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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인에게 캘린더는 개인의 일상을 예측하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일정 관리는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캘린더의 일정은 실제 일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캘린더의 계획과 실제 일상의 행동에는 

불일치(discrepancy)가 존재하며, 일상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간극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캘린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계획 

과정에서의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 일상과의 비교를 

통한 접근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캘린더의 계획과 실제 

일상과의 비교를 통해, 스케쥴을 세분화해서 바라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변화된 일상환경을 인식하고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에 대한 맥락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캘린더 일정과 실제 행동의 비교를 

통한 차이에 대한 규명, 둘째, 차이에 따라 일상 스케쥴의 유형을 

나누고 이에 대한 맥락적 특징을 확인, 셋째, 개인별 스케쥴 관리 

성향의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특징 규명, 을 목표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실험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실험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행동기록의 수집, 하루 일과표 

작성을 통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추가 맥락의 파악을 위한 



 

 

온라인 서베이가 병행되었고, 총 32명의 실험 참여자 대상, 

1주일동안의 캘린더 기록과 실제 행동 기록을 수집하여, 최종 

979개의 개별 스케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개별 스케쥴별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 구체적 행동기록이 수집되었고, 이것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 결과로 캘린더 기록과 실제 일상의 차이를 규명하여, 총 

4개의 세부 스케쥴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4가지 세부 스케쥴은 

유형에 다라 시간적, 공간적, 행동적 맥락정보를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개인별 비중의 차이에 기반하여, 6가지의 개인 

스케쥴링 성향을 규명하였다. 각각의 성향별 세부 스케쥴의 구성에 

따라 시간성향을 도출하였으며, 환경 맥락에 따라 시간성향의 변화 

정도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망되지 않았던 캘린더 기록과 실제 

행동간의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새로운 

기준의 세부 스케쥴과 개인의 성향을 도출하였다는 점, 그리고 

계획과 실행의 비교를 통해 시간성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캘린더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실험 방법의 설계에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사용자 로그의 수집을 통해 기존 방법을 보완하며,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일정 관리, 디지털 캘린더, 계획과 실제의 비교, 로그 수집, 

시간 성향 

학   번 : 2011-2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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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의 캘린더는 개인의 일상을 손쉽게 담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다. 2013년 4월 기준 모바일 앱 

이용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전체 어플리케이션 대상 도달률 1 

순위에서 안드로이드 캘린더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닐슨 

코리안클릭, 2013) 그만큼 캘린더는 대표적인 개인화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기준 67.6%에 이르는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언제 어디서나 캘린더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게끔 하며 

디지털 캘린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력과 조정이 용이해졌으며, 또한 스마트 기기간의 연동을 

통한 클라우드 환경의 대두는 디지털 캘린더간의 연동(Sync)과 

사용자 간의 공유(Sharing)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디지털 

캘린더의 폭넓은 사용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이제 디지털 

캘린더는 개인이 일상의 환경을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캘린더에 담긴 이벤트 계획과 실제 행동 

                                            
1 국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특정 앱을 집계 기간 내 한번이라도 실행

한 이용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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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불일치(discrepancy)가 존재한다. 접근성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입력과 조정과정은 더 용이해지고, 타기기와의 연동, 

타자와의 공유와 같은 추가 기능이 더해졌음에도, 왜 여전히 이러한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키워드로, 일상환경의 다변화와 

개인 시간성향의 세분화를 꼽을 수 있다(Palen, 1999) 먼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촉발은, 일상환경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기존 경계를 허물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소비와 생산의 

공간으로 양분되었던 집과 회사의 공간적 구분은, 다양한 

복합공간의 등장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며 다양한 비공간(non-

place)이 출현하고 있고(Auge, 1995), 주중 하루의 대표적인 

시간적 경계를 구분하는 출퇴근 시간 또한 유동적으로 변해가며, 

하루의 시간구분, 주중과 주말의 구분된 시간개념을 무너뜨리고 

시간 환경을 다변화시킨다.   

 

전통적인 시공간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개인의 일상환경 속 

생활패턴과 성향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하였다. 개인의 생활패턴 

또한 각자의 환경에 맞게 바뀌고, 스케쥴을 구성하는 개인의 계획 

성향 또한 그 유형이 다양화됨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유사한 

시공간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는 개인의 서로 다른 

성향에 따라 캘린더에 계획하는 밀도나 입력 정보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캘린더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변화된 

환경적 맥락과, 세분화된 개인의 시간 성향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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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종이 캘린더부터 디지털 캘린더, 나아가 

모바일 캘린더로 발전하였지만, 도구로서의 디지털 캘린더는 분명 

다변화된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일상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캘린더에 담긴 일정과 실제 행동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캘린더와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디지털’이 가져올 수 

있는 기능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캘린더에 

입력된 기록과 실제 행동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디지털 캘린더와 관련되어 널리 인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특정 

집단의 캘린더 활용에 대한 관찰과 분석(Karlson, 2009), 서로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교차활용에서의 캘린더 선택 및 

활용(Oulasvirta et al, 2007), 또는 기록의 입력(input)과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한 디자인 제언(Neustaedter et al, 

2006)과 같이, 그 미시적인 기능의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캘린더 기록과 실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특정 공간 내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환경의 다변화와 성향의 세분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캘린더를 통한 스케쥴 관리에 있어서, 

다변화된 일상환경과 세분화된 일정관리 성향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변화된 일상환경과 개인의 성향에서도 

일정한 흐름 또는 패턴이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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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변화된 환경과 개인의 성향이 일정관리 계획과 

실제의 차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스마트폰 캘린더의 계획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규명이다. 

실제로 그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상세하게 이를 

분류한 접근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캘린더 기록과 실제의 행동기록을 수집,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따라, 다변화된 일상환경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한다. 

둘째, 계획과 실제의 차이에 따른, 스케쥴링 성향의 유형화이다. 

계획과 실제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유사한 패턴끼리의 그룹핑을 

통해 사용자의 일정관리 성향을 나누어 볼 것이다. 유형별 일상환경 

요소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유형별 스케쥴의 분포에 기반하여 시간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상환경 맥락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연구배경으로,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스마트폰 

캘린더가 실제 행동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 이를 

규명하고 환경요소와 성향의 세분화를 규명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계획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 다학제적 선행연구에 대한 접근을 통해, 원인과 영향에 대한 

핵심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제3장은 연구문제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초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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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연구방법으로, 실험 연구방법의 설계방법과 실험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제5장은 연구결과로,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각 연구문제에 대한 소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계획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현상과 세부요인을 살펴본 연구의 요약과 의의에 근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진행을 위한 제언으로 맺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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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먼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캘린더에 기록된 스케쥴’과 

‘실제 행동한 스케쥴’ 두 가지 관찰 대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시작하고자 한다. 일정관리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스케쥴의 대상을 ‘미래의 일정 중 기억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캘린더에 기록한’ 전자로 바라보고 있다(Payne, 1993) 반면, 실제 

이루어진 행동에 따른 후자의 개념은 일정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정의나 구분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적 접근으로, 

반복되는 삶의 장이 다중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성’(Lefebvre, 

1985) 의도적으로 계획한 정보행동이 아닌 습관적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의 ‘Way of life’ (Savolainen, 1995) 등이 

있으나, 두 개의 개념 모두 다루는 대상의 범위가 넓고 일정관리 

관점에서의 ‘실제 스케쥴’에 대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캘린더에 기록된 스케쥴과 실제 행동한 

스케쥴의 수집을 통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스케쥴에 

대해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첫째, 

시간적 전후 관계를 비교하자면, 캘린더의 스케쥴은 특정 이벤트 

이전에 계획된 스케쥴이며, 행동 스케쥴은 이벤트가 발생한 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록된 의도에 따라서는, 캘린더의 

스케쥴은 미래의 이벤트에 대한 일정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한 스케쥴인 반면, 행동 스케쥴은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에 대한 

결과적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벤트의 연속성 측면에서 

캘린더 스케쥴은 부분적인(discrete) 이벤트의 합으로 이루어진 

반면, 행동 스케쥴은 모든 행동이 연속적으로 기록된(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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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이다. 정리하자면, 캘린더 스케쥴은 ‘사전에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적인 이벤트’로 구성된 스케쥴이며, 실제 행동 

스케쥴은 ‘행동으로 구현된 모든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스케쥴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기반, 미리 

