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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동 전화의 등장과 보편화는 개인의 삶에 있어 일정의 유동성  

을 증가시켰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손쉽게 일정을 생성할 수 있. 

고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와중에도 약속 시각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과 커. 

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제들이 부족했던 예전과 달리 이동하, 

는 과정에서도 연결이 가능한 이동 전화는 일정의 미세 조정을 가

능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의 유동성이 증가한 만큼 일정에 . ,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 연구는 일정의 유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일정 관리   ‘
도구는 일정의 계획과 수행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가’
정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모바일 캘린더의 연구 발전 과정을 . 

살펴본 결과 일정의 유동적인 속성을 고려한 접근은 미흡했다 따, . 

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연구 목표로 삼고 실험 연, , 

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일정의 유동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 , 

특성과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유동적인 일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 , 

모바일 캘린더의 디자인 원칙을 수립한다 셋째 디자인 원칙에 따. , 

라 개발한 모바일 캘린더가 실제 일정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파악한다. 

먼저 일정의 유동성을 검증한 결과 사람들이 캘린더에 기록하  , , 

는 일정의 대부분은 유동적이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동적인 . 

일정은 돌발 이벤트 변동 가능 이벤트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로 , ,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유동적인 일정을 계획할 때는 적. , 

어도 한 가지 시간 정보는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 ii -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의 유동성을 반영한 프린지 캘. ‘
린더 를 개발하였다 프린지 캘린더는 기존의 시작 종료 시각 외’ . , 

에도 유동적인 시간을 별도로 표현할 수 있는 모바일 캘린더이다. 

프린지 캘린더가 실제 일정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평가 설문 조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성과 평가 결, , , . 

과 프린지 캘린더는 계획성 측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 

행성 항목에서도 시간 확인하기 외의 항목들에서 대체로 우수한 ‘ ’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 

마지막으로 인터뷰 결과 프린지 캘린더는 이벤트의 수행 목표 시, , 

간을 계획하는 데 유용했다 또한 일정을 오히려 여유롭게 계획하. , 

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인지하기 어려웠던 불확실한 시, 

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일정의 유동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유형별로 분류  

해 재정의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방법론적인 측면. 

에서는 변화한 일정의 속성에 기반하여 모바일 캘린더 인터페이, 

스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캘린더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린지 캘린더의 검증 결과는 향후 산, 

업공학 교육학 등 다양한 캘린더 연구 분야에 기회를 제공할 수 , 

있다는 점에서 산업 기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모바일 캘린더 일정의 유동성 일정 계획 불확실성: , , , 

학  번 : 2014-2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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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의 배경1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동 전화의 보편화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더 유동적이고 즉흥적인 일정들, 

이 늘어났다 오늘 저녁에 만날래 라는 식의 전화나 늦을 것 같으니 . “ ?” “
시간 뒤에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들은 빈번하게 나타나1 ”

는 현상이다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생성하고 변경하거나 취. , 

소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개인의 삶에 있어 일정은 더 이상 고정적인 시. 

간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동 전화가 없던 과거의 약속 은 고정적인 의. ‘ ’
미가 강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만남이 성사되기 .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는 것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컸다, . 

그러나 지금은 만남이 성사되기 직전까지도 약속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 

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 계획되지 않은 약속이 즉흥적으로 발. 

생하기도 하고 만남 직전에 취소기도 한다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을 , . 

가능하게 해 주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제든지 일정을 생성하거나 

조정하기 쉬워진 것이다 즉 일정의 유동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이러한 일정의 유동성으로 만남의 과정이 유연화 되었으며 반드‘ ’ [10], 

시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었다 하지만 오히려 불[2]. , 

예측성과 불확실성은 커졌다 일정이 계획했던 시각과 달라지고 해야 . , 

할 일들의 순서가 변경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일정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

워진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들 , 

또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리포트 년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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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대상 도달률 순위에4 ) , 

서 안드로이드 캘린더는 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닐슨 코리안클릭6 ( , 

또한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위 안에 2013). , 5

들고 있는 네이버 캘린더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 

션들의 전체 이용자 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일정관리 애플리케PC 

이션들의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도 약 배 정도 많은 수치이며16

최근 한 달 이내 애플리케이션 이용 빈도에 관한 (Rankey, 2014.10), 

조사에 따르면 일정 관리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은 년 대비 년에 , 12 , 13

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12% .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은 , 

알람 지도 메모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거나 장소 기반 혹, , , 

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정을 제안해주는 데 국한하고 있다 최근 . 

