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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정관리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일정관리 도구 중 하나인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의 공간 정보를 부가하여 일정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개인의 일상을 시공간 경로를 통한 궤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지리학의 시공간 그래프를 모바일 캘린더에 도입, 일정의 

시간과 공간, 통행을 시각화하였다. 등록되는 일정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통행 정보를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캘린더의 

일정 등록과정에서 구글의 지역정보 자동완성 API를 이용해 장소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입력받았고, 입력 히스토리와 반복 일정 등록 

기능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일정관리 도구로서의 캘린더와 관련한 문헌 조사와 새로운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예비 조사를 거쳐서 개발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캘린더를 일주일 간 10명의 조사 참여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뒤, 서버에 쌓인 참여자 일정 데이터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가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의미있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모바일 캘린더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계획기억, 

지나간 일정을 보관하는 것은 과거경험기억의 보조수단으로 

캘린더가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시공간 그래프를 통해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가 부가된 본 연구의 모바일 캘린더는 일상기억의 

외재적 보조도구로서 일정의 시공간경로를 시각화함으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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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에 비해 미래계획기억을 돕는 보조도구로 더 나은 정보를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과거경험에 대한 라이프로깅 장치의 

역할 또한 할 수 있음을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시사하였다. 

 

시공간 그래프를 제공하는 모바일 캘린더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일정의 장소를 입력하기 위한 방식으로 텍스트 입력을 통한 장소의 

자동완성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자가 

등록을 원하는 장소가 구글이 제공하는 POI 데이터 중에 없다거나, 

사용자가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근처 다른 장소를 

입력하거나 해당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입력하는 등의 우회 

전략을 통한 장소 입력이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전에 입력되었던 

장소를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것은 장소 입력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정의 시공간 경로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시공간 그래프를 통해 일정의 장소와 통행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일정에 대한 조망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장소를 보여주는 

방식과 기타 시각화 측면에서 많은 부분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시공간 그래프와 함꼐 보여줄 정보의 선택과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의 사용자 중 일정이 등록된 장소가 

다양하거나 생활 반경이 넒으며 낯선 곳에서의 일정이 많은 

사용자에게 시공간 그래프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정된 생활 

패턴을 가지는 사용자에게는 일정의 계획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뷰 답변이 많았는데, 통행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용자 중에서도 공간이 시각화되어 보여짐으로써 전체 

일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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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로서 HCI 분야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시각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고, 일정관리도구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개선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개인의 일정관리에 시간지리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과 통행 

정보를 부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바일 캘린더, 일정관리, 시간지리학, 시공간 그래프  

학  번 : 2010-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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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의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며 구글맵, 지하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어디를 어떻게 갈지 

알아보는 생활이 요즘의 사람들에겐 익숙한 경험이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약속은 언제인지, 회의는 몇 시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캘린더를 통해서 하루의 일정을 조망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일상 시간 관리는 

도시의 교통시스템이 주는 이동성(mobility)과 그 이동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PC와 스마트폰의 지리·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안내해주는 일정관리용 캘린더로 

보철(prosthesis)되어 있다. 매일의 일정을 담고 있는 캘린더와 

통행을 안내하는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빈번한 요즘, 

그렇다면 개인의 일정을 담고 있는 캘린더에 일정 간 통행 정보를 

부가하여 일정과 함께 보여준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늘 사용자 곁에 있는 인접 기기(proxy media)인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Church 외, 2009). 

개인정보관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일정관리, e-

mail, 파일 관리, 메모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일정관리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중 사용이 가장 보편화된 서비스 중 하나로서 

스마트폰에서 높은 사용율을 보인다(김하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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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 이전 시기에도 사람들은 종이 캘린더(paper 

calendar)를 통해서 일정을 관리하여 왔으나(Kincraid, 1985), 

점차 컴퓨터의 성능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캘린더(digital calendar)가 개인의 일정관리 도구로서 다른 

도구보다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Hutchinson, 2003).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의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기 간 동기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어디에서나 사용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에서의 모바일 캘린더(mobile calendar)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Oulasvirta, 2007). 모바일 캘린더는 

오늘날 대표적인 개인의 일정 관리 도구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초기의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 정보를 잘 담아내는 도구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도구였는데,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정보학(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분석방법을 개발하여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산업적, 

상업적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김정옥 외, 2009).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은 교통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면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각 버스정류장의 전광판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버스운행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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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곤 외, 2009). 미국 

시애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인 OneBusAway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Ferris의 연구(2010)에서는 실시간 대중교통정보시스템(real-

time arrival information)이 탑승자에게 그들이 가지는 통행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대중교통이용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통행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력과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서울버스,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에게 통행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구글 캘린더와 같은 모바일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네이버 길찾기와 같은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통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림 

1>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정관리와 지도 서비스, 

대중교통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내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실태(김하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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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리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개인의 일상 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iller, 2004). 특히 이전 

시대에 비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기봉, 2006). 이동성은 현대의 

사회경제적 삶을 지탱하는 토대로서 그 위상을 확보했고, 끊임없이 

창출되는 새로운 유동성이 인간 삶의 본질(Kaufman, 2004; 장세용, 

2010)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이동성은 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시간과 공간이 개인의 일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뗄 수 없는 

요소이지만, 기존의 캘린더는 주로 시간적 측면에서만 일정을 

관리하도록 지원해왔다. 이는 시간이 일정관리에서 우선적인 

제약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곧 그 날에 할 

일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부터 그 날이라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일정 관리는 시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일상을 구성하는 일정의 공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일정 관리에서도 공간적 요소의 고려가 더욱 필요해진 

반면, 기존 캘린더는 내용을 담아내는 양식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일정의 공간적 요소를 캘린더에 포함시키기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하루 중 여러 장소에서 일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장소 간 통행이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늠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관리도구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억을 보철하는 외재적 기억보조(external memory aid)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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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데, 기존 캘린더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통행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직접 통행에 대해 매번 판단하는 것은 인지적 부담과 정보의 

불확실성이 따르고, 지금의 PC와 스마트폰에서 구글(Google)이나 

네이버(Naver) 등의 포털사이트 및 기타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도검색서비스나 교통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행에 

대한 시간 예측을 하는 것은 캘린더 외 별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또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전체 일정과 통행에 대한 조망을 

한 눈에 할 수 없다는 사용상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정 관리에서 

관찰되는 시간 및 공간, 통행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 착안, 

기존의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의 공간 정보를 부가하여 일정 간 

통행을 보여주고, 통행에 필요한 시간을 자동으로 캘린더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일정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들어있는 인접 기기인 스마트폰에서의 개인 일정 

관리와, 도시의 발전된 교통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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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일정 관리와 모바일 캘린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캘린더는 넓게 봤을 때 

개인정보관리시스템(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속한다. 개인정보관리는 개인이 일상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구조화하고, 유지하고, 찾고,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Teevan 외, 2006)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이 

포함하는 개념은 매우 넓고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어려우나 개인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주요 도구로는 e-mail, 사진첩, 

전화번호부, to-do 리스트, 캘린더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디자인 개선은 

사람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HCI)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Indratmo, 2008). 

 

이러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중 개인의 일정관리도구인 캘린더, 

to-do 리스트 등은 컴퓨터가 사용되기 이전에 종이를 매개로도 

이용되어 왔으나 2002년 이후로 컴퓨터, PDA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일정관리 도구의 사용이 종이 매체를 통한 일정관리 도구의 

사용을 대체하며 그 사용량을 앞지르게 되었다(Hutchinson, 2003).  