기록된 전자의 스케쥴을 ‘Programmed Schedule’(P-스케쥴), 

행동으로 구현된 기록인 후자의 스케쥴을 ‘Actualized 

Schedule’(A-스케쥴)로 정의하고, 앞으로 본문에서 각각 P-

스케쥴과 A-스케쥴로 언급하고자 한다.2 

 

표 1. P-스케쥴과 A-스케쥴의 개념적 정의 

P-스케쥴 

(Programmed Schedule) 
 

A-스케쥴 

(Actualized Schedule) 

캘린더에 기록된 스케쥴 설명  행동으로 구현된 스케쥴 

이벤트 이전에 계획된 시간성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의도성 의도와 상관없는 기록된 

부분적인(discrete) 

이벤트로 구성 
연속성 

연속적인(continuous) 

이벤트로 구성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은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discrepancy)에 대해 각각 미래예측기억, 디지털 캘린더의 

특성, 스케쥴링 요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차이 파악을 위한 

스케쥴 수집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로, 캘린더를 통한 P-

스케쥴의 발생을 미래예측기억 행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계획과 
                                            
2 (이재현, personal communicatons, Jul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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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차이를 이론적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종이 

캘린더에서 디지털 캘린더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기술에 따라 

발전해온 배경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캘린더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하고,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셋째로, 스케쥴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별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P-스케쥴과 A-스케쥴을 수집하고, 

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프레임워크(framework)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선행연구의 프레임워크 

 

 

제 1절 미래예측기억 장치로서의 캘린더 

 

캘린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은 미래를 기억하는 특징에 

있다(Payne, 1993) 아는 미래에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기억,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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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계획기억(Prospective Memory)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다양한 미래의 행동과 일상에 대한 계획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체계의 하나이다. (곽호완 외, 2008) 우리의 기억체계(Memory 

System)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첫 번째는 1초 전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각 기관에 주어진 그대로의 흔적을 저장해두는 

감각기억(Sensory Memory), 두 번째는 새로운 기억의 삽입 전에 

15~30초 정도 짧게 지속되는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그리고 세 번째가 몇 분에서 몇 시간, 몇 일, 몇 달에 이르기까지 

기억하는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이다. 미래예측기억은 

장기기억에 속하며,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 (Tidwell, 2010) 이러한 외부 자극 장치로서 캘린더가 

작용하는 것이다. 

 

미래예측기억을 통한 계획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Payne(1993)은 다음의 구조도를 통해 크게 스케쥴화하는 

부호화(encode) 단계와 이를 상기하여 기억을 불러오는 

회상(recall)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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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래예측기억 행동 구조도 

 

Payne의 모델에 따르면, 미래예측기억에 따른 행동은 계획에 

대한 의도 형성(form Intention)이 스케쥴 설정으로 이어지는 

부호화(encode) 단계와, 환경적 요소 또는 다른 자극에 의해 

계획의 상기(recall intention)가 이루어져, 실행으로 이어지는 

회상(recall)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벤트의 의도성(intentions)과 이벤트의 

기록성(documentation)이다. 첫째, 의도성 축은 특정 이벤트가 

계획적으로 의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의도된 

이벤트(intended event)는 미래예측기억의 부호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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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에 포함되어 회상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벤트(unintended event)는 부호화 단계에서 기록될 수 없고, 

이를 인지한 순간의 주위 환경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회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기록성 축은 미래예측기억의 부호화와 

회상을 돕는 관리도구에 기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기록된 이벤트(aided event)의 대표적인 것이 캘린더에 기록된 P-

스케쥴이다. P-스케쥴은 캘린더에 부호화되어, 이는 계획자에게 

상기되며 회상을 돕는다.  

 

여기에서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의도성과 

기록성을 두 축으로 설정하였을 때, 캘린더의 P-스케쥴은 의도되어 

기록된(intended/aided) 영역에 속하지만, A-스케쥴에서는 

의도되지 않은(unintended) 이벤트들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모든 

의도된 기록들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Payne, 1993) 인지하고 

의도한 이벤트 중에서도 캘린더에 기록하지 않는(intended/unaided) 

이벤트는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래계획기억 관점에서 이벤트의 의도성과 기록성에 따라, P-

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가 아래 <그림 >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함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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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벤트의 의도성과 기록성에 따른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 

 

 

제 2절 디지털 캘린더의 특성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는 캘린더의 형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종이 캘린더에서 디지털 

캘린더에 이르기까지 캘린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24시간, 365일 기준의 캘린더가 정립되어 사용된 것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그레고리력부터였다(Richards, 1999) 그 

이후부터 정립된 종이 캘린더는 공통의 시간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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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와 형태가 유지되며, 큰 변형 없이 활용되어 왔다. 개인의 

일정관리를 돕는 도구로서 일률적으로 활용되어 온 캘린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범위가 다양해진 것은 디지털 캘린더의 

등장과 함께였다 (Tomitsch et al, 2006) Kelly & 

Chapanis(1982)는 다양한 직업 군의 캘린더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 

스터디를 통해 디지털 캘린더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Bullen 

& Bennett(1990)은 그룹웨어로서 공유되어 활용되는 캘린더가 

업무 경험에 미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디지털 캘린더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정 집단의 

캘린더 활용에 대한 관찰과 분석(Karlson, 2009), 서로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교차활용에서의 캘린더 선택 및 활용(Oulasvirta 

et al, 2007), 또는 기록의 입력(input)과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한 디자인 제언(Neustaedter et al, 2006)과 같이, 어떻게 디지털 

캘린더 시스템과 기능적 측면에서 어떻게 더 용이하게 계획을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을 지와 같은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캘린더의 등장에 따라 모빌리티의 증가, 

플랫폼간의 공유와 싱크(sync)에 대한 흐름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종이 캘린더에서 디지털 캘린더로의 전환 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적 탐색성(browsability)의 증가라는 점이다(Payne, 1993) 

시간을 인지하는 뷰(view)가 고정되어 있는 종이 캘린더 대비, 

디지털 캘린더에서는 시간의 축을 하루(day)부터 일주일(week), 

월(month)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색성의 증가는 부호화되어 캘린더에 입력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벤트들이 다시 회상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주었다. 이러한 회상 기회의 증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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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alarm)으로 대표되는 전자 상기장치(electronic reminders) 

또한 크게 작동한다. 종이 캘린더 대비, 디지털 캘린더는 객관적인 

디지털 시간 정보와 바로 연결되어, 시간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Payne, 1993) 특정 시간에 따른 디지털 캘린더의 

알람은 개인의 일정관리에서 시간에 대한 관리력을 보다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캘린더의 알람을 통한 미래예측기억의 회상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작 또는 종료 시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llis(1988)는 시간의 통제(temporal constraint) 정도에 따라 

이벤트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pulses’와 

‘steps’가 그것이다. ‘pulses’는 특정한 시간에 맞춰 반응하는 

이벤트로, 시작시간 또는 종료시간이 객관적 시간에 맞춰 설정된 

이벤트이다. 일상의 이벤트 중 비교적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수업과 

강의,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해 ‘steps’는 

보다 더 시간적으로 유동적인 이벤트로, 특정한 시간 설정 없이 

대략적인 시간대만 설정한 이벤트를 의미한다. 시간에 대한 디지털 

캘린더 알람의 통제력은 이러한 ‘steps’ 시간 성향의 

이벤트에서는 알맞게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디지털 캘린더에서 공간의 구현력(spatial 

representations)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디지털 캘린더는 기존 

종이 캘린더 대비, 시간적 탐색성을 높이고 알람과 같은 장치를 

통해 시간에 대한 개인의 통제정도(temporal constraint)를 일부 

높였지만, 공간적 맥락은 그 시스템적 측면에서 특별한 개선 또는 

변경사항 없이, 미래예측기억의 부호화와 회상 단계 모두에서 



１５ 

 

약화되었다 (Payne, 1993) 그룹 캘린더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공동의 업무공간(shared workplace)의 성격에 따라 캘린더 

사용행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Palen, 1999 

/ Neustaedter et al, 2006) 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 특징은 

캘린더를 통한 일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디지털 

캘린더에서는 시간의 탐색성에 묻혀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캘린더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는 모빌리티(mobility) 

환경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고정성과 제약이 

줄어들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캘린더를 통해 일정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간적으로 유동적인 ‘steps’이벤트는 더욱 

늘게 될 것이고, 공간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것이나, 이에 

반해 이를 담는 디지털 캘린더와의 간극은 더욱 늘게 될 것이다. 

