만 있으면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주 쓰는 거를 
그 페이지에 몰아두는 거예요.” (P13) 

 

ii. 독(Dock)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경우 

“독은 많이 쓰기도 하고, (독이 복수의 페이지로 구성돼서) 슬라이드처럼 
넘기기는 해야지만, 폴더처럼 한 번 더 누르기는 싫고, 그래도 슬라이드
를 하면 한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 쪽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두
었어요.” (P14) 

“어떤 화면에 있든 접근 가능하니깐 자주 쓴다고 생각하는 걸 배치했죠.” 
(P28) 

“폰의 고유 기능이잖아요. 누군가랑 소통하는 전화랑 메시지. 그래서 독
이 중요하죠.” (P27) 

 

iii. 기타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경우 

“여기가 공부하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라도 않하면 아예 안하니깐. 그래
서 영어랑 뉴스 이런 거 넣어놓고 보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저한텐 
중요해요.” (P9) 

“저 달력 되게 자주 보는데. 중요해요.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해서 세지지 
않았나 봐요.” (P10) 

 

(2) 페이지 위치와 중요도 

앞 장의 용어 정의에서 언급한 홈 화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메인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순서를 지정해 배열할 수 있지만, 종종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이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메인 페이지 개념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전

반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의해 페이지 중요도가 집중되거나 페이지별 역

할이 분담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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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 페이지 인디케이터 등에 의해 전체 37%(30명 중 11

명)가 메인 페이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지는 없지만 메인 페

이지 역할을 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43%(30명 중 13명)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페이지 순서가 아닌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정렬해 접근 빈도를 중심으로 위치 관계를 파악하였

다. 그 결과, 대체로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표 13]과 같은 접근 빈도 

분포를 보였다.  

 

표 13. 전체 참가자 페이지별 객체 접근 빈도율(n=30) 

 
 

[표 13]의 우측 열 합계는 홈 화면에서 접근하는 빈도의 총합이며, 

1에서 이 총합을 뺀 값이 서랍이나 다른 루트로 접근하는 빈도의 비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이 1 이상인 P7의 경우, 홈 화면에 자주 사용

하는 앱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중복으로 배치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다

른 루트로 접근한 빈도 비율을 구할 때는 중복된 객체를 한 번만 반영

한 값으로 재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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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체 참여자 페이지별 객체 접근 빈도율 합(n=30) 

 

[그림 17]은 [표 13] 제일 하단부 행의 페이지별 합계를 기반으로 

전체 참여자의 페이지별 객체 접근 빈도율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메인페이지(Main)를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주로 메인페이지(유효접근 빈도 평균이 39.8%)와 

독(유효접근 빈도 평균이 전체 31.4%)을 통해 접근하는 빈도가 높은 것

이 발견된다. 이는 실제 페이지별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차등적으로 배치

해 사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페이지별 구분은 화면 회전 여부와 페이지 수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회전 기능에 의해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

로 넘어가게 될 경우, 페이지가 3장 이하로 적어지면 메인 페이지의 중

심축 기능이 떨어지고 페이지 순서 자체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조사 참가자 중 일부는 홈 화면 회전 기능을 사용하며 홈 화

면 순서 자체를 구분 짓지 않았다(P16, P22, P25). 반대로 3장 이하의 

홈 화면에 회전 기능35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홈 화면 중요도 구분

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P13, P17, P30).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한계

도 존재한다. 홈 화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컨트롤형(Control Type) 

위젯의 수행은 앱 창을 별도로 띄우지 않기 때문에, 로그 수집 시 카운

팅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에 컨트롤형 위젯을 

두기보다는 직접 누르고 접속하는 객체를 많이 배치하고 실제 활용까지 

이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5

 홈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스와이프하면 다시 첫 페이지로 갈 수 있는 회전 기능이며,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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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위치와 중요도 

하나의 페이지 내부에서도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가 

다르다. 이는 우선순위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주요한 객체를 둔 경우

와 반대로 주요한 객체가 있다 보니 그 위치가 중요해진 인과관계가 뒤

바뀐 2가지 경우가 있다.  

“반대예요. 그냥 여기 카톡을 두고 쓰다 보니깐, 카톡을 많이 쓰고 해서 
이 위치가 중요해졌어요.” (P3) 

사람들이 특정 위치를 선호하며 대칭이나 방향 등을 고려해 배치한

다는 가정하에, 앞 장의 상세 조사 연구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히트맵 

분석을 수행했다. 컨트롤형 객체와 디스플레이형 객체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컨트롤을 목적으로 홈 화면을 사용하는 성향이 짙었으며, 디스플

레이형 객체는 위젯을 수평으로 넓게 배치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Böhmer(2013)가 본 연구와 동일하게 페이지 

내 객체 배치를 평균 내어 상단부/하단부 선호도 파악에 활용했던 것에

서 더 나아가 [그림 18]과 같이 수평형, 수직형, 사이드형, 스팟형36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18. 화면 내 영역별 선호도 기준 

 

<조사 A>의 데이터에서는 주로 하단부, 상단부와 같이 평행한 형태

의 배치가 더 빈번히 관찰되었다. 특정 공간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앞서 

언급한 독을 제외한 상단의 홈 화면에서도 나타난다. 앞 장의 연구 방법

에서 제시한 히트맵(Heat map) 분석을 통해 홈 화면 내 객체 위치의 경

                                     
36

 각 기준은 앞장의 조사 방법에서 언급한 공식을 토대로 2명의 코더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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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수평의 하단 배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이는 모든 페이지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도

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어떤 영역이 접근 시 

선호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그림 19. 각 위치 기준에 따른 객체의 치우침 빈도(중복 허용) 

 

 

제 2 절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동  

1. 커스터마이징 수행 동기 

사람들은 복합적인 이유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다. 가장 큰 이유

로는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남들과 차

별화되고 싶은 욕구나 심리적인 만족감, 프라이버시 이슈 등이 존재했다. 

이를 위해 필요가 없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접근

이 용이한 곳에 배치해 최적화를 수행하며, 이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폰 사용을 돕는다. 

 

커스터마이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 시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구매 직후 필수 앱 다운로드와 화면 변경, 배치 등 

대대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관리 주기의 경우 짧게는 1주 이하에서부터 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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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까지 다양하며, 배치된 앱의 종류에 따라 관리의 정도가 상이

한 모습도 보였다. 변경이 잦은 게임 앱과 같은 유형은 주기적으로 자주 

설치와 삭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스마트폰 고유 기능처럼 보편적

으로 사용하는 메시지 앱 같은 경우는 처음 세팅한 그대로 사용하는 모

습이 관찰되었다.  

 

인터뷰 결과,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앱 관리도 몇 가지 패턴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앱을 주기적으로 설치 및 삭제, 업데

이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앱 객체의 생성, 

이동 등이 발생해 화면의 불규칙도가 증가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그 속

도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불규칙도가 증가할 때, 발견되는 커스터

마이징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홈 화면에 생겨나는 객체를 방치한 뒤, 

특정 시점에 트리거가 작용하면 이에 반응해 누적된 객체를 한 번에 몰

아서 정리하는 ‘방치형’이 있다. 그리고 평소에 홈 화면에 생겨나는 객체

를 즉각적으로 정리해 일정 수준의 복잡도를 유지하는 ‘관리형’과 이 둘

이 혼합되어 평소 완벽하지 않게 일부분만을 관리하다가 트리거에 의해 

정리를 수행하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방치형이 평소 별도의 관리 

없이 객체를 홈에 누적시키는 반면, 혼합형은 일정 부분 관리를 수행해 

트리거에 의해 정리하기까지의 주기가 다소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홈 화면 관리 유형은 전반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체

감 홈 화면 복잡도와 정리 주기는 개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평소에요? 관리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냅두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더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언제라고 딱 말하긴 그런데. 그때 
정리해요.” (P16) –방치형 

“앱 설치하면 생기잖아요. 그거 생기자마자 없애요. 그냥 곧장 없애요. 
혹시 까먹었다 해도, 쓰다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곧장 없애요.” (P22) 
–관리형 

정리의 계기로 작용하는 트리거(Trigger)는 개인 맥락에 따라 다양

하며, 하나 또는 복수의 트리거가 중복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

인 트리거를 정리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이 트리거는 일정 역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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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비주도적 적

응’을 초래하고는 한다. 즉, 트리거가 작용하지 않는 역치값 이하에서 사

람들은 현재 느껴지는 불편함을 개선하기보다는 차라리 적응해 익숙해

지는 편을 택한다. 이는 스마트폰 화면상의 정보 구조가 실제 사용 행태

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하며, 인터뷰 대상자 30명 전원에게서 

이러한 비주도적인 적응이 1개 이상의 앱 사례를 통해 발견되었다. 