 

본래 1980년대 초 전자 캘린더(electronic calendar)는 사무용 

도구(office tools)의 하나로서 사용되었으나, 종이 캘린더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용성(usability) 때문에 그리 많이 사용되는 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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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Kincaid, 1985). 처음 전자 캘린더가 개발된 후 약 

십여년 간 일정관리도구로서의 잠재력에도 볼구하고 낮은 연결성 

및 사용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는데, 

1990년대 후반 네스케이프(Netscape) 또한 자사의 캘린더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떨어지는 사용성 때문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오라클(Oracle) 캘린더가 Oracle Corporation에서 개발되었고, 

2006년에 구글(Google)이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캘린더를 

출시하며 디지털 캘린더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 되었다(Lewis 외, 

2011). 

 디지털 캘린더가 개발되던 초창기에는 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낮은 사용성을 개선하려는 기술적 움직임이 주된 이슈였으나, 

컴퓨팅 기술이 발전되면서 디지털 캘린더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캘린더 연구의 대세가 되었다. 디지털 캘린더의 사용성 

증진에 매달리던 초창기 연구 트렌드는 종이 캘린더의 요소들을 

디지털화(digitization) 하는 것에 있었다. 

 이에 반해 디지털 캘린더에 대한 최근의 이슈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도입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에서의 캘린더 사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사용자들은 PC와 스마트폰을 넘나들며 제한없이 캘린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글 캘린더나 iCal 등은 

동기화(syncronization)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정관리도구로서의 캘린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캘린더의 개발 동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업무용 그룹웨어 

캘린더(groupware calendar), 가족 캘린더(family calendar), 

개인용 캘린더(personal calendar)의 세 가지로 캘린더를 나누어 



 

 8 

볼 수 있다(Geyer 외, 2011).  

초기의 전자 캘린더 연구는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 

그룹의 시간 관리를 위한 그룹웨어 캘린더 시스템(Groupware 

Calendar System, GCS)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룹웨어 캘린더 시스템은 복수의 사용자들 간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개개인의 사용자들에게도 유용하여야 한다. 

초창기의 PCAL과 MPCAL은 MIT에서 커멘드 라인(commend-

line)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Greif, 1987). 이 시스템들은 

사용자마다 각 역할에 따라서 캘린더에 접속하는 권한을 제공했다. 

Grudin과 Palen(1996)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선(SUN)에서 성공적인 그룹 캘린더를 시험했다. 그 작업에서 

캘린더 정보의 공개와 제한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설명했다. 

 

가족 캘린더는 오피스용 캘린더보다 더욱 그룹 캘린더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진다. 그 이유로 가족을 위한 캘린더는 가정 내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상의 무수히 많은 평범한 활동들을 

포함해야 한다(Neustaedter, 2006). 예를 들어 피아노 레슨, 병원 

치료, 친지 방문 등의 이벤트들이 모두 가족 구성원들 간에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정 생활(family life)은 

매일 개인과 가족으로서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복잡한 

일과를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가족 캘린더는 구성원 간 일정 

조정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가진다. 

 

개인용 캘린더는 그룹웨어 캘린더에서 다뤄지는 복수의 사용자 

간 일정 조정이나 정보 접근의 기능을 제외하고 개별(individual) 

사용자의 일정관리에 집중한다. Palen(1999)은 그룹웨어 캘린더 

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뷰를 포함하는 민속지학(eth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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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연구 내용 중 단일 사용자(single-user)의 

캘린더에 대한 요구를 Temporal Orientation, Scheduling, 

Tracking, Reminding, Note Recording/Archiving, Retrieval & 

Recall 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용 디지털 

캘린더 사용에 대한 Tomitsch의 연구(2006)에 따르면 개인용 

캘린더는 Temporal Maps, Emotional Awareness Artifac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Tools, Diaries 등의 역할을 

하였다.  

 

Payne(1993)의 연구에서는 전자 캘린더의 사용 행태와 그 

역할에 대한 인지심리학 측면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BM에 근무하는 20명의 전자 캘린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 분석을 통해 캘린더의 사용 

행태를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개인용 캘린더의 역할은 사용 일정의 

계획(scheduling)과 보관(archiving)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인지적 측면에서 캘린더를 통한 계획이 의미하는 ‘할 

일을 기억하기(prospective remembering)’는 미래계획기억 

(prospective memory)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보관은 

과거경험기억(retrospective memory)에 연관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정관리도구는 기억을 보조하는 외재적 기억장치라고할 수 

있는데, 캘린더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일정의 조망력 

(brows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캘린더의 사용 플랫폼을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로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늘 사용자의 지근 

거리에 있는 스마트폰은 개인이 일상에서 가지는 이동성 

(mobility)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함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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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정보를 제공하려는 연구의 방향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바일 캘린더의 범위는 그룹웨어와 

가족 캘린더를 제외한 개인용 캘린더로 제한을 하고 새로운 

캘린더를 설계하였다. 그룹웨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일정의 공유나 

접근 권한 설정 등의 기능은 제외를 하고, 기본적인 개인의 

일정관리도구에서 일정에 공간과 통행 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캘린더를 통해서 관리되는 일정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제약을 받는지 시간지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이 일정을 관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현재 사용되는 

일정관리도구의 부족한 점을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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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간지리학과 개인의 일상 활동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불가분한 

요소이지만, 시간지리학이 대두되기 이전에는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시간지리학은 인간 활동 패턴의 시공간적 차원을 하나의 단일한 

분석 틀로 통합하여 바라본다. 시간지리학은 1960년대 스웨덴의 

지리학자 해거스트란트(Hägerstrand)와 룬트학파의 지리학자들이 

인간 행동의 제약조건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간지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항상 특정장소와 

함께 특정시간을 점유하므로 인간과 시공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다(김인 외, 2006). 

 

시간지리학에서 다루는 핵심개념은 시공간 입방체(space-time 

cube), 시공간 경로(space-time path), 시공간프리즘(space-time 

prism)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지리학에서의 시간은 공간 상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서(Vasiliev, 1997) 

시간에 따른 개인의 이동은 공간을 나타내는 x, y축과 시간을 

나타내는 z축으로 구성된 3차원 공간상에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시공간 입방체라고 한다. 지리적 평면에 시간축을 추가한 

시공간 입방체는 시간지리학 시각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개인 

통행의 시공간 경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Kraak, 2003).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인간 활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공간상에 남기는 자취를 시공간 경로라고 한다. 그리고 시공간 

경로에서 특정지점에 수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거장 

(station)이라고 한다. 정거장은 학교, 집, 식당과 같이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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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활동이 집중되는 장소이며, 시공간경로 상에서는 시간 축에 

평행한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활동이 집중되는 장소인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활동꾸러미(activity bundle)라고 한다. 

시공간프리즘은 시공간 경로 그래프에서 한 활동과 다음 활동 

사이의 시간, 즉 재량 시간(time budget)에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시공간의 범위를 말한다. 통행 가능 공간(potential path space)은 

재량 시간을 통해서 시공간프리즘 내부에 그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입체공간이고, 통행 가능 면(potential path area)은 통행 

가능공간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한 것이다. 개인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시공간프리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허우긍, 2004). 

 

 

<그림 2> 시간지리학의 주요개념 

 

개인의 이동과 관련되기에, 시간지리학에서는 세 가지 기본원칙과 

제약 요인을 제시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기본원칙은 

1)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부여 받는다. 

2) 어느 누구도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3)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양(+)의 

이동시간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개인의 공간행동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제약을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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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제약(capability constraints):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징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에 관련한 제약이다. 

2) 결합제약(coupling constraints): 개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개인을 만나거나, 어떤 시설 등을 이용해야 할 

때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조건이다. 

3) 권위제약(authority constraints): 특정 공간이나 시간 입지에 

대해 접근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약이다.  