들어서는 사용자의 일정을 계속적으로 학습한 후 향후 미팅을 위한 최, 

적의 시간이나 장소 등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기(AI) 

도했다 이처럼 캘린더로 대표되는 현재의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은 . 

새로운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에만 힘쓰고 있다 일정이 쉽. 

게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불확실해진 시간들을 기존의 캘린더에서 인지

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적인 일정이 증가하고 . , 

있는 시점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일정 관리 도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

다.

이 연구는 바쁜 현대인들이 유동적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를 제안한다 이러한 모바일 캘린더를 통해. , 

계획성과 수행성의 측면에서 유동적인 일정의 시간 관리 능력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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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목적2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정의 유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바일 캘린더를 

설계 및 제안하는 것이다 만약 유동적인 일정을 사전에 예측하여 기록. 

할 수 있다면 일정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일정의 유동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특성과 유형을 파악, 

한다 일정의 유동성이 증가되었다는 현상은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측. , 

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 . ,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모바일 캘린더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동적인 일정의 분포를 알아본다 그리고 각 일정별 맥락적 상황을 조. 

사하여 유동적인 일정이 나타나는 원인과 예측 가능한 시간 정보는 무엇

인지 파악한다. 

둘째 위에서 도출한 유동적인 일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일, , 

정을 수용할 수 있는 모바일 캘린더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이것을 실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형태로 개발한

다. 

셋째 개발한 캘린더가 일정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파악한다 사, . 

용자들을 대상으로 주 동안 캘린더를 사용하게 한 후 이에 대한 경험2 , 

을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성과 평가로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 , 

에서 효과성을 검토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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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2 

이 연구의 목적인 일정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 

일 캘린더 제안을 위해서는 일정의 유동성 증가 관점에서 일정 계획과 , 

캘린더1)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일정 계획의 개념과 . , 

과정을 정의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행동 수준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둘, . 

째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캘린더에 대해 이해한다 관점에서 캘. HCI 

린더의 연구 발전 과정을 검토하여 전자 캘린더의 특징을 알아보고 일, 

정 계획 측면에서 캘린더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모바일 캘린더가 , 

가진 문제점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의 등장과 일정 계획의 관. , 

계를 살펴보았다.

제 절 일정 계획1 

일정 계획 에 대한 이해1. (Scheduling)

일정 을 만드는 과정을 일정 계획 이라고 일컫(schedule) (Scheduling)

는다 이러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 

의되어 왔다 먼저 팰런 은 일정 계획을 두 개의 변수 즉 . , (Palen, 1999) , 

제약 사항과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고려해 만족한 태스크를 서술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또한 브리지트 는 일정 계획이란 . (Brigitte J.C., 2004)

어떤 이벤트를 수행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이벤트들의 우선순위를 배열,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보고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써 정의하

였다 르벤탈 은 일정 계획을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 (Levental, 2001)

1) 년을 날짜에 따라 적어 놓은 달력을 의미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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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하는 행동의 시간 혹은 장소를 나열하여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니콜라 는 시간과 자원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 (Nicola, 2005)

일련의 이벤트들에 시작과 종료 시각을 할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일정

계획의 시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정 계획에 대한 개념은 . , 

접근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갖지만 시간 자원의 제한에 따라 이벤, 

트들을 어떻게 배열할 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 , 

연구에서는 르벤탈 과 니콜라 의 정의를 (Levental, 2001) (Nicola, 2005)

참고하여 일정 계획 을 태스크나 이벤트들을 시간에 따라 나열해서 구, ‘ ’
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정 계획 과정2. 