 

표 14. 홈 화면 관리로 작용하는 동기요소(Trigger) 
Trigger 설명 

화면 구성 변화 

홈 화면 Page 수가 증가, 아이콘이 2줄 이상을 초과 

(“지금 2페이지잖아요. 이게 어플이 막 깔리면 3페이지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가 꽉 차면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죠.”, P18) 

감정 변화 
지루할 때, 심심할 때, 화면이 질릴 때 

(“그냥 막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P6) 

환경 변화 

계절의 변화, 특정 이벤트 기간, 프로젝트 수행 

(“3개월에 한 번? 계절 바뀔 때마다 그 계절에 맞는 화면 해요. 
여름이면 시원한 거. 겨울이면 눈 오거나 크리스마스. 이런 거요.”, 

P27) 

발견 
좋은 배경 이미지 발견,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보고 따라 함 

(“인터넷 하다가 좋은 거 보면 바꾸고 그러죠.”, P3) 

시스템 결함 

안전모드 실행, 속도 느려짐 

(“저번에 한번 안전모드 켜져서. 폴더 다 풀리고. 막 이상하게 다 
바뀐 적이 있어서 다시 했죠.”, P11) 

타인 권유 
이성 친구, 주위 친구들의 권유 

(“여자친구요. 왜 맨날 화면이 똑같냐고. 그래서 바꿨어요.”, P15) 

 

2.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동 모형 

인터뷰 결과,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객체를 배치하는 하나의 공

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의 역할과 성격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해 화면상 특정 위치에 객체 배치를 수행한다. 이 커스터마이징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같은 물리적인 폼팩터(Form Factor)와 사

용자 조작 방식(왼손잡이 등), 사용 맥락(운전 등)과 같은 외적 요소와 

배경화면, 공간의 우선순위, 객체의 성격과 같은 내적 요소가 동시에 영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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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동 모형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크게 [그림 20]과 같이 크게 생성과 배치 

2단계를 거친다. 생성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앱을 선별해 그 형태(아이

콘, 위젯)를 결정짓는 것과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후 방치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배치 단계는 화면 내에 객체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

며, 여기에는 조작성, 익숙성, 심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제 3 절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객체 생성 

1. 객체의  선별 

(1) 객체의 선별 기준 

홈 화면에 놓을 객체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직접 객체의 

종류와 형태를 선정하는 의도적인 생성과 앱 다운로드, 업데이트 과정에

서 자동으로 홈 화면에 생성된 것을 방치한 비의도적인 생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의도적인 생성의 경우, 개인의 선별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데 인터뷰에서 나온 각 기준을 분류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홈 화면에 위치시키는 앱 선별 기준 
선별 기준 설명 예시 

상시 접근 하루에도 여러 번 상시로 접속하는 앱 MIM(카카오톡), 인터넷 등 

신속한 접근 필요를 느낀 직후, 빠르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 앱  
라이트, 주차장, 포인트 카

드, 교통수단 등 

일시적 사용 
특수하고 일시적인 상황(해외여행, 학회 참석, 프로

젝트 수행 등)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설치한 앱 

해외 여행 시 면세점, 해당 

국가 교통, 지도, 정보 등 

주기적 사용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목적별 앱 
고지서 확인, 자동차 정비, 

은행 등 

매일 사용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앱 알람, 날씨, 뉴스 등 

리마인드 

(기억의 상기) 

상기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의도적으로 노출되게 하

는 강제성이 부여된 경우 

영어 학습용, D-day, 메모, 

체크리스트 등 

기타 요인 
- 과거에 다른 선별 기준에 충족했지만, 현재는 아닌 것이 방치된 경우 

- 기타 개인적 이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이콘 모양, 색상에 따라 선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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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카메

라 앱의 경우 상시로 접근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동시에 원하는 상황을 

빠르게 캡처하기 위해 신속한 접근성을 요구한다.  

 

(2) 객체의 선별 현황 

조사 대상자 30명의 홈은 평균 3.7페이지(SD=1.53)이며, 전체 홈 

면적 중 62.01%가 객체로 채워져 있었다. 홈 화면은 평균 12.93개

(SD=10.51)의 앱 아이콘과 0.23개(SD=0.94)의 즐겨찾기 아이콘, 2.4개

(SD=3.22)의 폴더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폴더 내에는 평균 11.4개

(SD=16.54)의 앱이 있었다. 위젯의 경우 개수는 평균 3.6개(SD=2.80)지

만, 실제 면적 점유율은 전체 화면의 36%로 나타났다. 

 

<조사 B>에서 로그 수집을 했던 일주일 동안 참가자들은 평균 

43.83개(SD=10.05)의 앱을 사용했으며, 그중 20.53개(SD=7.90)가 홈에 

존재하는 객체였다. 즉 전체 사용 중 31.9%를 홈에 있는 객체를 통해 

조작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31.9%의 앱이 대체로 사용 빈도가 높

으므로 개수만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빈도에 따른 홈 화면에서의 

접근 빈도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21. 실제 사용하는 앱의 위치별 개수(n=30)    

 

또한, 이 로그 데이터를 사용빈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16.7

개(SD=5.87)의 앱이 전체 사용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11.76개(SD=4.70)가 홈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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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앱임에도 홈에 부재한 이유로는 크게 아래 3가지 이유로 선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 객체 선별의 예외 사항 

·・ 의도적으로 홈 화면 접근 차단 

<조사 B>의 캡처 화면에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고 모든 조사 참가자

가 언급한 높은 사용 빈도라는 기준에 충족하는 상위 앱(MIM, SNS, 게

임 등)이 종종 홈 화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

외사항의 경우,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인터뷰 결과 학습에 집중하려고 의도적으로 홈 화면에서 삭제해 접근을 

멀리하고자 홈 화면에서 삭제한 것이었으며, 이는 참가자 30명 중 4명

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알림을 통해 수신받는 내용에만 반응하면 되

기에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전반적으로 홈 화면에 객체가 

있을 때와 대비해 접근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다.  

“공부하다 보니깐 놀게 되는 SNS 같은 앱을 일부러 다 넣고 공부에 관
련된 것만 앞으로 빼놨거든요.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더 귀찮게 하려고 해
놨어요” (P21) 

“아 카톡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삭제는 못 하고. 그냥 홈
에서 삭제했죠. 그래도 알람은 오잖아요. 누가 보내면. 그냥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뭐 보냈나 확인만 해요.” (P2) 

이와 유사한 접근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는 홈 화면에서 객

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접근을 줄이고 싶은 객체를 상대적

으로 접근이 덜한 홈 화면 페이지로 옮기거나, 폴더 속에 배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발견된다. 주로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MIM(카카오톡 등), 웹툰, 게임, 쇼핑 관련 앱이 그 대상이 된다. 

 

·・ 홈 화면 외에 다른 경로로 앱에 접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적 지원으로 홈 화면의 객체를 누르지 않고

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홈 화면상 객체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끼치

기도 한다. 인터뷰 결과, 사람들은 알림 바(Notification Bar)와 팝업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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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최근 앱 히스토리를 통해 홈 화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앱에 접

근하고 있었다. 특히, 알림 바는 별도의 앱 알림 수신 외에도 추천앱 기

능37이 제공되어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차이는 존

재하나, 이러한 간접적 접근 기능은 홈 화면에 실제 배치된 객체와 병행

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성이 없으면 홈 화

면 객체를 대체하기도 했다.  