 

세 가지 제약조건 중 특히 능력제약에 의해 주어진 기간 동안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양이 시공간 입방체 내에서 

프리즘의 형태를 결정한다. 교통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공간적인 

도달 거리를 확대시키고, 능력제약을 완화시켰으나 오늘날 도시의 

주거공간과 직장의 분리는 장시간의 통근을 강화시킴으로서 

사람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보다 축소시켰다(김송미, 2000). 

 

시공간 프리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인 차원의 접근성 측정은 

시간지리학의 주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시공간 프리즘은 일상의 

공간과 교통수단의 속도를 바탕으로 접근 가능한 시공간적 영역을 

표현하며, 이를 토대로 장소의 도달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GIS의 등장과 함께 시간지리학의 개념과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간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적 제약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Miller(2004)는 이러한 경향을 신시간지리학 

(new time geography)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간지리학에서 다루는 개인의 공간 행동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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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일정을 계획할 때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교통수단과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의 능력제약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시공간 프리즘은 개인의 접근성과 시공간 시각화 

수단으로 일정관리도구에서 활동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절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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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 

 

일상 생활에서 일정을 관리할 때 앞 절의 시간지리학에서 언급한 

공간 행동에 대한 세 가지 제약 조건을 토대로 사람들은 일정 

사이의 통행에서 발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통행에서 이용할 교통 수단과 소요 시간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계산해 보거나, 구글맵이나 기타 길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가는 경로와 교통수단, 예상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얻어서 일정의 

시간을 관리한다. 이렇듯 지리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리공간에 존재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거나 요약하고 

질의하며, 편집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초기의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 정보를 잘 담아내는 도구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도구였는데,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정보학에서 새로운 공간분석방법을 개발하여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GIS가 산업적, 

상업적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김정옥 외, 2009).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다루는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POI)은 

한 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와 그 사상의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정보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정보란 지표공간상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속성정보는 공간정보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물체나 현상에 대한 정보이다.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뤄지는 공간 객체로서 POI는 표준화가 되어가며 

지도검색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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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리정보시스템 가운데 교통정보를 다루기에 적합하도록 

진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을 교통지리정보시스템(GI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이라 한다. 그 동안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은 주로 최단경로 찾기와 같은 교통망 구조의 

이해, 효율적 통행노선의 추적, 자원의 입지와 배분 문제 등에 쓰여 

왔으며, 특히 도시교통 분야에서 그 활용 범위가 넓다. 

 

급속도로 발달된 IT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교통 분야에 도입됨과 

함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흔히 ITS란 

교통시설에 IT기술을 도입하여 교통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교통운영체계인데,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s)은 이러한 ITS의 일환으로 

버스이용자들에게 실시간의 버스운행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버스이용자들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버스운행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지능형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곤, 2009).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은 각 버스에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나 단거리 전용 통신(DSRC)을 통해 획득한 교통 

정보를 교통 정보 센터로 보내면 이를 가공하여 버스 운송 회사, 

운전자, 승객에게 알려 주고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 

표시해 준다. 따라서 승객들은 버스 승차 시간과 목적지까지의 하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버스의 각종 위법 행위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버스 회사나 정보 센터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하므로 

인터넷이 연결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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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간과 통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개인이 일정관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계획과 조정인데, 실시간교통정보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은 통행에 대한 시간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일정 관리를 돕는다.  

 

그리고 이렇듯 일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통행은, 통행 그 

자체를 위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활동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통행 끝에 연결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통행의 목적지, 통행이 일어나는 시간대와 소요시간, 선택되는 

교통수단과 통행경로가 좌우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이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활동들을 모아서 한 번에 연속된 통행으로 

이루려 한다. 이 것을 다목적통행(multi-purpose multi-stop 

trip)이라고 한다(김인 외, 2006).  

 

공간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을 살펴보면, 개인이 가지는 하루의 

활동 가운데에는 몇 개의 쐐기 구실을 하는 활동들이 있다.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대와 장소가 고정되고 반복성을 띠는 활동들이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일터가 그런 쐐기의 하나에 

해당한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이 활동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반복된다. 따라서 일터라는 쐐기는 또 다른 쐐기인 

집과 아울러 이 사람의 다른 활동들의 발생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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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일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정관리에서도 시간 외에 공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간지리학에서 개인의 공간 활동에 대해서 제시한 능력제약, 

결합제약, 권위제약은 일정 관리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교통수단과 재량 시간에 따른 능력제약은 장소의 접근성 및 

도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시간지리학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개인의 활동을 시공간 입방체 내 시공간 

경로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일정관리도구에서 개인의 일정에 대한 

시공간경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일정 관리에서의 시공간적 

요소에 대한 인지 부담을 줄여 일정관리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지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인 활동, 정거장, 시공간 프리즘은 

일정관리에 등록되는 일정의 시간, 공간, 통행 정보를 통해서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캘린더가 

입력받는다면 개인의 일정에 대한 시공간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하고 

통행에 대한 정보를 캘린더 상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바일 캘린더를 실제 캘린더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검증 및 평가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서 연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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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하여 일정 

등록과 POI를 입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모바일 캘린더에서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1, 2>는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연구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모바일 캘린더 상에서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를 보여주려면 

장소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의 좌표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 

캘린더에서 사용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지 않던 일정의 

위치 정보를 어떻게 일정마다 등록을 하게 할 것이며, 입력된 

정보를 가공하여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모바일 캘린더에서 적절한 

것이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 연구문제로는, 

 

연구문제 3.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는 어떤 유형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4.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가 일정 관리의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인가? 

 

<연구문제 3, 4>에서는 공간 정보가 부가된 모바일 캘린더가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캘린더에 공간 정보가 부가된 만큼, 일상에서 통행이 많고 

다양한 공간에서 일정이 있는 사용자에게 본 캘린더가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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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는 만큼 통행 시간에 대한 예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개발된 캘린더의 사용을 

통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검증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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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바일 캘린더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를 

설계하였다. 그 다음 설계된 캘린더의 뷰에 대한 검증과 개선점 

발굴을 위해서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사를 위한 모바일 캘린더를 

개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그림3>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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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비 조사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주위의 20대 남녀 7인에게 조사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3일간의 일정을 시공간 그래프 형태로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3명의 조사 참여자는 종이에 출력된 템플릿 시트에 직접 

펜으로 최근 일정을 작성했고, 4명의 조사 참여자는 드롭박스를 

통해 공유된 파워포인트 서식을 받아서 각자의 지난 일정을 시공간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참여자는 먼저 조사자로부터 

연구의 주제와 목적,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자가 작성한 

최근 일정과 시공간 그래프의 예시를 봄으로써 참여자가 해야 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최근 3일간의 일정을 먼저 기존 

방식의 캘린더 형태로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동일한 일정을 시공간 

그래프로 작성토록 하였다. 작성을 모두 마친 후에는 참여자에게 

시공간 그래프를 그려본 소감과 생각,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최근 일정 그리기(예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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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 중 특징적인 인용구는 다음과 같다: 

 

“(시간과 공간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서 내 동선과 일정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가늠하기 어렵다- 그 일이 가능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시공간 그래프를 보면 뭔가 내가…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치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동시간을 그 동안 고려 

못했었는데, 고려할 수 있겠지.” 

“(시공간 그래프는) 확실히 위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기존 

방식은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간격이 똑같잖아요, 실제 거리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거리를 

보여줬으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하고, 언제 가야하고 이동시간을 인지하는게 

부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부담을 줄여준다면 쓸 것 

같아요.” 

“집에 해당하는 축이 가장 왼쪽에 놓였을 때, 언뜻 보기에는 

오른쪽에 작성하는 지역이 집에서 가장 먼 장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고려를 많이 하는 정도에 비해 스케줄러에 작성해본 

적은 없던 이동시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작성했다.” 