일정관리 도구로서의 전반적 일정의 구현력(representational 

capability)의 한계는, 앞서 살펴본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시공간적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제 3절 일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Palen(1999)은 개인 

사용자(individual user), 사회조직적 환경(socio-organizational 

environment), 기술(technology)로 구분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이들 개별 요소에 대해 살펴보며, 각 요소별 P-스케쥴과 A-

스케쥴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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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점 

 

기술(technology)은 종이 캘린더에서 디지털 캘린더, 나아가 

모바일 캘린더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캘린더, 모빌리티 환경으로의 변화는 시간적, 공간적 탐색성과 서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시간적 탐색성은 개인 사용자(individual 

user)의 시간 인지 성향과, 공간적 탐색성은 사회조직적 

환경(socio-organizational environment)와 연계된다. 

Sahay(1999)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일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개인의 

시간에 대한 인지는 어떤 성향으로 구분되며, 성향별 P-타임과 A-

타임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모빌리티 환경에서 공간의 

세분화는 어떻게 나타나며, 캘린더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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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성향의 세분화 

 

홀(Hall, 1983)은 시간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간 성향(Time 

sense)성향을 모노크로닉한 단일 시간성(Monocronic Time, M-

타임)과 폴리크로닉한 복합시간성(Polychronic Time, P-타임)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시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문화적 

차이에 기반해 규명하며, 일을 각각 분리된(discrete) 항목으로 

나누어, ‘한번에 한가지씩’ 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짜는 북유럽식 

방식과, 몇 가지 일을 연속적(continuous)으로 한꺼번에 하는 

지중해식 모델이 있다고 하였는데, 전자는 M-타임, 후자는 P-

타임으로 구분하였다. 

 

M-타임은 모노크로닉한 시간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로 

본다. 하루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분, 초로 구성되며 

개인활동과 사회생활은 시간을 철저하게 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작동한다. M-타임 성향에게 일정관리는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류체계로서 이용된다. 반면 P-타임은 스케쥴을 정하거나, 미리 

정해진 일정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와 완성된 업무처리를 

중시한다. 약한 시간의 고정성에 의해 모든 스케쥴은 늘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시간 사용, 관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행동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Raquel, 2011) M-타임 성향의 

개인은 한번에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P-타임 

성향의 개인은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멀티태스킹 성향이 강하다. 

 

시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시간성향은 캘린더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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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Lee, 2003) M-타임은 단일적 

시간에 따라 일을 배치하고 실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캘린더를 

사용한 일정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캘린더를 적극 사용한다. 반면, P-타임을 따르는 

개인들은 시간을 조정하여 일정에 배치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주어진 시간에 상대적으로 여러 일들을 번갈아 가며 하는 P-타임 

성향에게 사전에 스케쥴을 촘촘히 배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Lee, 2003)  

 

여기에는 일정관리 도구로서의 캘린더가 모노크로닉한 

시간성향의 도구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캘린더를 통한 일정관리는 

24시간의 배분에 따라 일정을 배치하고, 알람 등의 장치를 통해 

이를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부터 

단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M-타임 성향의 시스템이 

활용되었으며(Lee, 1999), 업무 중심적(task-oriented) 효율성을 

위해, 객관적 시간에 의해 통제된 모노크로닉한 시간관리 시스템이 

활용되어 왔다(Thompson, 1967 / Schein, 1992) 이러한 M-타임 

성향의 도구적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Barley는 

실증적 관찰을 통해 M-타임, P-타임 서로 다른 시간 성향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관리도구를 썼을 때, M-타임 성향이 업무의 

소요시간(duration), 연속적인 업무(sequence) 등에서 나아짐을 

확인하며 디지털화에 따른 M-타임 성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P-타임 성향의 개인과 M-타임 성향 도구로서의 

캘린더의 차이에 따라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Barley(1988)는 이를 

‘시간적 비대칭도’(Temporal asymmetry)로 정의하였다. 

캘린더는 년, 월, 일과 같은 시간적 단위에 기반한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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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hierarchical structure)의 시간에 의한 ‘전통적인 

타임라인’(conventional timeline)을 가지고 있는 반면, P-타임 

성향의 개인은 보다 더 주관적인 묘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의 시간에 의한 ‘개인화된 타임라인’(personal 

timelin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린더에서는 개인화된 

타임라인의 내러티브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올바른 시간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이는 디지털 캘린더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Payne, 1993) 

 

 

2. 시간 성향의 측정 

 

이처럼 P-타임, M-타임으로 구분되는 시간성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시간성향을 제시한 Hall(1983)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해당 문화권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life 

style)에 기반한 정석적 관찰과 판단을 통해 이를 구분하였으나, 

미시적인 집단 내에서 단기간의 관찰기간 동안 이를 측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Hall은 두 가지 성향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완전히 

구별되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Hall, 1983), 이후의 연구들은 개인의 시간 성향은 

M-타임 또는 P-타임으로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Degrees of polychronicity)가 있음을 언급하였다(Bluedorn 

et al, 1992) Bluedorn(1992)는 이러한 성향이 연속체 

형태(Monochronic/Polychronic Time Use Continuum)로 있음을 

언급하며, 개인들은 맥락에 따라 성향의 정도가 조금씩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２０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개인의 시간성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론들이 고안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AI(Polychronic Attitude Index) (Kaufman and Lindquist., 1991) 

방법이다. 이는 P-타임 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행, 평균 점수의 정도를 통해 개인의 

P-타임 성향을 파악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PAI3(Polychronic Attitude Index 3) (Kaufman-Scarborough 

and Lindquist, 1999), MPAI3(Modified Polychronic Attitude 

Index 3) (Lindquist et al., 2001), 그리고 PMTS(Polychroni-

Monochronic Tendency Scale) (Lindquist and Kaufman-

Scarborough, 200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P-타임의 경향을 지시하는 

설문항목을 제시, 이에 대해 5점 또는 7점 척도로 응답하게끔 하여, 

이에 따른 P-타임 성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PMTS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Lindquist and Kaufman-Scarborough, 2007) 

 

표 2. PMTS(Polychroni-Monochronic Tendency Scale) 설문지 

다음의 5가지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성향과 가장 맞는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1. 나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선호한다 

매우 아니다(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 
2. 나는 실제로 평소에도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편이다  

매우 아니다(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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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매우 아니다(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 
4. 나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매우 아니다(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5. 나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조금씩 계속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것을 좋
아한다 
. 
매우 아니다(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가설문응답을 통한 시간성향의 측정에는 

여러 한계점이 발견된다. 첫째, 실증 기록이 아닌 주관적 회상과 

선호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 결여이다. 둘째, 다섯 개의 설문 

문항만으로 개인의 시간 성향을 구분하기에는 설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드시 시간성향의 파악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계획과 실행 기록의 비교가 필요하며, 이는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수집 및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타임은 P/A 스케쥴이 일치하고, P-타임은 스케쥴에 

차이가 난다는 성향에 따라, P-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해, 

P-타임/M-타임 시간성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공간 정보의 세분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공간의 세분화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이동성은 모바일 미디어의 ‘탈가내화(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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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ation)’를 통해, 사적 영역(private sphere)으로서의 

가정과 공적 영역(public sphere)로서의 공간을 구분하였고(이재현, 

2012, 재인용) 기존의 전통적 장소와는 구분되는 비장소(non-

place)(Auge, 1995)가 등장하였다. ,  

특히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공간간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만 행해지던 행동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라는 고유의 행동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술적 조건이 뒷받침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공간의 

의미가 재배치되고, 작업과 공간이 분리되는 공간 변위(displacing 

place) 또한 촉발된다(Kleinman, 2007) 현대인들은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과 더불어, GPS 정보의 이용, 증강현실,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되며, 개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공간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임지영, 2012) 

공간정보의 세분화와 이에 대한 환경통제감의 증대는 곧, 공간 경험 

자체가 내러티브화되어 공간의 전유(appropriation)로 이어져(Bull, 

2005) 공간을 스스로 제어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다는 맥락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의 세분화 대비, 

캘린더에는 공간정보의 세분화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개인의 

공간에 대한 전유 또한 불완전하다. 캘린더는 기존의 절대적 

시간관념에 따라 구성되며, 현대인은 고착화된 시간성에 다른 

맥락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독립되지 못하고 

행동 맥락의 일부로 캘린더에서 인식되며, 이는 캘린더를 통한 

계획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캘린더에 공간적 정보를 입히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Chen et al, 2012), 환경의 세분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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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또한 세분화되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4절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수집과 측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는 디지털 