캘린더에 기록하는 일정 계획 과정은 패인 의 미래, (Payne, 1993) ‘
예측기억행동 구조도 로 설명할 수 있다 패인은 캘린더를 미래예측기억 ’ . 

장치로 보고 미래예측기억을 통한 캘린더 일정의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 

단계의 형태 의도 형성 실행 예측 계획의 상기 실행 및 회상 로 4 , , , – –
구성하였다 그 중 의도 형성과 실행 예측 단계를 부호화 단계[27]. , ‘ ’, 
계획의 상기 실행 및 회상을 회상 단계 로 구분하였다 그림 특히, ‘ ’ [ 1]. , 

부호화 단계는 미래에 어떤 행동들을 수행할지 의도가 형성되는 단계이

며 형성된 의도가 기호화되는 기록의 과정을 수반하는 단계이다 즉 의, . , 

도를 갖는 일련의 행동들을 예측하여 캘린더에 기록하는 행동은 일정을 

계획하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림 < 1 미래예측 기억행동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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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 에 의하면 일정을 계획하는 행동은 복잡성의 수준에 (1992) , 

따라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서와 시간을 , 3 . 

기입하지 않고 간단한 목록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이 수, 

행될 시기와 순서가 포함된 일련의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가장 상위에 있는 수준은 스케쥴 작성으로 일의 순서와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를 배정하는 단계이다 그 중 스케쥴 작성은 시간에 . , 

따라 일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 앞서 정의한 일정 계획의 정의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케쥴 작성의 수준에 초점. ,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절 캘린더에 대한 이해2 

캘린더의 연구 발전 과정1. 

세기의 그레고리력은 현재의 시간 일을 기준으로 정립되어 16 24 , 365

사용된 캘린더이다 이 후 종이 캘린더 는 [28]. (Paper Calendar) 수천 

년 동안 그 구조와 형태가 큰 변형 없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오[9][28]. 

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캘린더에 대한 연구는 HCI(Human Computer –
분야에서도 수십 년 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종Interaction) , 

이 캘린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캘린더의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가족 캘린더 와 같이 특[27][20] . (Family Calendar)

정 집단이 사용하는 그룹 캘린더의 사용 행태 연구도 존재하지만[17], 

종이 캘린더에 대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좁았다 연구의 범위가 확장. 

되고 다양해진 것은 전자 캘린더 의 개발부터이다(Electronic Calenda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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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캘린더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째는 캘린더의 사용 행태를 검토한 질적 연구이며 둘째는 인터페. , , 

이스 개선 및 디자인 제언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전자 캘린더의 도입 초기에는 종이 캘린더와 전자 캘린더의 사, 

용 행태 비교를 통해 전자 캘린더의 인터페이스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년대에 들어서 특정 도메인 예[32][21]. 1990 ( : 

회사 가정 에서의 전자 그룹 캘린더와 모바일 캘린더의 사용 [24], [23])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14].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수행된 전자 캘린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 

종이 캘린더의 기능을 디지털화하는 연구로 시작되었다 시간의 축이 고. 

정되어 있는 종이 캘린더의 뷰 가 전자 캘린더에서는 하루(View) (Day)

부터 일주일 월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며 접근할 수 (Week), (Month) 

있게 되었다 또한 종이 캘린더에서 전자 캘린더로 넘어오면서 제공[9]. , 

되는 기능 중 가장 명백하게 변화된 점은 알람의 제공이다 전자 , [32]. 

캘린더에서 알람은 최종적으로 계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

의 일정 관리에서 시간에 대한 관리력을 높였다[9]. 

년대에 들어서는 캘린더의 기능을 단순히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2000

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사용, 

성 개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입력 편의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제. , 

안 연구 일정의 자동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등은 [15], [15][19] 

캘린더 기록의 사용성을 향상시킨 연구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캘린더가 상용화되면서 모바일 특성에 기반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의 작은 화면 크기로 일정을 확인하는 데 어. 