“이동시간의 시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려진걸 보니까… 내가 집으로 회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캘린더와 달리) 이동거리가 보인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이동해야 하는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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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시공간 그래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일정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전체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보다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 

2. 일정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이동시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보다 이동시간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다. 

3. 이전 방식이 일정의 체크리스트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비해, 

시공간 그래프는 내가 일정이 그려진 그래프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일정의 시공간 그래프를 통해서 일정에 대한 조망성이 

좋아졌다는 점과 일정 간 통행 시간에 대한 인지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시공간 시각화 방식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피드백으로 분류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새로우 뷰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공간축이 그려지는 원칙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었다. 그에 따라서 시공간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수정을 가해서 실제 모바일 캘린더의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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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 1 절 시스템 설계 

 

공간정보가 부가된 모바일 캘린더를 설계하기 이전에, 캘린더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를 담은 모바일 캘린더를 설계해야 

했다. 일정 확인을 위한 기본 화면은 기존에 나와있는 캘린더의 

일별/주별/월별 뷰 중에서 대다수 모바일 캘린더가 디폴트 설정으로 

취하고 있는 월별 보기를 선택하였다. 모바일 캘린더의 기본 화면은 

월별 보기이지만 제공되는 시공간 그래프는 일별로 그려지기 

때문에 각 날짜 별 일정을 날짜 선택 시 리스트로 바로 나타나게 

하였다. 그리고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될 시 각 날짜를 둘러싼 원 

주위에 일정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하여 날짜를 눌러보지 않더라도 

어느 날짜에 일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는 캘린더에서 배경색을 다르게 함으로써 캘린더를 

통해 날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캘린더를 좌우로 넘기면 이전/다음 

달로 월별 이동이 되며 각 날짜별로 일정 확인을 위해 날짜를 

누르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레이아웃 상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날짜 아래에 가변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캘린더 및 

시공간 그래프가 보이는 화면은 세로 화면(portrait mode)으로 

고정하였다. 가로 화면(landscape mode)인 경우 화면을 보는 것이 

낯설다거나, 그래프가 경로가 아니라 누적 데이터처럼 보인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화면비는 16:9를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해상도는 

1280*720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공간 그래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면을 상대좌표로 코딩해 해상도에 따른 디바이스 간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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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등록과 POI 입력 

 

캘린더에 일정 등록시 등록될 수 있는 정보는 일정의 제목, 장소, 

시간, 함께하는 사람, 관련 메모가 있고 이 중 일정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정이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바일 캘린더에서 사용자의 각 일정에 따른 통행 시간과 시공간 

프리즘을 바탕으로 한 일정의 시간 내 도달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캘린더에 등록되는 일정이 발생하는 위치의 

정확한 GPS 좌표를 입력받는 것이 필요하다.  

 

GPS 좌표 입력 방식은 직접 입력과 간접 입력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 공간상의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첫번째, 

사용자가 직접 특정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위치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 과정에서도 십여 개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등 입력 인터페이스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좌표 입력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구글맵 등의 지도를 

보면서 지도 상의 특정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지도 상의 모든 지점이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도 상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특정 지점을 

인식하기가 어려우며, 찾기를 원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지도의 

축척을 조절해야 하는 등 입력 과정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서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정보 자동완성기능을 사용하는 POI 입력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텍스트 기반 지리 검색을 위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세 번째의 입력 방식이 대다수 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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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 캘린더에서도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 

방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지역정보 자동완성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5>일정 등록 화면 

 

캘린더에 등록되는 일정의 위치를 입력하는 과정은 가능한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등록하는 

일정은 반복(routine)되는 일정이 많으므로, 위치의 입력 절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리스트의 자동완성기능과 이전에 입력한 내역을 

하단에 리스트 형태로 자동으로 보여주는 히스토리 뷰 기능을 

제공하였다. 위치 입력을 받는 텍스트 입력창 하단에는 최근 입력한 

장소가 보여지도록 함으로써 최근 등록한 일정과 동일한 곳을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텍스트 입력없이 바로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쐐기 활동에 해당하는 일정의 입력 과정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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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매일/매주/격주/매달/매년의 반복 일정 등록기능을 

추가하였다. 학교의 수업이나 회사 출퇴근 같이 고정된 반복 활동은 

해당 기능을 통해 입력이 간편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시공간 그래프로 일상의 궤적을 시각화할 때, 기존 캘린더에서 

나타나지 않던 요소는 사용자의 거주지이다.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궤적으로 개인의 일상을 표현할 때, 시공간 그래프에서는 거주지를 

기본으로 다른 정거장들이 추가로 보여지게 된다. 따라서 처음 

모바일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을 때 자신의 거주지를 

입력하도록 첫 실행 시 거주지 입력창이 화면에 띄워지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 참여 시 배포되는 튜토리얼을 통해서 위치 입력 및 제공 

기능을 소개하였다.  

 

 

<그림 6> 모바일 캘린더 사용 튜토리얼 

 

Payne(1993)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관리에서 

캘린더와 to-do 리스트는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 

사용자마다 다른 이용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to-do 

리스트의 기능을 캘린더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일정을 등록할 시 

시작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일정은 to-do로 등록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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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에 따른 시공간 그래프 

 

지리적 시각화 기법은 표현방식에 따라 2차원 평면상의 시각화와 

3차원 공간상의 시각화로 나뉜다. 2차원 평면은 3차원 공간에 비해 

정보식별과 패턴인식이 용이하다(Cleveland, 1993)는 점에서, 

Kwan(2000)이나 Dykes & Mountain(2003)의 연구에서는 

통행지점의 분포를 나타내는 밀도면(density surface)을 작성하여 

통행자료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밀도면은 통행자료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시간축을 따라 탐색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행자료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wan(2000), Kraak(2003), Andrienko 

(2003)은 2차원 평면에 시간축을 추가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동궤적을 보여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동객체의 궤적은 

시공간입방체(space-time cube)와 같은 3차원 공간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MacEachren, 1995), 3차원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통행패턴과 같이 시간 및 공간 측면의 

특성을 동시에 표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inner, 

2004; 박기호, 2005). 

 

시간지리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하루 활동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의 궤적, 즉 시공간 경로(space-time path)는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래프의 시각화는 표현 방식에 따라 

2차원 평면상의 시각화와 3차원 공간상의 시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차원 평면은 3차원 공간에 비해 정보식별과 패턴인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모바일 캘린더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2차원 그래프가 더 적절한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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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일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하루 24시간을 나타내며, 가로축에는 

공간에서 일어난 활동(activity)들의 지리적 위치, 

정거장(station)을 나타낸다. 공간은 2차원이므로 가로축에 여러 

활동의 위치를 다 그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루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는 사전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므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 

장소로의 이동, 즉 통행에 이용된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 선이나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간 그래프의 공간 축에 일정의 장소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각각 등간격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는 

통행의 시작 장소와 도착 장소만이 의미를 가지고, 중간 과정에서의 

공간은 통행자에게 삭제되고 의미를 잃기 때문에(Bollnow, 2011) 

화면 상에서 정보를 용이하게 보여줄 수 있는 등간격으로 장소를 

나열하였다. 그리고 장소가 등록되는 기준은 예비 조사에서 나온 

피드백을 참고로 하여 거주지와 장소의 직선 거리를 계산하여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공간 축을 정렬하여 장소를 

보여주게끔 하였다. 그래프가 꺾이는 통행 구간에는 시작 시간과 

도착 시간을 표시하였고, 각 장소마다 해당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의 개수를 표시해 주었다. 일정의 제목을 표시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의 개수에 따라서 텍스트가 뭉쳐질 우려가 있고, 시공간 그래프 

뷰에 지나치게 텍스트가 많아 혼란해 보일 것을 고려하여 일정의 

개수만을 표시해 주었다. 그리고 시공간 그래프의 왼쪽 타임 바에는 

이동과 일정을 각각 컬러 코딩하여 해당 날짜의 하루 시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1 

시공간 그래프는 해당 그래프에서 일정을 등록할 수 없는, 정보가 

출력되는 뷰로만 제공하였다. 월별 일정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의 일정이 캘린더에 리스트로 보여지고, 

하단에서 끌어올리는 해당 날짜의 그래프가 보여지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7>사용자 일정의 시공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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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구현 

 

앞서 고려한 시공간 그래프를 제공하는 모바일 캘린더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시중의 모든 제조사와 OS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개발 여건 상 가장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개발을 하였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OS : Windows7 

Platform : Android 4.0 (ICS) 

Language : Java, XML, JSON 

DB : SQLite 

Development Tool : Eclipse, Android SDK, EditPlus 

    

<그림 8> 일정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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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일정 등록시 장소, 즉 POI 입력을 위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지역정보(place) API의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하였다.  