캘린더와 모빌리티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발생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스케쥴의 수집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1. 기존 방법론의 검토 

 

캘린더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록된 캘린더의 이미지 캡쳐(Lee, 1999) 또는 

공유(sharing) 기능을 활용한 기록의 수집(Oulasvirta et al, 

2007)을 통해 캘린더의 P-스케쥴을 수집하였다. 특히 모바일 

캘린더의 활용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캘린더 

화면의 전유(appropriation)을 가능케 함으로써, P-스케쥴의 

확인과 조정, 공유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였다 (Birnholtz, 2012) 

  문제는 A-스케쥴의 수집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의 

시간과 공간은 점점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비교적 정형화된 

고정된 패턴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맥락이 발생하며 기존의 

시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재규정되면서 총체적인 환경과 행동의 

수집 없이는 다변화된 일상환경과 이에 따른 세분화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줘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간조사표’를 포함한 서베이 방법을 주로 활용해왔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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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일일시간표 활용이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시간활용에 대한 

행동연구와 삶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별 10분 단위에 따라 

주요 행동과 함께한 사람, 공간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하는 

시간조사표를 통해 활용해 왔다. 미디어 활용의 리듬분석 관련 

연구에서도, 미디어의 시공간 맥락에 따른 총체적 패턴과 

리듬분석을 위해 일일 시간조사표를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였고(황용석, 2004) 특정시점의 호출을 통해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과 행동을 기록하게금 하는 표본 방식(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을 제안하고 있다(김병선, 2004) 

 

하지만 시간조사표나 표본 추출 방식의 경우, 시간과 공간 맥락의 

정밀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발생한 행동이 아닐 

경우, 정확한 정보의 회상이 어렵고, 표본 추출시 연속적 시간의 

맥락이 끊겨 총체적인 일상환경의 관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단일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실험 참여자의 주관적 응답에만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로그의 수집과 분석 

 

기존 전통적 조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로그 분석(log analysis)를 활용고자 하였다. 

로그(log)는 ‘사용에 의해 형성되는 데이터’(이중식, 2012)로 

디지털 미디어 장치는 그 자체가 로그를 수집하는 새로운 

측정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모빌리티 환경과 

디바이스로 인한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를 수집하고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가 측정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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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데이터(data)를 기록하게 

된다. 스마트폰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특징상 물리적으로 항상 

몸에 소유하고 다니는 인접기기(proxy media)의 특징상, 별도의 

주기적 기록이 필요한 전통적 조사방법론과는 달리 개인의 총체적 

활동 데이터를 담고 있는 측정 장치로 작용한다.  

 

이중식(2012)은 개인의 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단말에 기계적으로 

쌓이는 자동로그(automatic log), 둘째, 자동로그 기능을 일부 

변형시켜 보고싶은 로그를 만들어내는 변형로그(modified log), 

그리고 사진, 문자, 이메일 등의 데이터별 메타데이터(meta data)가 

그것이다.  

자동로그는 디바이스가 시스템 운영과 보수를 위해 남기는 

기계적 기록으로, 모든 상황과 행동 정보를 가장 방대하게 담고 

있지만, 이를 디바이스에서 찾기 어렵고 찾는다해도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환작업이 필요하다. 변형로그는 특정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동로그 대비 그 수집이나 해석, 변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부가정보로, 이는 디바이스와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만큼, 

분석하려는 특정 데이터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스케쥴의 시간과 공간 정보의 측정을 위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이를 통한 

변형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GPS의 지속적 

트래킹을 통해서 시간, 공간 정보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능하고(Whipple, 2009) 이를 활용한 변형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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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다. 

 

 

제 5절 소론 

 

지금까지 캘린더 계획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한 소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차이는 미래예측기억 관점에서 

캘린더에 기록되었는가(기록성), 사전에 의도한 

스케쥴이었는가(의도성)에 의해 구분된다. 

둘째, 종이캘린더에서 디지털 캘린더, 모빌리티 환경으로 

변화하며, 시작과 종료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느슨한 이벤트는 

캘린더에 적용되기 어려워졌으며, A-스케쥴의 공간정보 또한 P-

스케쥴에는 비어 있다. 

셋째, 일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적 관점에서, 개인의 

시간성향과 도구의 성향 차이가 발생하는데, M-타임 성향의 

캘린더를 P-타임 성향의 개인이 활용할 때 심화되어 나타난다. 

넷째, 시간성향의 측정은 주관적 회상과 설문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비교한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빌리티 환경에서 세분화된 시간, 공간, 행동 맥락의 

파악은 스마트폰의 시공간 정보의 수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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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 

 

제 1 절 연구 문제 

 

선행 연구의 개념과 소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캘린더 

계획과 실제 행동의 비교를 통한 일치와 차이에 따른 스케쥴의 

세분화에 대한 것에 초점을,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세분화된 

스케쥴의 비중에 따른 개인의 성향의 유형화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 1. 캘린더 계획과 실제 행동의 비교를 통해, 스케쥴은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먼저 캘린더 계획과 실제 행동의 차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캘린더와 실제 행동 각각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일치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스케쥴의 유형을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세분화된 스케쥴은 각각 어떠한 맥락적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세분화된 스케쥴의 유형별, 서로 구분되는 

어떠한 맥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화된 

스케쥴별 맥락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시간, 공간, 행동적 맥락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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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공간의 구분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3 

행동의 구분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세분화된 스케쥴별 비중에 따라,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세분화된 스케쥴 

유형이 개인별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기준으로, 스케쥴 관리 

성향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 유형화된 스케쥴 관리 성향은 각각 어떤 시간성향을 

나타내며, 맥락별 구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에서는 <연구문제 3>에서 도출된 각각의 스케쥴 

관리 유형별, 세부 스케쥴의 비중에 따라 M-타임/P-타임 

시간성향을 파악하고, 시간성향이 시간, 공간, 행동 맥락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1. 

각 유형별 M-타임과 P-타임은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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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2 

시간, 공간, 행동 맥락별 M-타임/P-타임 시간성향은 어떤 

비중으로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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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방법 

 

1. 실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실험 연구방법이다. 실험 참여자는 

사전에 실험 가이드라인의 숙지를 통해 방법을 인지하고, 7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참여하였다. 실험참여는 매일 일단위로 

반복되었으며, 하루의 실험진행은 로그 수집, 미디어 다이어리 수집, 

사후 온라인 설문 3가지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7일간 매일 일과의 종료시, 당일의 로그와 작성된 

미디어 다이어리를 전송하도록 가이드하였다. 당일의 로그는 

캘린더에 기록된 P-스케쥴과, 스마트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제 물리적 이동 A-스케쥴 2가지로 나뉘어 수집되었으며, 

A-스케쥴의 행동 맥락 정보의 보강을 위해 당일의 일과표와 

행동을 적는 미디어 다이어리를 병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매일 총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다음날에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날의 주요 스케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P-스케쥴 로그 수집  

 

스마트폰 캘린더에 기록된 P-스케쥴의 수집에는 두 가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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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첫번째로는 캘린더 내의 공유기능을 통해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연구자의 계정으로 캘린더를 공유한다면 실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쉽게 실험 참여자의 P-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캘린더의 개인화된 정보의 특성상, 공유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실험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뷰(view)의 공유가 아닌 

프라이버시의 침해 느낌을 받을 수 있기에, 한시적인 기간이라도 

캘린더 로그를 공유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자에게도 실험 참여자 여러 명의 캘린더 기록을 각각 공유받는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캘린더 일정기록 

이미지의 스크린 캡쳐를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캘린더는 

각 세부 스케쥴별 내용과 시작시간, 종료시간에 대해, 캡쳐한 

이미지만으로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험 

참여자에게도 매일 캡쳐 이미지를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다른 로그 기록들과 더불어 보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험 참여상의 

큰 부담은 없었고, 캘린더 전체의 공유가 아닌 캡쳐 이미지의 전송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가 훨씬 적었다. 

 

실험 참여자는 평소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캘린더를 사용하고, 

당일의 캘린더 기록을 스크린 캡쳐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캘린더의 종류에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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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폰 스크린 캡쳐를 통해 수집된 P-스케쥴 

 

 

3. A-스케쥴 로그 수집 

 

실제 일어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시공간 

로그(log)수집과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이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하루의 시공간 변화 로그 수집은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공해주나,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의 수집은 어려웠다. 