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캘린더의 새로운 뷰 를 제안한 연구(view) [16], 

모빌리티 의 성격에 기반해 일정을 시공간 측면으로 바라보고 (Mobility)

공간적인 요소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5][31].

이처럼 디지털 캘린더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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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바일 캘린더에 특별히 한정되어 . 

진행된 연구는 부족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모바일 캘린더에 관한 연구는 . 

인터페이스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정의 시간적인 특성에 기

반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캘린더의 구성 요소2.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인지하는 뷰 로 구성된다 캘린더 (View) . 

뷰는 그림 와 같이 시간 단위별로 월별 주별 일별의 가지 형태로 < 2> , , 3

구분된다. 

마나스 에 의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캘린더 뷰는 주(Manas, 2008) , 

별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별 캘린더 뷰가 44% , 

월별 캘린더 뷰가 였다 하지만 이는 종이 캘린더와 전자 캘35%, 21% . 

린더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며 선호되는 캘린더 뷰는 사용자의 활동 유, 

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안나 셀 이 캘린. (Anna Sell, 2005) PDA 

더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일별 , 

캘린더 뷰가 오늘의 일정 정보를 모아보는 데 유용하며 종료되지 않거, 

나 긴급한 상태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모바일 디지털 캘린더로서 장

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캘린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 , 

연구는 하루 단위의 일별 뷰를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 

그림 < 5 왼쪽부터 월별 주별 일별 캘린더 뷰의 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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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뷰가 캘린더를 구성하는 요소라면 이벤트 , 

와 주석 은 캘린더에 기록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Event) (Annotation)

다 먼저. , 캘린더에 기록되는 이벤트는 날짜 시간 장소 목적의 정보를 , , , 

갖는다 캘린더에 기록된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속성을 갖으[32]. 

며 활동의 역할을 분리시키고 이벤트 간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역할을 , 

한다 캘린더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캘린더 이벤트를 표 와 같. < 1>

이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었다, , .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이벤트는 수행 기간에 따라 하루 혹은 일주, 

일 기반의 짧은 기간을 갖는 이벤트와 한 달 혹은 일 년 단위의 긴 기, 

  목적 분류

시간

시간 통제정도

(Ellis,1988; Ikki Ohmukai ,2003)

확정적인 이벤트
(pulse, fixed)

유동적인 이벤트
(steps, movable )

발생주기

(Iqbal H.Sarker,2016; L.Yin,2011)

순환 (recurring, routine)

비순환 
(nonrecurring, non-routine)

수행기간

(Manas, 2008)

짧은 기간 (short period)

긴 기간 (long term)

장소
공간의 성격

표민기( , 2013)

일상적인 공간 제 공간( 1,2 )

비일상적인 공간 제 공간( 3 )

목적
수행 목적

(Manas, 2008)

업무 관련 이벤트 

가족 개인 이벤트 /

공적인 이벤트 

표 이벤트의 구성과 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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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갖는 이벤트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벤트의 발생 주기에 따라[32]. 

서는 순환 이벤트와 비순환 이벤트로 구분된다 순환 이벤트는 [29][34]. 

특정 요일 혹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로 학기 중 수업 시

간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순환 이벤트는 이벤트가 미리 정해진 시간. , 

에 발생하지 않아 수행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를 일컫는다 마지. 

막으로 시간의 통제 정도 에 따라서는 확정적, (Temporal constraints) , 

인 이벤트와 유동적인 이벤트로 나뉜다 시간의 통제 정도는 이 논[33]. 

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벤트의 시간적 속성이다 연구자들마다 이에 .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었다 다만 이벤트는 이벤트. , 

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 가능한 확정적인 이벤트와 추

후 변동 가능한 유동적인 이벤트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장소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공간을 말한다 마나스. (Manas, 2008)

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게 비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공간 , 

정보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관리에서 캘린더 사용 특성에 관. , 

한 연구 결과 모바일 캘린더에서 사람들은 공간성에 따라 일상적인 공, , 

간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일정을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표민[35]. 