“이거요? 이게 주기적으로 행사하는 거랑 막 화장품 정보 같은 거 여기
(알림 바)에서 알려줘요. 굳이 안 꺼내도 맨날 이렇게 알려주니깐.” (P5) 

“그 가운데(홈버튼) 꾹 누르면 최근에 쓴 거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
가니깐 별로 어렵지 않아요.” (P24) 

대표적인 간접 접근 사례로는 아래 [그림 22]에 나온 방식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앞 장의 [표 12]에서 언급한 ‘시스템 UI’로 기록되는 

최근 화면(Recent Screen)도 간접적인 접근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2. 간접적 앱 접근 방식 

(좌측부터 알림 바 알림, 잠금화면 알림, 팝업 메시지) 

 

2. 객체의  형태  결정 

(1) 객체의 형태 유형 

홈 화면에 위치하는 객체는 크게 아이콘형(Icon Type)과 위젯형

                                     
37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기능. 예를 들어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이어

폰을 사용해 실행할 수 있는 앱을 추천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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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 Type)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객체의 형태는 앱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동 방식, 인터페이스 공간, 위젯의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

된다.  

 

아이콘형(Icon Type) 

아이콘형에는 앱, 즐겨찾기(shortcut), 폴더가 있으며, 화면의 열과 

행을 기준으로 격자 단위 중 한 칸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는 홈에 앱 아이콘 수가 가장 많으며 폴더와 즐겨찾기는 

보편적으로 쓰기보다는 특정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즐겨찾기는 주로 브라우저의 특정 페이지나 연락처, 메신저 대화방 

등을 설정하며, 특정 정보원의 단계를 생략하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부 사용자는 외국어나 신문 기사 스크랩을 즐겨찾기하고 학

습 강제성 부여, 앱의 대체재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위젯형(Widget Type) 

앱 자체적으로 위젯이 지원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와 

직접적 컨트롤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위젯별로 지원되는 기능에 따라 크

기와 면적, 타입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면적의 경우 아이콘

과 동일하게 화면 격자 중 한 칸을 차지하는 경우부터 페이지 전면까지 

다양하다. 즐겨찾기와 유사하게 특정 기능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목적

이지만, 즐겨찾기와 다른 것은 직접 표면에 그 정보 또는 기능을 노출시

킨다는 점이 다르다.  

 

해당 위젯의 디자인, 면적 조절 불가와 같은 외적인 요인부터 필요 

기능의 부재, 실시간 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 소모, 속도 저하, 오작동 

등의 기술적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

용을 꺼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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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의 형태 현황 

사용 로그 기록을 토대로 수집 기간인 일주일 내에 접근한 적이 있

는 앱 중 홈에 배치된 객체인 경우,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

과, 단일 앱 아이콘이 62.06%(378개)로 가장 많았으며, 폴더 내부에 위

치한 앱이 29.39%(179개), 마지막으로 위젯 형태인 경우가 8.37%(51개)

였다. 

 

위젯 형태로 사용하는 빈도가 이처럼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사람들

이 위젯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누르고 접속하는 방식이 아닌 눈으로

만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사자들이 홈 화면에 설치한 위젯이 

총 108개임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하는 위젯과 

컨트롤을 수행하는 위젯이 각각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형 위젯의 단순 확인 행위가 자동 카운팅이 안되는 점

은 스마트폰 사용행태 연구의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다.  

“여기에 체크리스트(홈 화면에 위치한 위젯) 있잖아요. 이거 맨날 봐요. 
근데 그냥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해서 카운팅이 안됐나 봐요. 진짜 자주 
봐요.” (P25) 

 

 

제 4 절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객체 배치 
 

홈 화면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난 후, 이를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의도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배치하거나 우연히 배

치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배치에 접근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보기 좋고’, ‘누르기 쉽게’ 배치하기를 원

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인지하기 쉽게 묶어서(유사성), 얼만큼의 

정보량(홈 화면 밀도)을 어떤 시각적 방식(심미성)으로 실제 사용하기 

편하고(조작성), 정서적으로도 안정(익숙함)되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

민하며, 종종 홈 화면 외에 앱서랍 공간을 병행 사용(배치 공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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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각 배치 요인에 따른 기준과 그 특징을 알

아보고자 한다. 

1. 유사성(그룹핑) 

앞 장의 용어 정의에 언급되어 있듯, 신속한 접근과 실수의 최소화, 

미관상의 배치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은 특정 유사성 기준에 따라 폴

더 또는 페이지 단위로 그룹핑을 수행한다.  

 

폴더 그룹핑은 그 대상이 아이콘(앱, 즐겨찾기, 폴더)이며, 페이지 

그룹핑은 아이콘과 위젯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폴더와는 달리 외관상 

그룹핑 여부와 기준 판단이 불가하기에 질적 인터뷰를 병행해 확인하였

다.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유사성 기준을 정리한 것이 [표 14]이며, 

제시된 유사성 기준은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표 15. 홈 화면 내 객체 유사성 기준 
그룹핑 기준 예시 

기능적 성격 뉴스, 음악, 쇼핑 

사용 빈도 높은 빈도, 사용 안 함 

형태적인 유형 위젯, 즐겨찾기, 앱 아이콘, 폴더 

특정 상황 여행, 운동, 운전, 영어 공부 

생성 시기 함께 다운로드 받은 경우(동시 생성) 

디폴트 앱 제조사, 통신사 기본 앱 

기타 개인적 이유 아이콘 모양 

 

 (1) 폴더 그룹핑 

폴더 그룹핑은 사용하는 앱을 아이콘으로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공

간을 줄이고, 분류 기준에 따라 찾기 용이하도록 수행한다. 이때 사용 

빈도는 낮아도 개념상 그룹핑이 가능하면, 폴더 그룹핑 대상이 하기도 

한다. 참가자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폴더를 홈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폴더 내에는 평균 11.4개(SD=16.54)의 아이콘이 존재했다. 그중 대다수

는 앱 아이콘이었으며, 4.68%만이 즐겨찾기 아이콘이었다.  

 

폴더의 경우 접속을 위해 한 번 더 눌러야 하고, 직접 기준을 세워 

그룹핑하고 이를 관리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런 이유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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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모드 수행 시 폴더가 풀려서 초기화가 되는 불편함이나, 

본래 폴더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온 관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룹핑은 홈 화면상에 직접 만들거나, 서랍에서 생성한 폴더를 홈에 

옮겨 배치하는 2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주로 다른 객체와 동일하게 공간 

중요도에 따라 배치되며, 폴더 내 속해 있는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을 기

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폴더 단위로 1차 그룹핑을 수행한 것을 모아 다

시 메타개념으로 폴더 또는 페이지 그룹핑을 할 수 있다. 

폴더 네이밍의 경우, 수동 또는 디폴트 명칭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

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참가자 30명 중 9명은 네이밍을 사용 중이

었으며, 3명은 처음에 만든 폴더만 일부 네이밍을 사용했고 나머지 3명

은 폴더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물을 결과, 폴

더의 위치와 안에 있는 객체는 대략 암기하고 있으며, 작은 이미지로 보

이는 아이콘을 참고하므로 어려움은 없다고 답하였다. 

폴더 내부에 위치하는 앱도 순서 변경이 가능한데, 참가자 모두 폴

더 내부에서의 순서는 비의도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분류가 명확하고 

자주 사용하는 앱을 기준 삼아 그룹핑을 시작하므로, 폴더 내 위치는 자

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 페이지 그룹핑 

페이지 그룹핑은 홈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서, 객체를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펼쳐놓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수

행된다. 폴더 그룹핑과 병행하기도 하며, 일부는 폴더를 우회하는 전략

으로서 활용한다.  