이에 피실험자가 시공간 로그를 토대로, 하루의 구체적인 행동 

일과표를 작성하게끔 하는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법이 병행되었다. 

 

3-1. 시공간 로그(log) 수집 

 

앞서 이론적 배경의 로그수집에서 언급하였듯이 스마트폰은 

다양한 로그의 수집이 가능한, 그 자체가 측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GPS를 통한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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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은 이동시에도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만큼, 스마트폰의 이동정보는 곧 실험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로그가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파악된 시간에 따른 공간의 이동 정보는, 실제 구체적인 

행동을 수집하기 위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시에도 실험 참여자의 

회상을 돕는 맥락정보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정보의 변형로그(modified log)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무브스(MOVES)’를 활용하였다.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은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GPS 위치정보의 측정을 통해, 머무른 공간과 

이동한 동선으로 움직임을 나누어 구분해주는 

라이프로깅(lifelogging) 서비스이다. 3   또한 가속도 센서를 동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이동속도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공간의 

배치가 정교하게 매칭되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공간 

장소에 대해서는 소셜 POI(point of interest)의 연동을 통해 

구체적인 공간정보의 입력도 가능하여, 보다 상세한 공간 로그의 

수집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시공간 로그의 요약(summary) 

기능은 24시간의 시간 흐름에 따른 공간정보의 변동을 

이미지화하여 손쉽게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스케쥴의 시공간 

정보 수집에는 매우 알맞았다. 

 

실험 참여자는 실험 기간 이전에 미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소셜 POI 입력과 요약정보 공유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가이드하였다. 아쉬운 점은 실험 당시 

                                            
3 http://www.moves-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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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가 아이폰 단말기 대상의 iOS 운영체제용으로만 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험의 참여 대상자는 부득이하게 아이폰 단말기 

사용자로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림 6.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시공간 로그 

 

3-2.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스마트폰 캘린더의 캡쳐 이미지를 통해 P-스케쥴을 수집하고,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스케쥴의 시공간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이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A-스케쥴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은 객관적인 시공간 로그를 수집할 수는 

있었지만, 해당 시공간에서 실제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스마트폰의 로그 형태로 수집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공간의 이동 

없이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는, 해당 공간에서의 세부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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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A-스케쥴의 재구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세부적인 행동 기록을 위해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미디어 다이어리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간에 따른 리듬과 행동 분석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에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활용된 미디어 다이어리의 형식과 내용을 

차용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0분 단위의 기록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루의 일상을 구분해야 했기에, 7일간의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실험 참여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미 기본적인 시공간 정보는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이 가능했기에, 간소화된 미디어 다이어리 

템플릿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4시간의 주기적 시간 구분을 기준으로 한 원형의 ‘하루 

일과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일과표는 익숙한 원형 시계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별도의 사전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험 

참여자에게도 로그 수집과 미디어 다이어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 가이드라인 제공시, 

템플릿을 공유하기는 하였지만, 굳이 이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게 되면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기록의 수집과 재구성이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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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루 일과표 작성을 통한 행동 정보 수집  

 

4. 사후 온라인 설문 방법 

 

앞서 수집된 P-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해서 개인별 

주요 스케쥴을 구성한 후, 각 스케쥴별 수집 정보 외의 추가 맥락 

정보의 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 방법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어제의 주요 일정 목록을 받고, 이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때 주요 일정별 발생시간, 공간 및 행동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난 일의 회상 과정에서 

기억의 휘발로 인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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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메일을 통한 사후 설문조사 

 

 

제 2절 실험 

 

1. 파일럿 실험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진행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를 확인하고,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파일럿 실험 기간은 2013년 5월 2일 

목요일부터 5월 5일 일요일까지 진행하며, 주중과 주말 동등하게 

진행되었다. 파일럿 실험 참여자는 총 6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3명씩 같았으며, 직장인 5명과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되어 4일간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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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실험을 통해, 본 실험의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이슈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었다. 

첫째, 캘린더의 사용과 관련된 스크리닝 기준을 추가하였다. 

리쿠르팅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캘린더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선정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캘린더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험 참여자의 경우 P-스케쥴이 전무하여, A-스케쥴과의 비교를 

통한 세부 스케쥴의 유형 도출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쿠르팅 과정에서 스크리닝 

문항을 추가하였다. 평소 캘린더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리쿠르팅일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캘린더를 살펴보며, 입력된 스케쥴의 개수를 요일별로 

입력하게 하였다. 최소한의 스케쥴 개수가 입력되지 않은 실험 

참여자는 리쿠르팅에서 제하였다. 

둘째, P-스케쥴과 A-스케쥴 모두 주중과 주말의 패턴이 다르고, 

또한 요일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중 5일과 주말 

2일을 포함한 연속적인 7일의 실험기간을 설정하였다. 파일럿 실험 

기간에도 첫째날 실험참여를 통해 익숙해진 후에는 습관화되어 

손쉽게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7일의 

실험기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직업에 따라 A-스케쥴의 구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본 실험에서는 직장인과 학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리쿠르팅하고자 

하였다. 직장인과 학생은 모두 예측되는 기본 일상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실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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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 가이드 준비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 참여자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매일 보내야할 기록은 캘린더 스크린캡쳐,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의 요약정보, 하루의 일과표 작성 3가지로 결정되었다. 

실험이 진행되며 습관화되어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등, 실험 초반의 학습 장벽이 있을 수 

있었기에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실험 가이드의 내용은 사전 세팅과 본 실험 참여 2가지로 

구성되었다. 사전 세팅에서는 A-스케쥴의 시공간 로그 수집을 위한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방법을 소개하며, 설치완료 

인증메세지를 보내도록 가이드하였다. 본 실험 참여 내용은 실험 

기간의 안내와 함께 하루의 일과 종료와 함께 전송해야 할 3가지 

기록에 대한 설명과 예시 이미지를 담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실험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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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여자 리쿠르팅 진행 

 

실험 참여를 위한 리쿠르팅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단말기의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과 직장인의 

고른 리쿠르팅을 위해서, 학교 게시판과 함께, 페이스북과 트위터,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게시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의 리쿠르팅 진행을 통해 총 

58명의 지원을 수집하였다. 

 

2-3. 사전 웹설문을 통한 스크리닝 

 

58명의 실험 지원자는 리쿠르팅 지원 과정에서 웹 설문을 통해 

기본적인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정보와 함께 캘린더의 사용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난 1주일, 7일 동안 캘린더에 기록된 총 

스케쥴의 개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 중 스마트폰 캘린더 사용 빈도와 능동성이 높은 참여자 

선별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의 캘린더 기록의 합이 5개 

미만이거나, 캘린더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명을 

스크리닝하여 제외시켰다. 

나머지 43명의 지원자 중에서는, 실험 참여를 위한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신을 받지 못한 7명을 제하여 36명의 참여자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7일 간의 실험과정에서 개인 정보 공유와 실험 

참여 부담 등의 이유로 4명이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혀, 최종 3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 32명의 평균 나이는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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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남녀 성비와 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은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비율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파악되었다(남자 20명, 여자 12명/ 대학(원)생 18명, 직장인 14명) 

본 실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리쿠르팅 대비 참여자 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에는, 스크리닝의 높은 기준도 있었지만, 시공간 로그와 

캘린더 스케쥴 기록과 같은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가이드 제공 단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3. 실험 진행 

 

  최종 선정된 32명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실험은 5월 

27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1주일, 7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실험 기간 동안 사전에 설치한 무브스 

앱을 종료하지 않고 켜놓도록 가이드를 받았으며, 캘린더 또한 평소 

쓰던대로 사용하였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자정 전후, 실험 

참여자는 하루의 캘린더 계획을 캡쳐하고, 무브스 어플리케이션에 

소셜 POI를 입력하고 요약 정보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무브스를 

통해 시공간 로그를 파악하며 이에 기반한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여, 

총 3가지의 기록을 매일 전송하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전날의 주요 

스케쥴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 해당 스케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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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루 시간별 실험 참여 지침  

 

 

제 3절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수집 방법 

 

1-1. 데이터 입력 형식 

 

실험 참여자로부터 공유받은 3가지 기록은 0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24시간의 주기적 흐름에 따라 P-스케쥴과 A-스케쥴로 

나누어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24시간은 30분 단위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1-2. 세부 스케쥴 분류 

 

P-스케쥴은 캘린더의 기록 정보를 시간에 따라 입력하였으며, 

A-스케쥴은 시공간 로그 기록과 하루 일과표 기록의 결합을 통해 

구성하였다. 동일 시간대의 P-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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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스케쥴은 아래와 같이 OO, OX, XO 스케쥴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A-스케쥴은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XX 스케쥴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3. P-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한 세부 스케쥴 구분  

 P-스케쥴 A-스케쥴 설명 

OO스케쥴 스케쥴 

있음(O) 

동일 스케쥴 

있음(O) 

캘린더 상의 스케쥴을 

실제로 실행 

OX스케쥴 스케쥴 

있음(O) 

동일 스케쥴 

없음(X) 

캘린더에 계획한 스케쥴을 

실행하지 않음 

XO스케쥴 스케쥴 

없음(X) 

스케쥴 

있음(O) 

캘린더에 계획하지 

않은 스케쥴 

 

1-3. 로그 수집을 통한 맥락적 정보의 수집 

 

OO, OX, XO 세부 스케쥴에 대해서는 로그의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시공간과 행동 맥락 정보를 수집하였다. 개별 스케쥴별 

시작과 종료시간, 이에 따른 소요시간(time duration), 발생 장소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와 같은 맥락정보를 구성하였다. 