기 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이벤트가 발생하는 장소를 일상적인 공(2013)

간 제 공간 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제 공간( 1,2 ) ( 3 )2). 

목적은 업무 관련 이벤트 가족이나 개인의 이벤트 공적인 이벤트로 , , 

구분할 수 있다 목적은 이벤트 성립의 근본이지만 아쉬라프[32]. , 

에 의하면 사람들이 캘린더에 목적을 기록할 때(Ashraf Khalil, 2005) , 

는 사적인 일의 경우 약어 혹은 공간 시간 등으로 대체하여 기록하기, , 

도 한다고 밝혔다.

주석 은 이벤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Annotation)

다 노이슈태터. ( 에 의하면 주석의 유형은 변경 요Neustaedter, 2009) , 

2) 제 공간 가정 제 공간 직장 그리고 그 외 교통 레저 휴식 등의 공간을  1 ( ), 2 ( ), , , 

제 공간으로 구분한다 표민기 캘린더 일정 계획과 실제 행동의 비교에 대3 . ( , 「

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3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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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강조 부가 정보 상징의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 , 5 . , 

변경은 계획한 일정의 바뀐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종이 캘린더에서는 . 

이미 기록했던 일정에 줄을 긋고 왼쪽에 다시 기록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다 둘째 요약은 이벤트 정보를 약어와 같이 요약해서 기록해두는 것이. , 

다 정보를 길게 써 놓을 수 없어 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 

는데 이는 모바일 캘린더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셋째 강조는 , . , 

이벤트를 기록하는 색과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넷. 

째 부가 정보는 이벤트를 기록한 날짜의 정해진 칸을 넘어서 부가적인 ,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모바일 캘린더에는 메모 기능이 따로 존재하기 . 

때문에 부가 정보를 메모 기능을 활용해 기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상징은 글자 대신 그림이나 스티커와 같은 시각적 재현물로 기록하는 것

이다 모바일 캘린더 사용자는 캘린더 내에서 제공하는 스티커 기능을 . 

이용해 이벤트를 강조하기도 한다[35].

캘린더의 역할3. 

캘린더 사용 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일정 관리 도구로서 캘린더

의 역할을 탐구했다 그 결과 캘린더는 표 와 같이 미래의 일정들을 . , < 2>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과 조정 상기의 역할을 한다 또한 과거의 , . , 

일정들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목적 역할 내용

시간 관리

계획 기록
(recording)

이벤트의 정보 날짜 시간 장소 목적 를  ( , , , )
기록해두는 것 

수행
조정

(coordination)

계획했던 표준이나 순서를 변화 시키거 
나 좀 더 나은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 관리하는 것 

상기 일정 점검을 위한 탐색이나 수행할 일정 

표 < 2> 캘린더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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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시간 관리를 위해서 캘린더는 기록 조정 상기의 역할을 한다  , , . 

이를 다시 서인주 의 시간 관리 행동 분류를 참고하여 계획과 수(2007)

행의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 계획 행동을 보조하는 도구로. 

서 캘린더는 미래의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한 행동을 설계하여 기입해두

는 기록의 도구이다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 사람들은 이벤트를 우선 순. 

위에 맞춰 시간에 배열하거나 이벤트들을 그룹핑하여 기록한다, 

또한 수행 행동을 보조하는 도구로서의 캘린더는 일정 조정[32][33]. , 

과 상기의 역할을 한다 조정은 계획했던 표준이나 순서를 변화시키거나 . 

좀 더 나은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하는 행동이다 일[22]. 

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캘린더에 미리 계획했던 일정의 순서를 

변화시켜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이슈태터. 

( 는 가족 캘린더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Neustaedter, 2009)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캘린더를 제안하기도 했다 캘린더는 이. 

러한 조정의 역할뿐 아니라 상기의 역할도 한다 앞서 캘린더 연구 발, . 