페이지 그룹핑은 한 페이지 내에 복수의 그룹핑 기준이 포함된 ‘복

수 그룹핑’과 하나의 기준만 존재하는 ‘단일 그룹핑’으로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복수 그룹핑의 경우 일부 사용자는 그룹핑 기준이 되는 객체를 바

로 옆에 배치했으며, 한 페이지 내에만 있으면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 사

용자도 있었다. 페이지 그룹핑의 유형은 [그림 23]과 같이 나눠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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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홈 화면 내 객체의 그룹핑 
(좌: 폴더 그룹핑/ 우: 페이지 그룹핑) 

 

이러한 페이지 그룹핑은 아이콘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자연스럽

게 앱 네트워크38를 형성하기도 한다. 맥락에 기반을 둔 앱 사용 패턴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39와 유사하게, 참가자들도 주로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쉬는 시간에 집중해서 특정 앱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처럼 함께 사용하는 앱이 서로 관련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룹핑

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연관도가 배치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다수 참가자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며, 현재 

방식이 불편하지 않아, 배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2. 정보량(홈 화면 객체 밀도) 

홈 내부 면적 중 객체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객체 밀도에서, 사람들

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는 공백 면적에 대한 기준이기

도 하며 수집 화면을 분석한 결과, 공백의 페이지부터 빈틈없이 꽉찬 페

이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자 기준에 따라 적절한 공백을 선

호하는 사용자부터 공백이 화면 낭비라고 여겨 최대한 활용하는 사용자

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38

 앱 간 상호 연관성을 칭하는 말로, 앱 A 수행 후 앱 B를 수행하는 경향이 보이면 A→B 네

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수행 빈도와 시간, 순서를 고려해 형성된다. 
39

 Froehlich, J., Chen, M. Y., Consolvo, S., Harrison, B., & Landay, J. A. (2007, June). 

MyExperience: a system for in situ tracing and capturing of user feedback on mobile 

phones. In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 (pp. 57-70).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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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객체 면적을 전체 홈 면적으로 나눈 홈 화면 밀도와 

홈을 통한 접근빈도 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 과반

수가 전체 스마트폰 사용의 50% 이상을 홈을 통해 수행하며, 배치 밀도

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홈 화면 활용 밀도에 따라 빼곡히 활용

하는 ‘고밀도 활용자’부터 ‘중밀도 활용자’, 일정 수준의 공백을 추구하

는 ‘저밀도 활용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4. 홈 접근율에 따른 홈 화면 밀도 분포 

 

고밀도 활용자(30명 중 13명)의 경우 공백이 낭비라고 생각해 모든 

화면을 채우고 화면 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최대한 페이지 수 줄이려고, 하나에 다 몰았고요. 폴더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딱 지금 이 페이지가 적당해요.” (P29) 

반면 저밀도 활용자(30명 중 7명)는 한 공간에 객체가 너무 많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찾는 데 불편함을 느껴 본인의 기준에 따라 특

정 위치에 배치한다. 그들은 홈 화면에 앱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폴더

에 넣거나 다른 객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대신 배치하는 등 페이지 

수와 공백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꽉 채우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딱 절반? 이 정도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꽉 차면 오히려 찾는데 더 오래 걸리고.”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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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활용자(30명 중 10명)는 전반적으로 저밀도와 고밀도 중간 

수준의 밀도(30~69%)를 유지하는 경우와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는 방치해 평균적으로 중밀도를 보이는 2가지 경우로 나

눌 수 있다. 이에 대한 편의성을 물은 결과, 사용하는 일부의 화면에서

만 이동이 이뤄지고 나머지 방치된 화면은 무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불

편함은 없다고 답했다. 

 

3. 심미성(미적 만족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찾아 살핀다는 의미의 ‘심미’를 홈 화면 내 객

체의 배치에서도 추구한다. 이러한 심미성에는 주관적인 감성 만족도가 

작용하게 된다. ‘감성’이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며 받는 감정적 반

응40이자 주관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화 특성이 강한 기

기일수록 이러한 이미지 지각과 미적 인상과 같은 감성적 요인에 의한 

만족도가 크게 작용41한다.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에서 외관적 요인(심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배경화면과 객체이다. 배경화면은 인물, 동물, 캐릭터, 풍경, 

그림 이미지 등 다양하며, 배경의 색상, 분위기 등을 고려해 가시성을 

확보하거나 안정감 느껴지게 배치한다. 그 외 기준으로는 아이콘 자체의 

모양, 구조적인 대칭성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러한 외부 요소는 사

용자에게 복합적인 반응42을 불러일으킨다. 

 

참가자 30명 중 풍경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물 사진과 기본 화면이 각각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본인의 

애완동물(2명)이나 런처에서 제공되는 일러스트 배경(4명), 특정 그림 작

                                     
40

 정동훈. (2009). “미디어 컨버전스와 감각의 확장: 감각확장 미디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 시리즈. 미래연구 09-26 
41

 최준호, & 박은아. (2012).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감성 품질 영향 요인. 디지털디자

인학연구, 12(1), 469-478. 
42

 Moshagen. M., Thielsch. M. T., Facets of visual aesth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8, 2010. p.68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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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3명), 캐릭터 배경(1명)이 있었다. 

특히 인물이나 애완동물 등 배경화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할 경우, 사용자에 따라 모든 페이지에서 특정 부분이 다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아예 한 페이지를 온전히 비워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홈 화면이 아닌 대기화면에서 보이도록 우회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림 25. 배경 이미지를 고려한 홈 내 객체 배치(P10, P26) 

 

객체의 외관적 요인으로는 형태와 디자인적 측면을 들 수 있다. 특

히 디스플레이가 주요 목적인 위젯의 경우, 직접 홈에 보이는 외관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위치에서는 아이콘과 비교해 조작 횟수가 적고 디스

플레이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주로 화면 상단부에 가로로 넓게 배

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히트맵에서 디스플레이형 위젯의 위치를 평균 

낸 값에서도 관찰되었다. 디자인 측면에서 위젯의 경우, 지원되는 디자

인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심미적 취향에 맞지 않으면 

위젯 사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외관상으로도 생각했고, 보트브라우저는 동그란데 나머지는 다 네모여서. 
그래서 이 순서로 뒀어요.” (P20) 

“이렇게 둔 거요? 글쎄요. 은연중에 위아래 대칭을 맞추고 싶었나 봐요.” 
(P14) 

“위젯이요? 예쁜 게 있으면 썼겠죠. 맘에 드는 게 없어요.”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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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성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과 터치형 인터페이스는 오작동과 비의도적 

실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 피로감을 줄

이고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터치가 용이하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지점인 ‘Sweet Spot’43에 집중적으로 객체를 배치하거나 공백을 적절

히 활용한다. 이러한 조작성은 배경 이미지와 같은 외관적 요인과 중복

해서 고려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갤러리 같은 것도 쓰기 쉽게 하려고 손이랑 손 누르는 위치
랑 가깝게 한 거예요. 손가락이랑 멀리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P2) 

이는 [그림 26]처럼 조작이 용이한 특정 위치에 객체를 배치시키거

나 의도적으로 중간에 공백 페이지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

작의 용이성은 페이지 내에서, 또는 페이지 간의 관계로 이뤄질 수 있다. 

아래는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 하단부에 배치를 집중한 유형과 페이지 

간 공백을 둔 참가자의 실제 화면이다. 

 

  
그림 26. 조작의 용이성을 위한 의도적 공백(P7, P20) 

 

5. 익숙성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평균 3년 이상으로 스마트폰 인터

페이스에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저마다 기

존 인터페이스와 작용해오던 본인만의 경험에 의거한 기준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기존 경험이 적용되는 것을 익숙성 44 이라 하며, 최준호

                                     
43

 Parhi, P., Karlson, A. K., & Bederson, B. B. (2006, September). Target size study for 

one-handed thumb use on small touchscreen devices. I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with mobile devices and services (pp. 203-210). ACM. 
44

 최준호, 이혜진, & 장은지. (2010). 스마트폰 UX 심플함 개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연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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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는 이를 기존 사용 경험에 따라 전반적인 조작 방식이 본인의 기

대와 일치하는 정도라 정의한다. 