 

1-4. 온라인 설문을 통한 추가 맥락적 정보의 수집  

 

맥락 정보의 보강을 위해 진행한 사후 온라인 설문은 주로 각 

맥락별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사전에 예측하였던 스케쥴인지, 해당 스케쥴이 발생한 

공간은 얼마나 익숙한 장소인지, 행동은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함께 한 사람과의 친밀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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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맥락들은 세부 스케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검증과정에서 

활용되었다. 

 

표 4. 세부 스케쥴에 대한 맥락 정보 수집 목록 

 시간 공간 행동 관계 

로그 

수집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요시간 

발생장소 행동 N/A 

온라인 

설문 

사전예측 여부 공간친밀도 중요도, 

긴급성 

친밀도, 

인원수 

 

 

2. 데이터 분석방법 

 

로그 수집을 통해 얻어진 시간, 공간, 행동 맥락정보는 용이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코딩이 이루어졌다. 

 

2-1. 시간적 흐름의 측정 

 

24시간 절대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30분 단위를 기준으로 

수집된 시간 맥락은, 3시간 기준으로 구분된 아래의 6가지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되었다. 자정 이후의 00시부터 06시까지의 새벽 

기간에는 스케쥴 발생 개수가 절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분류에서 

제하였다. 

 

2-2. 공간적 맥락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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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공간정보의 세분화와 기존 공간의 재배치를 

살펴보기 위해 전형적인 가정과 직장을 각각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제1공간과 노동과 생산공간으로서의 제2공간으로, 

그리고 이를 제외한 여가와 레저, 휴식, 교제 등이 이루어지는 

나머지 공간을 제3공간으로 설정하였다.  

 

2-3. 행동 맥락의 측정 및 유목화 

 

행동 맥락은 국민생활시간조사(2009)의 행동분류 기준표 중 

대분류를 차용하였다. 기타 항목을 제외한 총 8개의 대분류 중, 

가족 보살피기와 이동을 제외하고 총 6개의 분류를 활용, 행동 

정보를 6개의 분류에 따라 코딩하였다. 가족 보살피기는 실험 

참여자의 나이와 직업의 특성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제하였으며, 

이동의 경우, 시간의 인지에 따라 타 행동과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주요 스케쥴 사이의 연결 관계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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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맥락 구분 기준 

시간적 흐름 1 아침 06시~09시 

2 오전 09시~12시 

3 오후1 12시~15시 

4 오후2 15시~18시 

5 저녁 18시~21시 

6 밤 21시~24시 

 

공간적 맥락 1 제1공간 집 

2 제2공간 회사, 학교 

3 제3공간 그 외 장소 

 

행동 유목화 1 개인업무 수면, 정비, 식사 등 

2 일 업무, 미팅, 파트타임 등 

3 학습 수업, 학습 등 

4 가정일 집안일, 청소 등 

5 교제 친구 연락, 만나기 

6 여가활동 스포츠, 문화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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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제 1절 스케쥴의 세분화  

 

<연구문제 1>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P-

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해 얻은 OO, OX, XO 세부 

스케쥴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 중 캘린더에 기록되지 않은 XO 

스케쥴의 경우 사전 예측여부에 따라 XO-1(사전 예측하지 못한), 

XO-2(사전 예측한)으로 구분하였다. 총 979개의 세부 스케쥴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세부 스케쥴별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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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4가지 세부 

스케쥴을 앞서 <표1>에서 언급하였던 미래예측기억의 의도성과 

기록성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 12. 의도성과 기록성에 따른 세부 스케쥴 유형화 

 

 

제 2절 스케쥴 유형별 맥락과 특징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을 통해 유형화된 4개의 세부 

스케쥴에 대해 각각 시간, 공간, 행동의 3가지 맥락에서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시간 맥락에 따른 특징 

 

1-1. 하루의 시간흐름에 따른 스케쥴별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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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의 경우 주로 오전 9시~저녁 6시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저녁 9시 이후의 밤 시간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떨어진다. 반면 

XO-1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밤에는 그 

비중이 가장 많다. 하루 중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하지 않은 

스케쥴이 증가하며, 스케쥴의 사전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사전 예측성의 감소는 사전예측 가능한 

XO-2와 OO의 합이 오전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의 시간흐름 속 일상에서는 오전에 캘린더의 

기록성과 예측성이 가장 높은 이후로는, 의도하지 않은 스케쥴의 

개입에 따라 캘린더의 기록성과 사전예측성은 떨어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시간흐름에 따른 스케쥴 총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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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간흐름에 따른 스케쥴별 시간 비중  

 

1-2. 주중과 주말의 구분에 따른 스케쥴의 비중 비교 

 

주중(월~금)과 주말(토~일) 구분에 따른 하루 평균 스케쥴 시간 

비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OO의 시간은 줄어든 반면, 

XO-1의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절대적인 시간뿐 아닌, 

전체적인 비중의 비교에서도 XO-2와 OX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OO의 줄어든 비중과 XO(1)의 늘어난 비중은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은 하루의 주기적 24시간 중에서 오전에서 밤으로 

갈수록, 그리고 주기적 1주일 중에서 주중에서 주말로 갈수록, 

OO는 줄고 XO-1 스케쥴이 증가하며, 기록성과 예측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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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중, 주말의 하루 평균 스케쥴 시간 

 

그림 16. 주중, 주말의 스케쥴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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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로도 등으로 주중에서 주말로 갈수록 이벤트가 줄어들지는 

않았을까 확인하였지만, 요일별 수집된 이벤트 개수에는 특정한 

흐름 또는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이미 리쿠르팅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통해, 평소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규칙적으로 캘린더를 

사용해온 피실험자를 모집한만큼, 실험참여 기간 동안도 평소 

개인의 성향에 따른 스케쥴링 외 별도의 실험진행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중에서 주말로 이어지는 실험기간이 

주중, 주말의 스케쥴 개수 및 비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요일별 수집된 이벤트 개수 

 

 

2. 공간 맥락에 따른 특징 

 

2-1. 공간의 친밀성 정도에 따른 스케쥴 비교 

 

해당 스케쥴이 발생한 장소의 친밀성 정도와 관련해서 XO-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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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고, XO-1이 가장 낮았다. 익숙한 장ㅅ일수록 예측 

가능한 스케쥴이 많이 발생하고, 친밀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그만큼 의도하지 않았던 스케쥴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 

 

그림 18. 이벤트에 따른 공간의 친밀도 평균(5점 척도) 

 

 

2-2. 공간의 성격에 따른 스케쥴의 비중 비교 

 

공간의 맥락은 제1공간(가정), 제2공간(직장), 그리고 그 외의 

교통, 레저, 휴식 등의 공간으로서의 제3공간의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XO-2는 제1공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제3공간에서는 절대적 시간과 비율 모두 가장 낮았다. 반면 OO의 

경우 제3공간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제3공간일수록 

예측 가능한 일상적 스케쥴이 줄게 되며, 그만큼 캘린더에 더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2.2  

2.0  

1.9  

0.0 0.5 1.0 1.5 2.0 2.5 3.0

XO(2)

OO

OX

XO(1)

장소 Familarity 



５４ 

 

그림 19. 공간의 성격에 따른 스케쥴 총시간(duration) 

 

그림 20. 공간의 성격에 따른 스케쥴 비중 비교 

 