시공간 그래프를 그려주는 뷰 화면은 SlidingDrawer를 통해서 

구현하였다.  

 

장소 간 통행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은 별도의 Open API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를 파싱(parsing)하여 

이동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왔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현재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가용 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공되는 교통 정보 중 최단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두 장소 간 

통행에 필요한 최소 재량시간과 교통 수단을 알 수 있으며, 일정의 

시간과 교통 수단에 따른 접근성 여부를 계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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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데이터 수집 

 

 

개발된 시스템의 평가는 평소 모바일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평소 일정이 생기는 공간이 2곳 이상인 안드로이드 

OS(ICS 4.0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10명에게 각자의 스마트폰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일주일 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자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모집을 

하였고, 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CGV의 영화관람권 2매씩을 

주었다.  

우선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전 설문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평소 

캘린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평소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설문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이 없는 지원자는 걸러내고 총 1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일주일 동안 평소 사용하던 모바일 캘린더 대신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부탁받았으며, 자연스러운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 회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의 

통제는 하지 않았다. 설치 첫 날에 등록한 해당 날짜(참여 첫 날)의 

일정은 새로 설치된 캘린더의 학습 및 적응 과정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데이터가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 참여자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매일 자신의 

일정에 대해 스크린 캡쳐를 보내게 함으로써 리서치에 참여 중인 

것을 상기시켰고, 메일로 보내온 스크린 캡쳐는 참여자 등록 일정의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하였다. 첫 사용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전화를 

통해 각 참여자마다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21분에서 45분이었다. (평균 30.1분, SD=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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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나이 성별 직업 휴대폰기종 교통수단 

P1 27 여 대학원생  갤럭시 S4 자가용 

P2 31 남 회사원 갤럭시노트 2 대중교통 

P3 25 남 대학원생 갤럭시 S2 대중교통 

P4 26 남 공익근무요원 옵티머스 G 대중교통 

P5 24 여 대학생 갤럭시노트 2 대중교통 

P6 32 남 회사원 갤럭시 S2 대중교통 

P7 22 여 대학생 갤럭시 S3 대중교통 

P8 25 여 회사원 갤럭시노트 2 대중교통 

P9 26 여 대학생 갤럭시노트 2 대중교통 

P10 23 여 대학생 갤럭시 S3 대중교통 

<표 1> 조사 참여자 정보 

 

조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6.1세(SD=3.21)였고,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이었다. 평소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한 명의 참여자가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모두 사용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9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모바일 캘린더가 개인용 

캘린더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참여자의 대부분(7명)이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직장인의 일정 관리에서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한 

일정 공유와 조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사용이 높은 학생을 주 관찰층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서버에 기록되는 사용자 등록 일정의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나온 내용의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버에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각각의 일정의 제목, 위치(지명과 위도·경도), 

일정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저장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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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일주일 사용한 다음 날 전화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앱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평소의 일정 관리 방법과 본 조사에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시공간 그래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고 소감을 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경험과 사용 유형에 따라서 인터뷰된 내용이나 논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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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결과 

 

 

제 1절 사용자 분석 

 

 우선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전 설문에서 지원자들의 평소 캘린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평소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설문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이 없는 지원자는 걸러내고 총 1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번 조사 참여자들의 참여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각자의 모바일 캘린더에 등록한 일정의 개수는 평균 

1.3개(SD= 0.52)였다.  

 

ID 
캘린더앱 

사용정도 

평소일정이 있는 

장소의 개수 

참여전일주일간 

등록일정개수 

하루평균 

등록일정 

P1 6 2 곳 8 1.1429  

P2 5 2 곳 11 1.5714  

P3 2 2 곳 16 2.2857  

P4 3 2 곳 7 1.0000  

P5 4 3 곳 6 0.8571  

P6 7 2 곳 6 0.8571  

P7 6 3 곳 8 1.1429  

P8 5 3 곳 4 0.5714  

P9 4 3 곳 10 1.4286  

P10 7 4 곳 13 1.8571  

<표 2> 조사 참여자 평소 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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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일평균 등록 일정의 개수는 

2.11(SD=0.875), 일주일 동안 등록된 전체 일정의 개수는 

148개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이외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였다. 

  

ID 
일주일간 

등록일정 

하루평균 

등록일정 

등록 

장소 

아는 

장소 

모르는 

장소 

아는장소 

일정 

모르는 

장소일정 

P1 18 2.5714  6 5 1 17 1 

P2 9 1.2857  7 5 2 7 2 

P3 26 3.7143  13 13 0 26 0 

P4 7 1.0000  2 2 0 7 0 

P5 22 3.1429  9 9 0 22 0 

P6 18 2.5714  15 12 3 15 3 

P7 15 2.1429  8 7 1 14 1 

P8 12 1.7143  9 7 2 10 2 

P9 11 1.5714  5 4 1 10 1 

P10 10 1.4286  6 5 1 9 1 

<표 3> 조사 참여자의 참여기간 등록일정 정보 

 

조사 참여 전 일평균 등록 일정 개수 1.3개(SD=0.52)와 조사 

기간 동안의 일평균 등록 일정 개수 2.11개(SD=0.88)를 비교하면 

0.8개 가량 일평균 등록 일정 개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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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참여자 등록 일정개수 비교 

 

조사 참여자들의 참여 전 일주일 동안의 실제 일정 개수와 참여 

기간 동안의 실제 일정 개수가 다를 수 있고, 기타 조건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 만으로 사용한 모바일 캘린더의 차이가 

등록일정의 개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인터뷰를 통해서 등록 일정 증가의 몇몇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래프라는 게 좋아요, 흐름이 보이는 게 좋아요. 끊겨있지 

않잖아요.” (P7) 

“그래프에서 좋았던 건, 그래프가 꺾여지는 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날 많이 이동했다는 거니까, ‘아~ 이 날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구나’, 이런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P5) 

 

 참여자 P7은 하루 일정이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나타남으로써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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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던 일정들도 실제 일정과 캘린더 그래프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 등록하였다고 답하였다. 참여자 P5 또한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당일날 입력된 일정이 많은데)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것도 입력했어요. 이 앱이 위치를 찍어주니까, 위치를 많이 

왔다갔다 하는걸 보고 싶어서. 이 앱의 특성이 그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정이 있은 후에 캘린더에 

입력하고… 다른 캘린더를 쓸 때는 안 그랬어도.” (P3) 

 

 참여자 P3의 경우는 등록 일정이 증가한 이유는 다른 참여자들과 

유사하지만 일정을 등록하는 시기 면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참여자 

P5, P7의 경우 앞으로 있을 일정을 계획(planning)하거나 

추적(tracking) 하기 위해서 일정을 등록한 반면, 참여자 P3는 

지나간 일정을 보관(archiving)하는 용도로 캘린더롤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제2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이 등록한 일정의 지리공간 좌표(위도, 경도)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서 2차원 지도에 맵핑해보았다. 참여자 별 등록 