익숙성은 현재 배치에도 반영되어 있었으며, 주로 사용 빈도가 높거

나 특정 성격(은행, 교통, 음악 등)을 지닌 객체를 대상으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특정 성격의 아이콘은 특정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동일 아이콘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중복적으로 배치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퀵픽(갤러리 앱)이 
아니어도 사진 보는 거는 프로그램은 여기, 이 위치에 두려고 해요. 문자 
메시지는 독이랑 가까운 곳이고. 지메일도 무조건 왼쪽 상단에 놓으려고 
했고요. 예전 폰에서 쭉 그렇게 썼으니깐요.” (P28) 

앞 장의 조사 방법에서 소개한 체감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앱 5개와 그 위치를 묻는 인터뷰 결과, 실제 자주 사용하는 5개 앱 중 

평균 2.8개(SD=0.59)를 맞추었다. 그중 위치까지 기억하는 것은 평균 

2.0개로, 언급한 객체의 70.56%를 위치까지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자주 사용함으로써 형태와 위치가 무의식적으로 체득된 결과이며, 

이러한 익숙성은 향후 커스터마이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6. 배치  분산(앱서랍  활용) 

 

홈 화면 외 공간으로 배치를 분산시켜 앱 접근을 양분화하는 방식

으로, 홈과 같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앱서랍 공간을 활용한다.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앱서랍은 구성을 살펴본 결과, 서랍은 평균 

5.17페이지(2.77)로 설치된 평균 113.7개(19.47)의 앱 중 일부는 폴더에 

위치하거나, 숨기기로 가려져 있었다. 폴더는 평균 2.77개(4.35)였으며, 

폴더 내에 위치한 앱 전체 수는 평균 24.27개(42.41)였다. 마지막으로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는 참가자는 총 2명(n=30)이었으며, 그들은 평균 

58.05개의 앱을 숨겨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앱서랍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이 모여있어 접근 가능한 일종

                                                                                        
자인학연구, 23(4), 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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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브러리와 같은 공간이다. 따라서 별도의 정리가 없는 경우 여러 

페이지에 걸쳐있는 앱서랍에서 필요한 앱을 찾기 위해 일일이 브라우징 

해야 하는 불편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앱서랍 내 브라우징을 돕는 

기능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일부 사용자들이 홈과 앱서랍을 전략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1) 홈 화면 집중 사용자 

참가자들의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빈도 상위 10개의 앱 중 2.3

개는 서랍에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도 앱서랍을 병행해서 사

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구체화하고자 [그림 27]과 같이 홈 접근율과 

기타 접근율을 비교해보았다. 기타 접근의 경우, 의도적 접근 빈도 기반

의 데이터이므로 앱서랍을 통한 비중이 크다고 간주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기준으로 삼은 홈 접근율 90% 이상인 홈 집중 사용자 외에

도 홈과 앱서랍을 병행하는 케이스도 전체 참가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홈 접근율에 따른 기타(서랍) 접근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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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위주의 사용자’는 직접 접근하는 90% 이상의 접근을 홈에서 한

다. 즉,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을 홈에 배치했기 때문에 면적을 절약하고 

접근과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폴더로 그룹핑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

났다. 

간헐적으로 앱서랍을 사용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홈으로 꺼내거나 앱서랍 내에서의 배치를 변경시킨다. 반면 별

도로 홈에 꺼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한다. 

이에 대한 불편함 여부를 인터뷰한 결과, 찾는 과정에서 헤매기는 해도 

그러한 불편함의 빈도가 굉장히 낮고, 어차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촉박하게 찾을 일이 없으므로 천천히 여유를 갖고 찾는다고 답했다. 

“ (공백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꽉꽉 채웠죠. 페이지 수 적게 해서 
보는 게 좋아요.” (P21) - 공백은 낭비라는 인식 

“촉각을 다투게 하지는 않으니깐. 급하거나 바쁘거나 한 어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쓰는 것은. 그래서 누가 재촉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깐 
시간을 들여서 찾아요. 그냥 그 순간에만 찾아 쓰면 되는 거니깐요.” 
(P20) –앱서랍에서 앱을 찾는 경우 

‘홈-앱서랍 병행 사용자’는 홈 화면에 사용하는 앱 중 일부만 배치

하고 나머지는 앱서랍을 통해 접근한다. 그들은 앱서랍에 들어가는 수고

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큰 수고라고 아니라고 여긴다. 

전략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앱서랍을 최적화시키는 사용자도 있지

만, 정리 시기를 놓쳐서 서랍에 위치한 앱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앱서

랍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앱 아이콘 자체가 가

시성이 있어, 브라우징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방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략의 위치를 암기해 적응하게 된다.  

“이게 여기(앱서랍) 두려고 둔 게 아니고, 정리할 때 빼먹어서 그냥 뒀는
데. 쓰다 보니깐 그냥 뭐 괜찮더라고요. 이게(유튜브 아이콘) 빨개서 잘 
보이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쓰니깐 외운 것도 있고요.” (P1) 

 

(2) 홈-앱서랍 병행 전략 

주로 기능적인 지원을 활용해서 정리하거나, 직접 수동으로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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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앱서랍 페이지의 정리도 홈 화면과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우연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앱서랍 페이지의 증가로 내비게이션이 어려워

지면 페이지 수를 줄이기 위해 수동으로 이동하거나 폴더화, 삭제 등을 

진행한다. 

지원되는 앱서랍 정리 기능은 폴더화, 다운로드 모아보기, 숨기기, 

특정 기준으로 정렬하기가 대표적이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수동

으로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에 직접 앱을 모아두고 사용하기도 한다. 특

히, 앱서랍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종료된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페이지에 집중해서 사용할 경우 유리하다. 실제 참가자의 활용 사례를 

통해 앱서랍 정리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 앱서랍 내 객체배치 관련 기능 

(좌측부터 폴더화(P28), 숨기기(P15), 다운로드 모아보기(P30), 앱서랍 정렬(P1)) 

 

먼저, 폴더 기능은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폴더 그룹핑과 유사하게 사

용 빈도나 기능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앱서랍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지울 수 없는 디폴트 앱을 그룹핑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숨기

기 기능은 말 그대로 앱서랍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다. 

주로 디폴트 앱이나 언젠가 쓸 것 같은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삭제하기보다는 숨겨놓는다. 다운로드 모아보기는 다운로드를 한 앱을 

별도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3명(n=30)의 참가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준별 정렬 기능은 이름순, 최근 설치순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앱 설치 순서대로 정렬된 경우가 26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 최근 다운로드 받은 앱이 주로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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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안 쓰는 것을 폴더에 넣는 편이에요. 폴더 안 만들고 앱만 따로 
두면 페이지 할당이 많이 되니깐 거의 안 쓰는 것 중에 비슷하게 묶이는 
것을 묶었어요.” (P25) –폴더화 

“기본 앱 있잖아요. 삼성 막 이런 거. 그거 보기는 싫은데 지워지지는 않
고. 그래서 숨기기 한 거예요. 그리고 삭제하기는 좀 그렇고 언젠간 볼 
것 같은 것도 숨겼고요.” (P16) –숨기기 기능 

“어차피 다운로드 받은 것도 별로 없어서, 여기 이거 누르고 다운로드 모
아보면 별로 안 불편한데.” (P30) -다운로드 모아보기 

“이게 (앱서랍 정렬이) 깔린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깔면 여기 맨 뒤에 
쌓이는데. 어차피 (앱)서랍에서 쓰는 건 최근에 깐 거라서. 그리고 이거
(앱서랍)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마지막 화면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
기 두고 써요.” (P9) –정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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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조사 참가자의 화면별 객체 분포 요약(n=3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독(Dock) 

페이지 수 1 3 1.13 2.71 7.36 

앱 수 3 10 5.07 0.43 0.19 

폴더 수 0 1 .03 1.62 2.62 

홈 화면 

(Home 
Screen) 