 

3. 행동 맥락에 따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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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에 따른 스케쥴별 비중은 어떻게 나타날지 보기 위해, 

국민행동시간조사(2009)의 행동기준표에 의거하여 총 7가지의 

행동 맥락을 도출하였다. 행동별 이벤트의 시간과 비중을 비교한 바, 

일과 학습에서의 XO-2와 OO의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대상자가 대학생과 직장인인 것도 

있겠지만, 일과 학습은 그만큼 사전에 계획하고, 캘린더에 기록하는 

비중이 높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제의 경우, 타인과의 

스케쥴인만큼 기록과 실천 모두 OO의 비중이 가장 높고, OX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가정일과 여가의 경우 XO-1의 비중이 높아지며, 사전 

계획성이 떨어지는 스케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 행동 구분에 따른 스케쥴 총시간(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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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행동 구분에 따른 스케쥴 비중 비교 

 

 

제 3절 개인성향 유형 구분 

 

앞서 도출한 4개의 세부 스케쥴은 개인의 계획과 실행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으로 구성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각 

스케쥴의 비중에 따른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1. 스케쥴 분포도  

 

세부 스케쥴의 비중 정도를 입체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2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4개 세부 

스케쥴의 방사형 매트릭스를 통해 입체적인 분포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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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하였다. x축으로는 캘린더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y축으로는 사전계획 또는 예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설정, 다음 

그림과 같은 스케쥴 분포도를 구성하였다. 단위는 실험 기간 동안 

수집된 개인별 총 스케쥴 시간(duration)에서 해당 스케쥴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3. 스케쥴 분포도  

 

먼저 실험 참여자 32명의 전체 스케쥴의 평균 분포도는 <그림 

>과 같았다. 습관화된 XO-2와 통제 내의 OO스케쥴이 각각 

37.0%와 35.5%로, 사전 예측 스케쥴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기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OO와 OX를 합친 전체의 

40.2%가 캘린더에 기록되고 과반수 이상의 스케쥴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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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평균 스케쥴 분포도  

 

2. 개인별 그룹핑을 통한 유형 도출  

 

실험 참여자 32명 세부 스케쥴 비중을 측정, 개인별 스케쥴 

분포도를 도출하였다. 이 중 유사한 분포 형태의 그룹핑을 통해 

스케쥴링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스케쥴 분포도의 

유사한 패턴끼리의 그룹핑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기록성과 

사전예측성 정도에 따른 클러스터링을 통해 일차 그룹핑을 

검증하고 재조정하였다. 

 

2-1. 스케쥴 분포도 패턴을 통한 그룹핑 

 

OO, OX. XO-1, XO-2까지 총 4개의 세부 스케쥴의 비중에 따라 

개인별 스케쥴 분포도는 다양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총 32개의 

스케쥴 분포도의 패턴 유사정도에 따른 그룹핑을 통해, 최종 

6가지의 스케줄 분포 유형을 발견하였다. 6가지의 유형은 4개의 

세부 스케쥴의 비중에 따라 특정 단일 스케쥴의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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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림형 유형, 2개 스케쥴의 비중이 높은 집중형 유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OX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스케쥴이 

균형적으로 분포된 균형형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5. 스케쥴 분포도 패턴 그룹핑 

 

첫쩨. <OO 쏠립형>은 많은 비중이 OO스케쥴에 집중된 유형으로, 

대부분의 스케쥴에 대해 캘린더 입력을 통한 사전계획과 실제 

실행까지가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쩨. <XO-2 쏠립형>은 대부분의 스케쥴이 별도의 캘린더 기록 

없이도 예측가능한 XO-2로 구성된 유형이다 

셋째, <OO/XO-2 집중형>은 OO와 XO-2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 OO쏠림형과 XO-2 쏠림형의 혼합적인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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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OO/XO-1 집중형>은 캘린더를 통한 계획과 실행이 

일정부분 일어나나, 이와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XO-1 비일상 

스케쥴 또한 많이 발생하는 스케쥴 유형이다. 

다섯째, <XO-1/XO-2 집중형>은 캘린더에 기록하지 않고, 

예측한 스케쥴과 의도하지 않은 스케쥴이 공존하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OO/XO-2/XO-1 균형형>은 앞선 다섯 

가지의 유형에서 상대적 비중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3가지 세부 

스케쥴이 유사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케쥴을 의미한다. 

분포도 패턴에 따라 총 여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스케쥴링 

성향별 32명 실험 참여자의 n수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26. 패턴 그룹핑별 인원수 

 

 

2-2.  클러스터링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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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분포도의 패턴 도출을 통한 개인별 그룹핑을 검증하기 

위해, 클러스터링과 교차분석표를 통한 검증 및 보강을 진행하였다.  

먼저 스케쥴 구분의 주요축인 캘린더 기록성과 사전예측성 두 

개의 주요축으로 설정하였다. 캘린더 기록성은 OO스케쥴과 

OX스케쥴의 합을 통해, 사전예측성은 OO스케쥴과 XO-2스케쥴의 

합을 통해 도출하였다. 

-x축: 개인별 기록성 

-y축: 개인별 사전예측성 

두 가지 축에 따라, 32명을 매핑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별 

거리에 따른 그룹 클러스터링을 통해, 선행된 스케쥴 분포도 패턴에 

따른 그룹핑 중 경계가 불분명하였던 일부 케이스를 보완하였다..     

 

 

그림 27. 기록성, 사전예측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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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개인성향별 특징 분석 

 

<연구문제 4>에서는 6가지 유형으로 도출된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에 대해, 첫째로, 유형별 세부 스케쥴 비중을 M-타임/P-타임 

시간성향에 대응시켜, 시간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각 

유형별 M-타임과 P-타임의 분포를 시간, 공간, 행동 맥락별로 

살펴보고, 맥락에 따른 시간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시간 성향의 측정 

 

1-1. 유형별 시간성향  

 

유형별 시간 성향은 계획과 실행의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M-타임은 P-스케쥴과 A-스케쥴이 일치하는, P-타임은 P-

스케쥴과 A-스케쥴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OO는 사전에 의도되어 

캘린더에 기록되고 실행까지 이루어진 M-타임 성향의 이벤트이다. 

반면 이외에 나머지 OX, XO 이벤트들은 캘린더에 기록되지 않은 

느슨한 스케쥴링 또는 실행되지 않은, P-타임 성향의 이벤트이다. 

따라서 세부 스케쥴의 비주을 각각의 시간 성향으로 변환하여 M-

탸임/P-타임 시간성향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개인의 시간성향은 이분화되지 않고 

연속체(continuum)상 그 정도(degree)가 표시 가능하다. 이에 각 

유형별 세부 이벤트의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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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형별 시간성향 - M타임 성향 정도(degrees) 

 

 

2. 유형별 맥락에 따른 시간성향 비교 

 

유형별 시간성향은 여러 환경 맥락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할 

것이다. 이를 시간, 공간, 행동 맥락으로 구분하여, 맥락의 변화에 

따른 시간성향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1. OO 유형 

 

하루의 시간 흐름 중 M-타임 성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전반적인 기간이며, 공간적으로는 

제2공간에서, 행동적으로는 일과 학습시, 그리고 교제 활동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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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 (OO 유형) 

 

2-2. XO-2 유형 

 

하루 시간의 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 P-타임 성향의 비중이 

일관적으로 많고, 이는 공간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적 

맥락 또한 P-타임 성향을 보이지만, 가정일에 있어서는 보다 M-

타임 성향을 보인다.  

 

 

그림 30.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 (XO-2 유형) 

 

2-3. OO/XO-2 유형 

 

전반적인 환경 맥락에서도 M-타임과 P-타임 성향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제 1공간에서의 M-타임 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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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인데, 이는 가정일, 여가 활동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C유형에게는 집에서의 활동은 보다 덜 계획적이고, 보다 느슨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OO/XO-2 유형). 

 

2-4. OO/XO-1 유형 

 

세부 환경적 맥락을 통해 볼 때, D유형은 하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M-타임 성향이 줄어들며 계획성이 줄어들고, 이는 제1공간인 

집에서의 가정일, 여가활동에서 가장 감소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2.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OO/XO-1 유형) 

 

2-5. XO-1/XO-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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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유형은 전형적인 P-타임 성향 지배적인 유형으로, 하루 전반의 

시간과 대부분의 행동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며, 

제3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M-타임 성향이 높아진다. 