일정의 위치 분포를 따라서 등록된 일정의 행동 반경, 등록된 

일정의 지리적 위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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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주일 간 전체 참여자들이 등록한 일정 장소 표시 

 

참여자들이 등록한 일정의 장소로 판단해 볼 때, 생활 반경이 넓은 

사용자와 생활 반경이 좁은 사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등록한 일정의 장소 분포를 통해서 일정 산개형 

사용자와 일정 집중형 사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반경이 넓고 일정의 장소가 산개형인 유형(P3, P6, P7, P9)이 

생활반경이 좁고 일정의 장소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 유형(P2, 

P4, P5, P8)보다 사용한 모바일 캘린더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일정이 많고 산개되어 있는 만큼 통행이 잦기 때문에 공간 및 

통행에 대한 정보에 적극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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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참여자 일정:장소 비율 

 

 10명의 참여자들이 일주일동안 등록한 일정의 전체 개수는 148개, 

그 기간동안 등록한 일정에 입력한 장소의 개수는 80개였다. 전체 

등록 장소의 개수와 전체 등록 일정의 개수의 비는 약 1:1.85로서, 

한 장소당 평균 1.85개의 일정이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소:일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자들은 고정된 장소에서 

많은 일정을 등록한 것이고, 비율이 낮은 경우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일정을 등록한 것이다. 일정의 공간이 다양하고 통행이 잦은 

사용자들이, 리서치 참여 기간동안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시공간 그래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장소:공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하는 P2, 

P6, P8의 인터뷰를 보면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는 

참여자( P6)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참여자(P2, P8)로 나눌 수 있다. 

 

“그래프를 봐서 좋았던 점은, 최소 이 때는 출발해야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고, 하루에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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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갔다 하는지 그게 다이어그램처럼 보여서, 도식화가 되니까 

루트가 눈 앞에 보여서 좋았어요.” (P6) 

 

 참여자 P6가 등록한 장소:일정의 비율은 1:1.2로 전체 참여자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참여자 P2 또한 참여자 P6와 

비슷한 비율인 1:1.29의 비율을 보이지만 인터뷰에서 사뭇 다른 

소감을 말했다. 

 

“기획은 좋았던 거 같아요. 거리를 기준으로 시간을 잡아주는 거. 

그런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위치를 다 입력해야 하는데, 

평소 캘린더 쓰듯이 일정을 입력하니까 회사를 입력 안 해서 

알려주는 이동 시간이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에 거주지 입력을 할 

때 매일 가는 다른 곳들도 등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P2) 

 

장소:일정의 비율이 낮게 나온 참여자 P2, P6, P8은 셋 모두 

직업이 회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12> 등록 일정의 아는 장소와 모르는 장소 비율 

 

 참여자들이 리서치 기간 동안에 등록한 일정의 80개 장소 중에서 

참여자들이 아는 장소라고 답을 한 곳이 69곳(86.25%),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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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라고 답을 한 곳이 11곳(13.75%)이었다. 그리고 장소 별 

등록한 일정의 개수는 아는 장소가 137개(92.57%), 모르는 장소가 

11개(7.43%)의 일정이 등록되었다. 인터뷰를 한 참여자들 중 

일정의 계획과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통행 정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사용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그룹(P4, P5, P6)은 리서치 참여 기간 동안 모르는 

곳에서의 일정이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그룹이었다.  

 

“알려주는 (이동) 예상 시간은 거의 정확했는데, 이번 주에 다닌 

데가 다 매번 가는 데라서 솔직히 확인은 안했어요. “ (P4) 

 

 조사 참여자들이 일주일 동안 등록한 일정의 90% 정도가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 때문에 일정 간 통행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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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모바일 캘린더 사용성 평가 

 

 사용성(usability)은 사용자가 제품을 다룰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영향들을 종합하여 시스템을 얼마나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측면을 말한다(이정모 외, 2003). 사용성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Norman(1988)은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고려 

사항으로 어포던스(affordance), 대응(mapping), 멘탈 

모델(mental model), 메타포(metaphors) 등을 제안하였고, 

Nielson(1993)은 열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휴리스틱 평가를 

제안하였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사용성이란 특정의 사용자들이 

특정 환경에서 특정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효성, 

효율성,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유효성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정확성(accuracy)이나 

수행 완수(completeness)를 뜻하며, 효율성이란 사용자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만족도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 가지게 되는 편안함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모바일 캘린더 사용에서의 정확성, 

효율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 나온 평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1. 일정 등록과 POI 입력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 등록시 공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하여 

구글의 지역정보 자동완성 API를 이용한 텍스트 자동완성, 이전 

등록 장소를 히스토리로 제공하는 기능을 일정 등록 과정에 

제공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해당 기능에 대한 평가와, 기타 

POI 입력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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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앱을 쓸 때는 위치 정보를 입력할 때 자동완성을 통해서 

넣는데, 위치 자동입력이 완성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걸 생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위치를 기반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완성을 시켜야 될 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위치(POI) 자동입력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 같아요. 등록이 안된 지점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래에 

리스트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귀찮구요.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안 뜨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5)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구글의 자동완성 API가 

참여자들이 입력을 원하는 장소를 모두 지원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확성이나 수행 완수와 관련하여 자신이 입력을 원하는 

장소가 자동완성으로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자신이 아는 주변 

랜드마크를 입력하는 식으로 우회전략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정자역이 아니라 정자동을 입력한 이유) 처음에는 (일정이 있는 

장소의)상호명을 넣어 봤어요, 그런데 안 뜨더라구요(요가). 그래서 

그냥 정자동… 역으로 하는 건 싫었어요. 정자역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역에 그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이 포함되어 있는 (큰 단위인) 정자동으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그 건물이 정자동 안에 있는거고, 

정자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맞는 거 같아서. 정자역이라고 

하면 특정 스팟을 찍어주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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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걸 찍는 게, 넣는 게 싫었던거죠.” (P8) 

 

 원하는 곳이 자동완성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주변의 다른 장소를 

입력한 참여자들에 비해, 참여자 P8의 위치 입력 대응방식은 다른 

점이 있었다. 원하는 장소와, 장소가 속한 지역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등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 자신이 실제로 가지 

않을 장소를 일정에 등록하는 것이 싫었다는 답변을 했다. 실제 

장소와 등록 장소의 불일치에 대한 거부감을 알 수 있다. 

 

“지도 표시가 안 되는 거, 저희 학교를 찍었을 때 학교 이름은 

나와도 ‘예능관’이 안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제가 찍을 수 

있잖아요, 학교 입구를 찍는거랑 학교 가운데를 찍는거랑은 

다르니까.” (P7) 

 

 자동완성 API가 지원하지 못하는 장소에 대해서 2차원 지도를 

보면서 사용자가 지도 상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전 등록 장소를 

제공하는 히스토리 기능은 입력 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 시공간 그래프 - 뷰 인터페이스 

 

 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된 모바일 캘린더에서 보여주는 일정의 

시공간 그래프 뷰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시공간 그래프 방식에 

대해서 새롭다, 신기하다는 첫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나 보여주는 

통행 정보에 대한 불신, 통행 시간의 개인화,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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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과 거부감 등의 소감이 있었다. 