전체 면적45 20 112 63.83 0.18 0.03 

공백 면적 0 90 26.47 1.52 2.32 

그리드(행 수)46 4 5 4.13 23.92 572.14 

그리드(열 수) 4 5 4.27 26.08 679.98 

페이지 수 1 7 3.70 0.35 0.12 

빈 page 수 0 5 .50 0.45 0.20 

위젯 수 0 12 3.60 1.53 2.36 

위젯 면적 0 72 22.03 1.14 1.29 

위젯 면적 밀도47 0 1 .36 2.80 7.83 

즐겨찾기 수 0 5 .23 16.49 271.76 

앱 아이콘 수 0 43 12.93 0.27 0.07 

앱 면적 밀도 0 1 .21 0.94 0.87 

폴더내 앱 수48 0 69 11.40 10.51 110.55 

폴더 수 0 13 2.40 0.18 0.03 

폴더 면적밀도 0 .4 .04 16.54 273.49 

홈 화면 사용면적49 2 88 37.37 3.22 10.39 

홈 화면 활용도 6 100 62.01 0.08 0.01 

앱서랍 화면 

(App Drawer 

Screen) 

페이지 수 1 14 5.17 18.75 351.62 

설치된 앱 수 89 156 113.70 28.84 831.66 

앱 아이콘 수50 0 156 85.57 2.77 7.66 

폴더 수 0 15 2.77 19.47 378.91 

폴더내 앱 수 0 148 24.27 41.76 1743.56 

‘숨기기’ 앱 수51 0 46 3.87 4.35 18.94 

                                     
45

 편의를 위해 ‘면적’은 1x1 객체가 ‘1’의 면적을 지녔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홈 화면 면적

의 경우, (1x1 객체가 배치 가능한 열 수)와 (1x1 객체가 배치 가능한 행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46

 ‘그리드’는 독 영역을 제외한 홈 화면 내 객체(1x1)가 배치될 수 있는 행과 열 수를 각각 

의미한다. 
47

 ‘객체 면적밀도’는 (객체가 차지한 면적)/(전체 화면 면적)으로 구한다. 

48
 ‘폴더 내 앱 수’는 폴더 내부에 위치한 앱의 전체 수를 합산한 것이다. 

49
 ‘홈 화면 사용 면적’은 홈에 위치한 객체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합한 것이다. 

50
 ‘앱 아이콘 수’는 앱서랍 화면에 ‘앱 아이콘’ 형태로 존재하는 앱의 수를 말하며, 이는 전체 

설치된 앱 수와 다른 개념이다. 
51

 ‘숨기기 앱 수’는 앱서랍의 숨기기 기능을 사용해 숨긴 앱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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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조사 참가자 통합 앱 사용 로그 통계치(n=30) 

구분 앱 유형 
유효 접근 

빈도 

수행 시간 

(초)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1 카카오톡 Communication 21150 1223965 0.434 0.434 

2 NAVER Browser 2818 365119 0.058 0.492 

3 Facebook Social 2351 236259 0.048 0.540 

4 메시지 Communication 1967 50712 0.040 0.580 

5 Instagram Social 1316 68339 0.027 0.607 

6 연락처 Communication 1043 41100 0.021 0.629 

7 갤러리 Multimedia 993 81517 0.020 0.649 

8 인터넷 Browser 893 191815 0.018 0.667 

9 트위터 Social 647 57369 0.013 0.680 

10 MelOn Multimedia 614 54456 0.013 0.693 

11 뮤직 플레이어 Multimedia 559 37558 0.011 0.705 

12 알람/시간 Tools 534 36319 0.011 0.715 

13 카메라 Multimedia 484 19599 0.010 0.725 

14 전화 Communication 430 47147 0.009 0.734 

15 BAND Social 428 23346 0.009 0.743 

16 Google Play 스토어 Tools 398 17227 0.008 0.751 

17 네이버 지도 Travel 368 18549 0.008 0.759 

18 네이버 카페 Browser 336 25817 0.007 0.766 

19 뮤직 Multimedia 324 9230 0.007 0.772 

20 환경설정 Settings 307 7871 0.006 0.779 

21 Chrome Browser 276 56370 0.006 0.784 

22 쿠키런 Games 268 95601 0.005 0.790 

23 클래시오브클랜 Games 251 75738 0.005 0.795 

24 Smarter Subway Travel 227 8028 0.005 0.800 

25 틱톡 Communication 225 12314 0.005 0.804 

26 마이피플 Communication 219 7407 0.004 0.809 

27 Boat Browser Browser 218 25118 0.004 0.813 

28 네이버 블로그 Lifestyle 206 11854 0.004 0.817 

29 캔디크러쉬 사가 Games 199 36153 0.004 0.821 

30 세븐나이츠 Games 198 139146 0.0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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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참가자별 가공 전후 앱 사용 로그 데이터(n=30) 

조사 

참가자 

원본 데이터 

앱 사용 로그 수 

가공 데이터 

앱 사용 로그 수 

차감된  

앱 사용 로그 수 
감소율(%)52 

P1 1051 632 419 39.87 

P2 1771 1379 392 22.13 

P3 6385 4287 2098 32.86 

P4 672 466 206 30.65 

P5 2244 2058 186 8.29 

P6 2658 2474 184 6.92 

P7 2259 1890 369 16.33 

P8 2010 1785 225 11.19 

P9 1780 1486 294 16.52 

P10 2861 2371 490 17.13 

P11 3652 2071 1581 43.29 

P12 3247 2759 488 15.03 

P13 879 852 27 3.07 

P14 1008 878 130 12.90 

P15 1714 1480 234 13.65 

P16 1484 1313 171 11.52 

P17 2435 2215 220 9.03 

P18 1365 1238 127 9.30 

P19 1714 1322 392 22.87 

P20 1976 1955 21 1.06 

P21 3782 2476 1306 34.53 

P22 1255 1023 232 18.49 

P23 824 669 155 18.81 

P24 1562 1467 95 6.08 

P25 2907 2667 240 8.26 

P26 875 690 185 21.14 

P27 1019 907 112 10.99 

P28 1916 1701 215 11.22 

P29 1699 1007 692 40.73 

P30 2618 1216 1402 53.55 

평균 2054.07 1624.47 429.60 18.91 

분산 1365166.69 674806.53 250479.01 170.40 

표준편차 1168.40 821.47 500.48 13.05 

 

                                     
52

 감율 공식: {(원본 데이터 앱 사용 로그 수)-(가공 데이터 앱 사용 로그 수)}*100/(가공 데

이터 앱 사용 로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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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홈 화면이라는 가상의 정보 공간이 실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반영하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커스터

마이징 방식과 세부 전략을 알아보았다. 

 

연구는 크게 조사 A와 조사 B,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 A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100명의 홈 캡처 화면을 분석해 

전반적인 구성을 파악하였다. 즉, 홈 화면이라는 정보 공간을 어떻게 커

스터마이징 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대상인 안드로이드 OS에 한

정하여 홈 캡처 화면을 수집하고 이를 구성하는 객체의 형태와 위치 정

보를 정량화하였다.  

조사 B에서는 분석한 홈 화면이 실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

를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캡처 화면뿐만 아니라 사용 행태를 알 수 

있는 1주간의 앱 사용 로그를 추가로 수집하고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해 

커스터마이징의 정성적인 측면을 알아보았다. 앱 사용 빈도를 기반으로 

홈에 위치한 앱의 배치 상태를 비교한 뒤, 데이터로만은 확인이 어려운 

커스터마이징 수행 동기와 그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연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결론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홈 화면이 실제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반영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유효 접근 빈도로 가공한 로그 데이터를 토대

로 실제 자주 사용하는 앱이 홈 화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홈 캡

처 화면과 비교해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1. 실제 사용 빈도에 따라 홈 화면 페이지가 구성되었는가? 

홈에 위치한 객체의 빈도를 계산해 본 결과, 메인 페이지(4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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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31%)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페이지 구성은 대체로 

사용 빈도가 높은 메인 페이지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는 상대적으로 조

작 빈도가 낮은 앱이나 디스플레이형 위젯 등을 목적에 맞게 위치하고 

있었다. 자주 사용하는 객체를 접근성이 우수한 독과 메인페이지에 집중

적으로 배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사용자가 인지하는 홈 화면의 우선순위와 사용 빈도에 따른 우선  

    순위가 일치하는가?  