 

 

그림 33.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XO-1/XO-2 유형) 

 

2-6. OO/XO-1/XO-2 유형 

 

F유형의 M-타임 성향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편이며, 학교, 

직장과 같은 제2공간에서의 학습행동에서 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 시간,공간,행동 맥락 분석(OO/XO-1/XO-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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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절 요약  

 

캘린더는 개인의 일상을 담는 중요한 도구로서,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상환경의 

다변화와 개인의 스케쥴링 관리의 패턴의 세분화에 따라, 캘린더를 

통한 계획과 실제 행동에는 불일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캘린더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직접 수집하여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분화돤 환경과 사용자 유형, 그리고 시간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캘린더 기록과 일상의 스케쥴에 대해 각각 P-스케쥴과 A-

스케쥴로의 개념적 정의를 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계획과 실제가 

차이나는 배경에 대해 미래계획장치로서의 캘린더, 디지털 캘린더, 

일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M-타임/P-타임으로 

구분되는 시간 성향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실험은 로그 수집 방법, 미디어 다이어리, 그리고 사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수행하였는데, 총 32명의 실험 참여자의 P-

스케쥴과 A-스케쥴의 비교를 통해 979개의 세부 캘린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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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고, 시간, 공간, 행동 맥락적 정보의 보강을 통해 이벤트별 

속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로는, 먼저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일치 

정도에 따라, OO, OX, XO 3개의 세부 스케쥴을 먼저 도출하였으며, 

이 중 XO이벤트에 대해서는 캘린더에 기록하지 않은 원인의 

유형화를 통해 의도한 스케쥴과 의도하지 않은 스케쥴로 다시 구분, 

최종적으로 기록성과 예측성의 축에 따라 XO-2(기록X,예측O), 

OO(기록O,예측O), OX(기록O,예측X), 그리고 XO-1(기록X,예측X), 

의 4가지 세부 스케쥴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세부 스케쥴의 특징을 시간, 공간, 행동 

3가지 맥락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루의 시간흐름에 따른 

스케쥴별 비중의 비교에서는 OO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중되어 

있다가, 저녁 이후 밤시간대에는 그 비중이 급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XO-1 스케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침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기록성과 예측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주중과 주말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는데, 주중 대비 주말에는 

XO-1 스케쥴이 늘어나고 OO 스케쥴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공간 맥락적 특징에서는 익숙한 제 1공간에서 점차 

비일상의 제 3공간으로 향할수록 OO 스케쥴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3공간에서 예측가능한 스케쥴이 줄게 되며, 

그만큼 더 기록하고 예측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번째로 행동 맥락에 따른 특징에서는 전통적인 일과 학습이라는 

행동에서의 OO 스케쥴이 많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타인과의 

교제인 경우 OO의 비중이 가장 높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OX의 



６９ 

 

비중이 가장 적음 또한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앞서 <연구문제 1>에서 규명한 세부 

스케쥴의 비중에 따른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캘린더 기록여부와 사전예측 여부를 축으로 한 스케쥴 

분포도를 작성, 개개인의 패턴 그룹핑을 통해 어떤 세부 스케쥴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총 6개의 스케쥴 관리유형을 

도출하였다. 6개의 유형은 각각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록성과 사전예측성을 축으로 한 개인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에서는 <연구문제 3>에서 도출된 

유형별 M-타임/P-타임 시간성향을 측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시간, 

공간, 행동의 환경 맥락적 특징과 연계하여, 6개 유형의 시간성향 

특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지금까지 조망되지 않았던 캘린더 기록과 

실제 행동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로부터 세부 스케쥴을 도출하고, 

다시 이의 비중에 따른 스케쥴 관리유형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스케쥴과 유형별 시간, 공간, 행동 맥락에 대해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특히 M-타임/P-타임 시간성향의 정량적 

측정을 P-스케쥴/A-스케쥴의 차이로부터 시도한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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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캘린더에 대한 

시스템적, 기능적 접근 외 계획과 실행의 차이 비교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P-스케쥴과 A-

스케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로부터 세부 스케쥴의 

유형화와 개인의 스케쥴 관리 성향을 도출하였다. 둘째로는 계획과 

실제의 차이로부터 M-타임/P-타임 시간성향을 도출한 것이다. 

시간성향은 개인의 일정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부분적인 설문항목에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법론이 다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개인 사용자의 

캘린더 계획과 실제 행동 로그로부터 시간성향을 도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방법론을 시도, 검증하였다. 셋째로는 

캘린더라는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미디어적 측면의 고려와 함께, 

개인의 시간성향, 공간 정보의 세분화 등 다학제적인 주제의 연결을 

시도한, 디지털 정보 기반의 융합 연구 결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객관적인 사용자 로그의 수집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관리에 주목, 

캘린더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의 측정에 있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시공간 로그 기록을 수집, 분석의 대상이자 

측정의 도구로서의 디지털 기기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객관적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디어 다이어리와 온라인 서베이를 실험에 

맞추어 간소화시킴으로써, 실험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 

중심으로 언급되었던 시간성향 개념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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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시각에서 시간성향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있다. 

추후에도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통해 개인의 일정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공간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기존에 수집되거나 규명된 연구 대상이 아니었기에 

데이터의 수집 방법, 현상의 파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제 새로운 캘린더 서비스 요소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서 가장 큰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일정관리 유형, 시간성향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은 추후 

캘린더 연구에서 검증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또 하나의 아쉬웠던 점은, P-스케쥴과 A-스케쥴의 수집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이에 

필요한 노력 대비 얻어지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로그의 수집과 미디어 다이어리와 사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한 보강은 각각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지만,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실험 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사후 온라인 

서베이의 경우 5점 척도 평가를 통해 살펴본 추가 맥락 정보는 

크게 효율적인 방법론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인 행동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된 일과표 작성의 경우, 스마트폰의 앱활용 

정도와 같이 보다 다양한 로그분석을 통해, 정보활동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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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실험 진행에 있어서는 979개의 이벤트는 유형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지만, 개인 성향의 유형화에 있어서 32명의 

피실험자 참여 수는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개인성향의 유형화 중 

분명 구분되는 패턴을 가지지만, n수가 적어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리듬분석을 위한 기간도 7일의 

실험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물론 앞서 언급되었듯이 복합적인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분석을 위해서는 1주일 이상의 진행은 

어려웠지만, 보다 뚜렷한 리듬패턴의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의 관찰과 데이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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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asuring Smartphone 

Calendar Data against Actual Behavior 
 

Pyo, Mingi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aging a schedule using smartphone calendar is commonly 

used since calendar is the key tool to predict and reconstruct 

one’s daily life. However, our daily life is not fully reflected in 

the calendar. Discrepancy between calendar plan and daily life 

exists and would be increased as life is getting complexed and 

diversified. 

  This study focused on the background that most of related 

studies focused on functional aspects of calendar, not 

comparing to an actualized behavior. By measuring calendar 

data against actual behavior, this study would bring up topics 

regarding breaking down the schedule, perceiving a change in a 

daily life and contextual information influencing on scheduling 

behaviors. 

  The aim of this study is first, collecting smartphone calendar 

data and actual behavior information to compare the difference, 

second, classifying types of schedules and finding contextual 

information for each, and third, investigating types of user 

based on classified schedules. 

  As for the method, multiple methodologies were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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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collecting smartphone log for calendar data, daily 

media diary for actual behavior information, and follow-up 

online questionnaire to understand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The data analyzed for this study were 979 

schedules for 7-days (Monday to Sunday) with 32(males and 

females) smartphone users. Temporal, spatial, behavioral data 

were collected by measuring calendar data against actual 

behavior data. 

  As a result of this study, total 4 classified schedules were 

collected by measuring calendar data against actual behavior. 

Each schedule was analyzed in detail in terms of temporal, 

spatial and behavioral contexts. Based on portion of classified 

schedule, total 6 user types were found that indicates how 

many schedules were recorded, intended and actualized. Finally, 

time sense that represents how user recognize and manage 

temporal schedule (monochronic or polychronic way) were 

measured for each type.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academic approach to measure 

calendar data against actual behavior data. By finding user 

types and measuring time sense based on classified schedules, 

it is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difference between planning on calendar and execution on daily 

life. Moreover, this study supplements traditional 

questionnaire-based survey by attempting log-based analysis 

that can collects empirical behavior data.  

 

Keywords: schedule management, digital calendar, discrepancy 

between planning and execution, log analysis, time sense 

Student number: 2011-2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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