 

“네이버는 지도가 보이고 가는 길이 보이니까 좋은데, 캘린더 

앱에서 보이는 건 어떤 기준인지 안 보여서, 환승하는 경로나 이런 

건 안보여서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버스, 지하철 이런 아이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생각할 수 있게.” (P8) 

 

 일정의 시공간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통행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사용자에게 설명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로축 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P6) 

“그래프에서 보이는 시간이 오른쪽으로 쭉쭉 가는데, 그게 거리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게 멀고 가까운지 

표시가 되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엄청 멀리가나 가까이 가나 

지금은 똑같이 보이잖아요? 거리 표시가 안 돼서 아쉬웠어요.” (P7) 

 

 공간축을 등간격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에 인터페이스가 부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에 반면 공간축의 간격이나 장소 별 

거리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 참여자도 있어서 대조적이었다.  

 

 “차라리 그래프 대신 지도 형식으로 나왔으면 했어요. 지금 있는 

그래프는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보는건지 생각하게 돼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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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뭔지 인식이 안되서… 그래프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 것도 

있었고.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P10) 

 

 인터페이스의 메타포 측면에서 공간과 통행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전에 없던 낯선 방식으로 인한 낮은 학습성과 이해의 문제가 몇몇 

사용자에게서 나타났다. 

 

 

 

 

 

 

 

 

 

 

 

 

 

 

 

 

 

 

 



 

 50 

제 3절 일정관리도구로서의 평가 

 

모바일 캘린더는 인지적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가지는데,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계획기억(prospective memory), 지나간 일정을 

보관하는 것은 과거경험기억(retrospective memory)의 

보조수단으로 캘린더가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정의 

시공간경로 제공이 모바일 캘린더가 가지는 일상 기억의 외재적 

보조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1. 일정의 계획(planning) 

 

(1) 공간에 대한 조망 

 

 캘린더에서의 조망력(browsability)은 Payne(1993)의 정의에 

따르면 나타난 의도(intention)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일정의 개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봐서 좋았던 점은, 최소 이 때는 출발해야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고, 하루에 어디를 

왔다갔다 하는지 그게 다이어그램처럼 보여서, 도식화가 되니까 

루트가 눈 앞에 보여서 좋았어요.” (P6) 

“그래프를 보는 게 좋았어요. 가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리고 왔다갔다해서 집으로 회귀하는 느낌이 좋았어요. 갔다가 

온다 이런거.”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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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캘린더에 등록되는 일정의 장소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하나의 축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날짜의 일정이 거치는 공간에 대한 

조망력이 높아졌다는 참여자가 다수 있었다.  

 

“일정에 위치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특정 장소를 입력해 놓으면, 예를 들어 

코엑스를 입력해 놓으면, 코엑스에는 이것저것 있잖아요, 거기 

가는걸 보고 거기에 맞는 일정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기존 

캘린더 쓸 때에는 제목에 괄호로 간단히 쓰고 그랬어요.” (P4) 

 

앞서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활동을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계획하는 다목적통행의 용도로 시공간 그래프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참여자가 있었다. 방문하는 공간을 보고 다른 필요 

일정을 조정하는 일정관리 방식을 언급했다. 

 

“처음에 거주지를 집으로 설정해 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아침에 출발을 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서, 그 그래프가 쭉 한 줄로 그어진 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회사는 굳이… 그렇게 설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매일 

일상이 똑같으니까.” (P8) 

 

 일정 등록에 있어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쐐기 활동의 

캘린더 미입력으로 인한 문제를 말하는 참여자가 더러 있었다. P2, 

P8의 경우 회사를 다니지만 출퇴근 여부를 캘린더에 입력하지 

않아서 일정의 시공간 그래프와 실제 일정이 전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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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에 대한 예측 

 

 시간지리학의 시공간 프리즘 개념을 통해서 교통수단과 재량 

시간에 따른 장소의 접근성과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음을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앱이) 거리를 계산해주고, 미리 출발시간을 예상해주잖아요. 

맨날 운전할 때마다 예상 시간을 따로 확인하는데, 여기선 그게 

나와서 편했어요. 원래 평소에는 캘린더를 먼저 보고, 네이버 

지도앱(길찾기)을 켰는데 그걸 단축시켜줘서 편했어요.” (P1) 

 

 캘린더에서 일정 간 통행시간을 예측해주어서 좋았다는 참여자는 

소수였다. 이는 앞서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소 등록하는 

일정의 대부분이 이미 잘 아는 곳인 경우가 많아서 통행에 대한 

정보를 참여자가 벌써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주는 정보에서, 실시간으로 몇 분 더 빨리 가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P5) 

 

 참여자 P5의 말은 예비 조사에서 나왔던 의견과 유사한데, 보다 

거시적인 시간 단위를 다루는 캘린더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통행 

시간 몇 분 감소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었다. 

 

“이동 시간을 보여줄 때 여유 시간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어요.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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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바일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통행 시간에 사용자가 여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이는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통행 시간이 네이버 길찾기에서 가져오는 

최단 시간이기 때문에, 도보를 걷는 속도나 환승, 기타 시간에서의 

개인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통행 시간 전 

준비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당겨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일정의 상기(reminding) 

 

“이거 푸시 알람은 안돼요? 대부분 일정을 입력하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이 오잖아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게, 사람들이 캘린더를 자주 열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일정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 캘린더 앱을 다시 

열어보진 않는거 같아요.” (P8) 

“알람이런 게 있으면, 계속 쓸거 같아요. 거리랑 시간 나타내는 게. 

걔가 계산을 해서 내가 잊어도 알람을 해주면 쓸 것 같아요. 

캘린더의 가장 중요한 밸류는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P8) 

 

 디지털 캘린더가 제공할 수 있는 푸시 알림(push notification)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본래 상기(remiding)는 캘린더의 주 사용 

목적 중 하나이며, 특히 모바일 캘린더에서는 푸시 알림의 사용이 

빈번하기에 푸시 기능의 미지원에 대한 피드백은 해당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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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위젯이 되면 쓸 거 같아요.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바탕화면에서 앱을 찾고, 누르고, 날짜를 또 눌러야 

하고…” (P7) 

 

그 외에 캘린더 정보를 찾아가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캘린더가 

안드로이드 OS의 위젯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일정의 보관(archiving) 

 

 “그래프에서 좋았던 건, 그래프가 꺾여지는 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날 많이 이동했다는 거니까, ‘아~ 이 날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구나’, 이런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캘린더에 정해진 

활동 같은 건 표시되니까, 제가 돌아보는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 

번만 꺾인 날이 있고, 두 번 꺾인 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오늘 이러이러해서 집으로 돌아왔군, 이런 여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P5) 

 

“원래 캘린더에 장소는 안 뜨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할 일에 의존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소가 고려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한 일을 돌이켜볼 때, 

요즘 일기도 못 쓰고 하루를 주로 이벤트 중심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했구나, 내가 오늘 많이 움직였네,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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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제공된 모바일 캘린더의 시공간 그래프를 일정의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았다는 사용자도 다수 있었다. 앞선 

계획 용도의 사용이 시간의 미리 당김이라면 보관 용도의 사용은 

시간의 되당김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캘린더 사용 목적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는 추적(tracking)과 보관, 일기(diary)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는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나, 어디를 갔나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에 제가 신용카드를 쓰는데 며칠 전에 생각보다 

이삼만원 더 썼다 그러면, 그 날 어디어디서 썼는지 장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평소 영수증을 안 모아놔서 기억에 의존하는데, 

기억은 주로 장소로 잘 떠올려요.”(P4) 

 

일정 등록을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라이프로깅 

(lifelogging)이라고 할 수 있다. 로그를 통한 과거 회상을 연구한 

Kalnikaite(2010)는 SenseCam을 통해 찍은 1인칭 시점의 일상 

사진보다 GPS 위치 정보가 지나간 시간을 추론(inference)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모바일 캘린더의 시공간 

그래프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장소를 지나간 시간의 추론을 위한 

단서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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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요약 및 디자인 제언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일정관리 도구인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의 