인터뷰에서 페이지 우선순위를 질문한 내용을 실제 빈도에 따른 페

이지 우선순위와 비교한 결과, 1) 대체로 사용 빈도가 높은 페이지를 심

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86.7%). 이는 2)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앱이 위치해서 그 페이지가 중요한 경우(30%)와 전체 사용 빈도

의 합계가 높아서 중요한 경우(50%)로 나뉘었다. 그 외에 3) 개인적인 

이유로 리마인드를 위한 디스플레이형 위젯, 기분이 좋아지는 배경 이미

지가 노출된 페이지 등을 선호(13.3%)했다. 

 

연구문제 2.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왜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2>에서 홈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동기를 알아보고자, 인

터뷰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체로 뚜렷한 주기 없이 우연 또는 타의에 의한 동기 요

소(Trigger)에 의해 정리를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기 요소는 크게 

1) 화면 구성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페이지 수의 증가 등), 2) 갑작스러

운 감정의 변화(지루함, 화면이 지겨워짐 등), 3) 외부 환경의 변화(계절 

변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등), 4) 발견(좋은 배경 이미지 발견, 광고성 

정보에 자극 등), 5) 시스템 결함(안전 모드의 실행, 속도 느려짐 등), 6) 

타인 권유(이성 친구 또는 주위 친구들 권유)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3.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앞서 검증한 홈 화면 구성과 빈도 데이터를 활

용해 구체적인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파악하고자 반구조화 인터뷰를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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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가? 

수집한 캡처 화면과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행동 모델을 도출하였다.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홈에 둘 앱을 선별해 그 형태를 결정하고, 개인만의 복합적인 

배치 기준에 따라 객체를 특정 영역에 위치시킨다. 

        

3-2. 홈 화면은 주로 어떤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앞서 언급한 행동 모델 중 생성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홈 화면을 

구성하는 객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전체 앱 사용의 90%를 차지하는 앱의 70.42%가 홈에 있었다. 

또한 그 형태는 앱 아이콘(60.06%), 폴더 내부 앱(29.39%), 위젯(8.3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주 사용하는 앱을 주로 아이콘 형태로 홈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2) 개인적인 앱 선별 기준을 상시 접근, 신속한 접근, 일시적 사용, 

주기적 사용, 매일 사용, 리마인드, 기타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3-3. 홈 화면에서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수행되는가? 

홈 화면에서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배치 결과물인 캡처 화면을 보며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홈 구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아래 6가지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선

택적, 중복적으로 작용하였다. 

 

배치 기준 설명 기제 및 적용 방식 

유사성 

유사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크게 기능적 성격, 사용 

빈도, 형태적인 유형, 특정 상황에서의 쓰임, 생성 

시기, 디폴트 앱 여부 등이 있다. 이는 개인에 따

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객체를 인지하고 접근하기 

쉽게 모으는 그룹핑 형태로 이어진다. 

•폴더 그룹핑 

•페이지 그룹핑 

 (페이지 내 복수의 

 그룹핑 기준 가능) 

정보량 

정보량은 홈 화면 내 얼만큼의 정보를 보여줄 것

인지에 대한 기준이며, 홈 내부 면적 중 객체 면적 

비율을 뜻하는 홈 화면 밀도로 판별한다. 

공백을 낭비라고 여기는 고밀도 화면 사용자부터 

조작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 공백이 적절히 활

용하는 저밀도 화면 사용자까지 고르게 나타난다.  

•고밀도 활용자 

•저밀도 활용자 

 (의도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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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화면의 시각적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

는 것으로, 배경 화면과 객체의 색상, 분위기, 어울

림, 대칭성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며, 지극히 개인

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의도적 공백 

•총체적인 미적  

 만족도 추구 

조작성 

사용시 실수와 오작동을 방지하고 피로를 줄이고

자 조작이 용이하게 공백을 두거나 특정 위치에 

객체를 배치시킨다. 

•의도적 공백 

•화면내 선호하는 

 영역 발생 

익숙성 

과거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오던 습관에 의

거한 배치로서 주로 특정 성격의 앱을 정해진 위

치에 배치하는 모습을 띤다. 

•특정 앱의 위치가  

 고정 

배치 분산 

홈 화면 외 공간으로 배치를 확장시켜 접근을 분

산시키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앱서랍

을 활용한다. 이때 앱서랍에서 제공하는 폴더화, 

다운로드 모아보기, 숨기기, 정렬하기 등의 관리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수동으로 관리한다. 

•앱서랍 활용 

 (커스터마이징) 

표 19. 홈 화면 배치 기준 

 

연구문제 4. 대표적인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은 전략은 무엇인가? 

앞서 검증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연구문

제 4>에서는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크게 아래 3가지로 구체화하

였다. 

 

(1) 홈 화면 공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객체를 배치한다. 

홈은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는 고정된 독(Dock)

이 위치하고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페이지의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홈 화면의 우선순위를 나누고 앱을 편중해서 배치한다.  

각 페이지에 위치한 객체의 빈도수를 모두 합친 페이지별 빈도를 

구해, 참여자별 페이지 빈도수와 각자가 응답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홈 화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이 인지하는 홈 화면 우선순위가 페이지 빈도 순위와 

유사하게 메인 페이지(전체 사용 빈도의 40% 발생)와 독(Dock)(전체 

사용 빈도의 31% 발생)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용 빈도 1위인 페이지가 66.7%(메인 페이지 50%+독 30%+그 외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사용 빈도 2위 페이지가 

20.0%를 보였으며, 그 외 페이지가 13.3%였다. 빈도 외의 이유로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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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형 위젯의 리마인드 기능의 중요성, 학습/교육 관련 객체의 강

제적인 중요성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여겨지는 페이지에 본인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주된 기능을 배치하고, 해당 페이지에 자주 접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홈 화면 공간이 그룹핑의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본인만의 유사성 기준에 의거해 앱을 유형화시켜 인지한

다. 이것이 그룹핑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크게 2가지 단위로 발생하는데, 

먼저 폴더로 앱을 묶어주는 폴더 그룹핑과 페이지를 하나의 폴더로 여

겨 앱을 모으는 페이지 그룹핑이 있다.  

 

스마트폰의 폴더 그룹핑이 데스크톱 폴더 메타포와 유사한 반면, 페

이지 그룹핑은 페이지를 객체를 담는 공간 단위로 인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사람들은 마치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이 배치된 형상처럼 

한 페이지를 폴더로 간주하고, 그 안에 유사한 객체를 배치한다. 이 경

우, 하나의 페이지에 적용되는 유사성 기준은 1개로 단일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즉, 하나의 페이지 안에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때 각 객체 그룹별로 위치를 달리하여 복수

의 그룹핑을 구분해주는 경우도 있다.  

폴더로 그룹핑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네이밍을 하는 비중은 30%

였다. 페이지 그룹핑의 경우 대체로 한 페이지 내부에 복수로 그룹핑 되

어 있었으며, 이미 그룹핑 된 폴더를 한 페이지에 모아 상위 개념의 메

타 그룹핑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홈에 위치한 그룹핑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기능적인 성격과 사용하

는 상황이 있다. 기능적인 성격은 뉴스, 음악, 쇼핑 등 명시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하는 상황으로는 출근길, 여행, 운동, 운전, 영어공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그룹핑은 한 번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앱을 모

아 스마트폰 사용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이며, 이는 하나의 앱을 수행

한 뒤 다음 앱으로 넘어가는 앱 간 네트워크를 암묵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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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도적으로 홈 화면의 공백을 활용한다. 

홈 화면 공백은 [표 19]의 홈 화면 내 배치 기준 중 정보량, 심미성, 

조작성과 관련되어 의도적으로 활용된다. 사용자는 홈 화면에 노출되는 

정보량을 조절하고자 일부 공백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공백은 

사용자의 미적 만족도를 충족시키면서 스마트폰의 물리적 조작이 편리

한 방향으로 설정된다. 