전 과정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상기의 역할은 전자 캘린더의 알람 기, 

능으로 강화되었다 실제 캘린더 사용 행태를 살펴본 마나스. (Manas, 

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가 알람 기능을 사용할 만큼 알람2008) 63%

은 전자 캘린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캘린더는 지난 일정들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 

실제로 패인 의 연구 결과 캘린더는 시간 관리뿐 아니라 (Payne, 1993) , 

보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3) 캘린더를 보관의 목적. 

3)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명의 사람들이 캘린더를 보관 20 , 14

의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Payne Stephen J, 「Understanding 

(reminder) 에 대한 리마인드 

정보 보관 보관
(archiving)

추후 지난 이벤트를 회상하기 위해  
기록을 남겨 저장해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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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켈리[20][32]. 

는 이를 감사 추적 이라고 표현하며 캘린(Kelley, 1982) ‘ (Audit trail)’
더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 

이벤트를 추적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정들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14], 

기도 한다[32]. 

제 절 모바일 미디어와 유동적인 일정3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이 갖는 의미1. 

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한 것은 모바일 미   

디어의 등장과 보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모바일 미디어로 . 

변화한 시공간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바일 미디어가 갖는 본질. 

적 속성인 이동성 은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커뮤니케이(Mobility)

션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 공간성에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4]. 

조레기베리   ( 는 모바일 미디어의 시간성을 시Jaur guiberry, 2000) ‘é
간의 밀도화 와 이중 시간의 창출 이라고 했다 전자가 모바일 미디어와 ’ ‘ ’ . 

같은 유연한 통신수단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업무 내용과 순서의 

조직화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물리적 시간에 , 

미디어 시간을 중첩시킴으로써 시간 분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재현[ , 

에서 재인용2006 ]. 

이재현 은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모바일 미디어는 이동 중에도    (2006)

어느 곳에서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인간의 공간성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미디어를 계기로 첫째.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약화되거나 소멸되었다 둘째 이동 중. , 

calendar use. , 」 『Human-Computer Interaction 8.2 , 1993, p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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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미디어는 다중적인 사회적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다[26].  

이처럼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은 시공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반면에 모바일은 불확실함과 불예측성을 더해준다, [13]. 

현재의 상황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일정의 미시적 조정. ‘ 의 개념으로 (Micro-coordination)’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정의 미시적 조정2. 

시간지리학의 개념을 정의한 스웨덴의 지리학자 해거스트란트   

에 의하면 시간지리학은 인간의 행동은 항상 특정 (Hagerstrand, T) , ‘
시간과 특정 공간을 점유하며 동시에 다른 두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 ’
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이. 

러한 시공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바일 기. 

기를  통해 현재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과의 교, 

류가 가능해지면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능력, ‘ (Micro-coordination) 

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조정 능력을 링과 이트리. (Ling & 

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집이나 직장 같은 고정된 장소를 Yttri, 1999)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모바일 기기는 약속 시간. , 

이나 공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강석 은 . , (Seok Kang, 2014)

미시적 조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일정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이‘ ’
라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공간의 활용을 연구한 . 

황주성 에 따르면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으로 인한 일정의 효율적 (2005) , 

조정 비율은 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남의 과정에서 가 시64.8% . , 29%

간과 장소를 모두 확정하지 않고 만남의 접점을 합의하여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 유연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는 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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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가 등장한 초기에 이루어졌으나 모바일 기기로 사람들은 사, 

전적인 약속과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를 변화시키며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포마 는 사전적 조정 없이도 즉흥적인 정보교(Kopommaa, 2002)

환에 의한 새로운 만남과 활동 그리고 일정이 만들어지는 즉흥적인 생, 

활양식 이른바 실시간 생활양식(Extempore life style), (Real-time 

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미 에서 재인용life style) [ ,2012 ]. 

황주성 은 실제로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만남 (2005)

과정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즉흥적인 만남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했

다 그 결과 사전에 약속이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모바일 기기를 통해 . , 

이루어지는 만남이 일주일 평균 회로 전체 사적 만남 대비 로 1.7 50.0%

두 번의 만남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실. 