공간 정보를 부가하여 일정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때문에 개인의 일상을 시공간 경로를 통한 궤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지리학의 시공간 그래프를 모바일 캘린더에 도입, 일정의 

시간과 공간, 통행을 시각화하였다. 등록되는 일정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통행 정보를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캘린더의 

일정 등록과정에서 구글의 지역정보 자동완성 API를 이용해 장소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입력받았고, 입력 히스토리와 반복 일정 등록 

기능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문헌 조사와 예비 조사를 거쳐 개발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캘린더를 일주일 간 10명의 조사 참여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뒤, 

서버에 쌓인 일정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가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의미있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의 장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입력을 통한 자동완성 기능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자가 등록을 원하는 장소가 구글이 제공하는 

POI 데이터 중에 없다거나, 사용자가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근처 다른 장소를 입력하거나 해당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입력하는 등의 우회 전략을 통한 장소 입력이 불편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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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포스퀘어, 페이스북 체크인 등의 소셜 

POI를 통해 다양한 POI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장소 입력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입력되었던 장소를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공간 그래프를 통해서 일정의 장소와 통행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많은 부분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시공간 그래프와 

함꼐 보여줄 정보의 선택과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공간 정보가 부가된 캘린더의 사용에서는 일정이 등록된 장소가 

다양하거나 생활 반경이 넒으며 낯선 곳에서의 일정이 많은 

사용자에게 시공간 그래프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정된 생활 

패턴을 가지는 사용자에게는 일정의 계획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통행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용자 중에서도 공간이 시각화되어 보여짐으로써 전체 일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활동의 입력을 위한 다른 인터페이스의 

고안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어서 입력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쐐기 활동을 어떻게 입력할 것이며, 등록한 일정을 보여줄 

때도 일정 별 계층(hierarchy)을 둬서 보여지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요소이다. 

 

 일정 관리의 목적 별로 평가를 한다면, 일정의 계획 목적으로 

시공간 그래프를 본 사용자는 공간의 조망이나 통행의 예측에 

대해서 일부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정 관리의 계획을 

돕는 수단으로서 시공간 그래프를 활용하려면 추가 개선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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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일정의 보관 목적으로 사용을 한 조사 참여자에게는 기존 

캘린더에 공간 정보가 더해지고 경로가 시각화됨으로써 다이어리나 

라이프로깅 수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정의 공간과 통행 정보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시공간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시공간 그래프를 그리는데 있어서 공간축을 등간격이 아닌 장소의 

거리 차이에 따른 상대적 간격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 실제 사용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고, 일정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시공간 

그래프에 추가할 것인지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9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캘린더에 공간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일정관리에서 시간과 공간, 통행 정보를 함께 보여준 첫번째 

연구이다. 일정 간 통행정보와 시공간 그래프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정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함과 

동시에 시간지리학의 개념을 일정관리에 끌어오면서 일정관리 

연구와 개인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캘린더에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기 위한 지리 

데이터베이스와 POI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통행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일정관리도구와 교통정보 서비스로 분리되어 

다뤄지던 정보를 단일 캘린더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점, 그를 통해서 

정보 접근의 뎁스를 줄이고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그래프를 캘린더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정의 공간과 통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였다는 점, 그리고 시공간 

시각화를 통해서 일정관리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방식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정관리도구로서 모바일 캘린더의 역할을 인지적 측면에서 

캘린더를 통한 계획이 의미하는 ‘할 일 기억하기(prospective 

remembering)’는 미래계획기억(prospective memory)을 위한 

행위로 보고, 보관은 과거경험기억(retrospective memory)에 

연관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공간 정보가 

부가된 모바일 캘린더가 일정에 대한 조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일정 간 통행에서 접근성에 대한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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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발견점은 본 모바일 캘린더가 라이프로깅 수집용 리서치 도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정의 시간과 장소, 목적 등을 사용자가 

쉽게 입력할 수 있고 데이터가 서버에 자동 전송됨으로써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라이프로깅 수집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일정의 시공간경로 시각화가 캘린더에 등록되는 일정의 개수를 

많게 한다면, 함께 등록되는 위치 정보와 더불어 사용자의 context 

awareness computing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미 

캘린더 정보를 통한 사용자 맥락 파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캘린더에 등록되는 정보가 풍부해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 맥락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캘린더에 POI가 

등록되면서, 통행과 관련한 차량 내비게이션 등 다른 기기나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한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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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우선 본 연구는 전에 없던 모바일 캘린더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사용하게 한 뒤 데이터와 인터뷰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참여자 한 집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통제 

없이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데이터와 인터뷰 만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끌어 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하는 실험연구방법과 

같이 집단 간 처치나 실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변인을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문제의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확실한 평가만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방법론 

적으로 볼 때 연구 설계나 결과 도출의 과정이 느슨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태스크를 주어 

실험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일정의 계획과 수행 측면에서 특정 

태스크를 주게 되면 장소에 대한 친숙도, 거리, 시간, 다른 일정과의 

맥락 등 통제가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실험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래계획기억에 대한 심리학 실험은 

주로 통제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지만, 

캘린더 사용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에게 공통의 태스크를 주기가 

어렵고 상황이 통제된다는 것 자체가 bias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의의를 

살펴보았다. 

 

 일정관리도구에 대한 연구로써 본 연구를 평가한다면 세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첫번째는 사용 환경을 모바일 캘린더로만 

한정지었기 때문에, PC나 웹을 통한 사용이 빈번한 실제 캘린더 

이용 행태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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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의 이용과 타 디바이스 동기화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드러났다. 두번째는 캘린더의 기능 상에서 일정 공유 기능과 구글 

캘린더 등의 타 캘린더 연동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용 

캘린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iOS나 다른 운영체제에서 모바일 캘린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버에 등록된 데이터가 일정에 대한 raw 데이터 

밖에 없었지만, 기타 캘린더 이용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한다면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캘린더 앱을 실행하고 어떤 때 실행하는지, 

일정의 수정과 삭제는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등 모바일 캘린더 

사용에 대한 심도깊은 로그데이터 분석 또한 차후 진행 가능한 

부분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등록된 일정의 내용 

분석 또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으나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일정관리와 지리 · 교통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 환경의 탐색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룹웨어 캘린더에서의 일정 공유와 

공간, 통행 정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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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ime Management 

Tool with Spatial Information 
: Designing Mobile Calendar 

with Space-time Graph 
 

Lee, D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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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Use of smartphones for personal scheduling is a common scene 

in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usability 

of mobile calendar through providing the spatial information of 

schedules. For this, space-time graph that describes the path 

of personal activity is introduced to mobile calendar visualizing 

time, location, and travel of schedules. 

 

After the literature reviews and preliminary studies for 

designing the new mobile calendar, it was developed as an 

Android calendar application. For its evaluation,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0 participants 

after using the mobile calendar. Through the server data and 

user interview, the calendar was evaluated its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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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alendars are used as external memory aid tools that 

help everyday remembering. The result on this paper shows 

that the mobile calendar with spce-time graph is more efficient 

to increase usability of mobile calendar as an external 

prospective memory tool, and it may also work as lifelogging 

tool for retrospective memories. 

 

To enter the correct location latitude and longitude coordinate 

on schedules, Google Maps API was used on the input interface. 

The user history that indicates past locations was provided for 

better input availability. Space-time graph was good for 

increasing browsability of daily personal schedules, but it needs 

some improvement on the visualization methods for easier 

understanding. 

 

The majority of past studies have tended to view calendars 

only in the time-dimension, but this study extends the notion of 

mobile calendars that introduce concept of the time geography. 

It has implications to provide personal schedules with its travel 

times on mobile calendar for the first time. 

 

Keywords : Mobile Calendar, Time Management, Time 

Geography, Space-time Grap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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