 

객체를 배치할 경우, 심미적 측면에서 인물이나 애완동물 등의 배경 

이미지를 가리지 않게 피해서 배치하거나, 이미지 색상에 따른 가시성, 

주변과 어우러지는 안정성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너무 많은 객체가 한 

화면 내에 위치하면 실제 앱을 찾을 때 어렵고, 실수로 다른 앱을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화면에 공백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의 미적 기준과 조작 방식이 다양하므로 홈 화면 배치 시 복합

적으로 적용되며, 2가지 이상의 기준이 상충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더 

중요한 기준에 따라 배치를 수행한다. 대략적인 배치의 경향성을 파악하

기 위해 홈 화면 내 객체 위치에 따른 히트맵을 그려본 결과, 객체를 화

면 하단부에 가로 형태로 배치하는 경향이 37.9%로 상단부 가로 형태인 

17.9%보다 두드러졌다. 

 

이러한 의도적인 공백의 다양한 기준과 맞물려 스마트폰 사용의 효

율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접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는지 실제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기반으

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앱 사용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커스터마이징 동기와 방식을 유형화하고 그 세부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보자면, 크게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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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을 정보 공간 관리 측면에서 해석 

먼저, 본 연구는 홈 화면이라는 기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앱이라

는 정보를 담은 객체가 위치하는 정보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보 관

리 활동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는 안드로이드 홈 화면 영역에서 개인 정보 관리(PIM)를 바라봄

으로써 기존 PIM 영역의 적용 범위와 의미론적 확장을 도모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홈 화면을 단순 인터페이스 UI 영

역에서만 다루던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그 분석과 인터뷰를 병행해 실제적인 커스터마이징 전략 도출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도 일상 환경에서의 사용 행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홈 캡처 화면과 앱 사용 로그를 토대로 설문과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였다. 

기존 스마트폰 홈 화면 구성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홈 캡처 화면만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불확실한 사용자 기억에 의존한 인터페이스 

UI 설문이 대다수였다. 그 외에 스마트폰으로 센싱 가능한 위치 정보 등

을 활용해 다음에 사용할 앱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기반의 연구도 활

발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추천 

시스템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도 홈 화면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비의도적이거나 

일시적인 배치도 상당수 존재하며, 배경 이미지를 고려한 심미적 측면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 없이는 판별이 불가하다. 또한, 

실제 자주 사용하는 앱이 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자주 사용하는 객체

를 홈에 배치한다는 기존 가설과 대치되기 때문에 배치 당시의 맥락과 

이유에 대한 별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용자가 어떤 전략으로 홈 화면을 관리하고 있으

며, 실제 사용자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정량적 

사용 로그와 정성적인 인터뷰를 병행해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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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단계별 유형화된 기준 제시 

본 연구는 기존 데스크톱 연구와 분리되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커

스터마이징 전략과 유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

은 홈 화면에 배치할 앱을 그 형태와 함께 정하고 이를 위치시키는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각 단계에서의 기준과 함께 파악하였다. 

이는 데스크톱을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던 바탕 화면에서의 객체 

배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만의 사용 맥락과 

물리적 폼팩터를 반영해 기존의 단편적인 요인 수준의 분석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별도의 전략과 기준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커스터마이징 기준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

고자 사용자가 배치한 결과물인 캡처 화면과 앱 사용 로그를 일차적으

로 가공하였다. 이 가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중을 파악하고자 인터

뷰를 수행했으며, 전 과정에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기준은 커스터마이징과 관련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영역과 서비스에 확장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컨셉 제공 

본 연구에서의 홈 화면 관리 전략은 스마트폰 홈 화면 효용성을 높

이는 인터페이스 설계에 직접 응용 가능한 실증적 가치를 줄 것이다.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제일 자주 접하는 홈 화면이라는 공간에 위치

시키는 앱의 종류와 형태를 비롯해 그 배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서비

스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용자 이해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 화면을 구성하는 배경화면, 아이콘 팩, 위젯 등을 갖

춘 런처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체계적인 UI/UX 설계

에 해당 컨셉을 응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홈 화면을 

구성하는지 파악해 적절한 기능과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다. 런처와

는 별개로 홈에 위치하는 위젯의 유형이나 형태를 그 배치 기준과 함께 

파악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은 위젯을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정보 관리 서비스 개발이나 다른 서비스 플랫폼 분야 외

에도 정보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환경을 갖춘 디바이스

에 잠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디바이스 자체의 화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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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나 사용처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당 맥락에 따라 본 연구의 

커스터마이징 유형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정성적 데이터 분석과 과정에서 타당도 획득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30명이라는 참가자 수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이다. 참가자 수가 

적어 개별 참가자의 맥락과 개인적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행태

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부족한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커스

터마이징 행태와 기준을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기존 홈 화면 배치에 관

한 선행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 또는 정성적 분석 중 하나에 치중된 경

향을 보였다. 바탕화면에서의 배치라는 유사성을 지닌 데스크톱 선행 연

구가 존재했지만, 스마트폰의 이동성(Mobility), 작은 스크린, 지극히 개

인화된 도구 등의 특징 때문에 기존 데스크톱 연구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각 기준을 도출하고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내적 

타당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유형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을 멀티의 

코더가 진행한다면 타당성 확보와 유의미한 결과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정량 데이터 분석에서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앱 사용 로그는 접근 방식이나 이를 사용할 때

의 맥락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를 보완해 유효 접근 

빈도를 필터링고자 사용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설문과 일부 데이

터 단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간접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실제 홈 화면

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로그 추적 앱의 기술적 보완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로그 추적 앱을 실제 어떤 경로(홈, 서랍, 알림창, 최근 화면, 팝업, 앱 

링크)를 통해 접근했는지 유형화해서 추적할 수 있게 한다면, 본 연구 

외에도 스마트폰 접근 전략과 관련된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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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stomizing Behaviors 

of Smartphone Home screen 
: Focusing on analysis of individual’s usage log data 

 

Kim, Sumi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martphone home screen is the start-up screen similar to the 

desktop main screen. This is the interface space that people can manage 

their information. People select objects like icons and widgets which they 

need and place these objects in the virtual space of the home screen for 

efficient use of smartphones. It means that preference based on the use of 

smartphone is reflected in their home scree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how people manage their information based on their icon 

arrangement patterns. 

 

In this study,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home screen is 

understood based on actual smartphone usage. In order to verify home 

screen customizing, the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exceptional 

behaviors were investigated and individuals’ home screen customizing 

model was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understand individual’s home screen customizing strategy, 



 

 86 

two kinds of researches (research A, B) have been conducted targeting 

Android OS smartphone users in their 20s and 30s.  

The research A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ndency 

of home screens configuration. In this purpose, captured home imag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ompositions of the home screens such 

as number of objects and their types. The research B was for overall 

understanding of customizing behaviors and this research involved 

preliminary research to refine the main research plan. In this researc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ndividual’s intention when they are organizing their 

home screen. The home screenshots and app usage logs were collected as 

quantitative data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online survey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customizing behaviors which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nly quantitative dat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found that people customize their 

home screen with main page that is mainly consisted of frequently used 

apps, as the center. Also, individual’s customizing behaviors have two 

phases that are generation of objects and arrangement. In the generation 

phases, people chose the apps that they want to approach to the home 

screen and decide the type of apps such as icons and widgets. Then, 

people placed these objects on the home screen considering arrangement 

standards. The app arrangement standards derived from interviews as 

follows: similarity, screen density (amount of information), aesthetic, 

physical operation, familiarity, distributed arrangement (with app drawer 

customizing)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results, we draw three strategies of 

home screen customization. These strategies are as follows: 1) the 

objects are arranged by the spacial priorities of the home screen, 2) 

Object groupings are performed by pages, 3) people take advan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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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ty space in the home screen intentionally.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how people customize their home 

screen and why with mixed approaches that are different from preceding 

researches. 

Academically, the study starts with regarding home screen as 

information space. This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formation overload with the use of sophisticated 

smartphone.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new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with mixed user research methodology and 

give standards of overall customizing behaviors. Moreover, these 

concepts could be applied to related industrial fields such as launcher 

interface design and widget service that is essential part of smartphone 

environment. 

 

 

 

Keywords : Home screen, Customiztion, Customizing stretagy, Log 

analysis, Arrangement standards,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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