시간 생활양식이 가능해져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모바일 기기가 보급된 . 

초기로서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남 과정에서의 유, 

연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 4)된 

현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유동적인 일정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유동적인 일정3. 

유동적인 일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가장    . 

4)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 의하 KT ‘2015 ’ 
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은 로 세계 위로 나타났을 만큼 모바83.0% 4

일 기기의 사용은 보편화되었다 현윤경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 ( , “ , 83.0%...

위 연합뉴스 년 월 일4 ”, , 2015 07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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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간적으로 유동적인 이벤트를 개념화시킨 연구자는 엘리스(Ellis, 

로 이를 스텝스 이벤트 라고 정의했다 스텝스 이벤트는 1988) ‘ (Steps) ’ . 

오늘 저녁쯤 과 같이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벤트로 정확한 “ ” , 

시간에 수행되는 펄스 이벤트와 구분하였다 펄스 이벤트는 예‘ (Pulse)’ . 

를 들어 병원 진료 약속 강의 시간 등을 말한다 미크힐 마스리, , . (Mikhil 

와 마나스 는 엘리스가 정의한 스텝스 이벤Masli, 2011) (Manas, 2008) 
트와 같은 성격의 이벤트들을 임의적인 이벤트 라고 하며‘ (tentative) ’ , 

사용자의 캘린더에 마지막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이벤트라고 정의했다 제이콥 뱅크. ( 는 변동 가능Jacob Bank, 2012) ‘
이벤트 라고 정의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벤트라고 했(floating) ’

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세탁소 갈 일이 있는데 이 일정은 시간 걸리. , “ 2

는 일정이지만 몇 시에 갈지 모르는 이벤트 와 같은 것이다, ” .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로 미시적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 

일정을 계획하는 행동은 다양해졌다 이벤트에 대한 의도가 형성된 후. , 

이를 단순히 캘린더에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합의가 , 

필요한 일정에 대해 조율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획에 없던 . , 

새로운 시간으로 일정을 옮기는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순환적으로 일, 

어나는 일정의 시간은 미리 블로킹 해두기도 한다 또한(Blocking) [32].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을 재구성하는 행동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 

전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캘린더의 향후 연구는 조정 의 (Coordinating)

역할이 강조된 캘린더 디자인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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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3 

제 절 연구 문제1 

이 연구는 일정의 유동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사. , 

용하는 캘린더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동적. 

인 일정의 특징을 알아보고 디자인 원칙을 성립한다 성립한 디자인 원, . 

칙에 따라 유동적인 일정의 계획이 가능한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를 개, 

발하였다 둘째로 제안한 캘린더가 일정 관리 측면에서 가지는 효과성. , 

을 살펴본다 유동적인 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캘린더는 계획과 수행의 .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실제 캘린더 일정에서 유동적인 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1. ?

유동적인 일정의 분포는 어떠한가1.1 ? 
유동적인 일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1.2 ? 
유동적인 일정 계획에서 고정적인 시간의 변수는 무엇인가1.3 ?

 

연구 문제 은 새로운 캘린더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앞서 실제 < 1> , 

캘린더에 계획된 일정 중 유동적인 일정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 

구 문제이다 모바일 캘린더와 실제 행동 데이터를 각각 수집해 현재 . , 

캘린더에 계획하는 일정들의 특성별 분포는 어떠한지 일정 계획시 예측, 

가능한 시간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정의 유동성 현. , 

상을 규명하고 디자인 원칙을 성립하여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를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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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일정의 유동성이 반영된 모바일 캘린더는 일정 관리에 효2. 

과적인가             ?

일정의 유동성이 반영된 캘린더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2.1 ?

일정의 유동성이 반영된 캘린더는 계획성 수행성 측면에서 2.2 /

효과적인가             ?

연구 문제 에서는 일정의 유동성을 반영한 모바일 캘린더의 실< 2>

제 사용을 통해 새로운 캘린더의 효용 가치를 알아보고 사람들의 사용 , ,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새로운 캘린더는 사용자가 사전에 유동적인 시. 

간을 예측하여 기록할 수 있어 수행해야 할 일정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 

하고자 기존 캘린더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2 

 

1. 유동적인 일정과 확정적인 일정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캘린더에 기록되는 , 

일정을 시간의 통제 정도에 따라 유동적인 일정과 확정적인 일정으로 구

분하려고 한다 유동적인 일정은 이벤트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 

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발생 여부가 예측 가능하지만 날짜 혹, , (Date) 

은 시간 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확정적인 일정은 이벤트(Time) . 

의 시간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계획한 시간과 수행한 시간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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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일정의 분류2. 

장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2

하는 유동적인 일정을 표 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작적으로 정< 3>

의하였다.

유동적인 일정의 분류 기준은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단계로 분류 3

가능하다 단계는 이벤트 발생의 사전 예측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계획. 1

된 이벤트 와 돌발 이벤트 로 구분하고(planned event) (tentative event)

자 한다 계획된 이벤트는 최소 이벤트 발생 시간 전 해당 이벤트가 . 24 , 

발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이벤트이다 반면 돌발 이벤트. , 

는 이벤트 발생 당일에 갑작스럽게 생성된 이벤트이다.

다음으로 유동적인 일정 분류의 단계는 계획된 이벤트 중에서도 , 2

정확한 날짜의 예측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 

로 정확한 날짜가 예측 가능한 이벤트를 고정된 이벤트(anchored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변동 가능 이벤트 라고 event), (floating event)

정의하였다 즉 변동 가능 이벤트는 이벤트 수행 전 날짜와 시간이 변. , 

경될 여지가 있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단계는 정확한 시작 종료 시각의 예측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3 ·

차 분류1 차 분류2 차 분류3

계획된 이벤트

고정된 이벤트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 

경계가 확실한 이벤트 

변동가능 이벤트

돌발 이벤트

표 유동적인 일정의 분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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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모두 예측 가능한 이벤트를 시간의 경계가 , 

확실한 이벤트 불가능한 이벤트를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fixed event), 

라고 하였다(fringe event) .

즉 유동적인 일정은 돌발 이벤트 변동가능 이벤트 경계가 느슨한 , , , 

이벤트를 포함하는 일정이며 확정적인 일정은 경계가 확실한 이벤트를 ,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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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전 실험 일정의 유동성 규명4 : 

제 절 연구 과정1 

이 연구에서는 유동적인 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캘린더의 인터페이

스를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크게 세 < 3>

단계의 연구 과정 사전 실험 일정의 유동성 규명 시스템 설계 1) : , 2) –
및 구현 본 실험 사용성 평가 에 따라 진행된다, 3) : - .

먼저 사전 실험 일정의 유동성 규명 에서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 , ‘ : ’
일정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캘린더 사용자들을 대상. , 

으로 실제 이벤트를 계획할 당시를 재현하게 하여 예측 가능한 시간적 , 

정보들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새로운 캘린더 제안의 필요성. 

과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사전 실험에서 도. 

출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원칙을 수립한 후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현한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본 . , 

실험을 진행했다 본 실험에서는 성과 평가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의 방. , , 

법을 활용해 기존 캘린더와 비교했을 때 제안한 캘린더가 시간 관리 측, 

그림 연구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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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제 절 실험 방법2 

 

사전 실험은 실제 프로토타입 구현에 앞서 실제로 시간의 유동성이 , 

나타나는 일정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 

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유동적인 일정을 계획할 때 예측할 수 있. , 

는 시간적 정보를 알아보고 이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 사전 , . 

실험은 총 명의 모바일 캘린더 사용자로부터 지난 주일 일 간의 16 2 (14 )

캘린더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반구조화 인터뷰, (Semi-structured 

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Interview) .

실험 참여자1. 

실험 참여자의 선정은 모바일 캘린더를 사용 중인 학생 직장인 등,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일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집하였. 5

다 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을 고르게 리쿠르팅 하기 위해서 학생은 편의 . , 

표집 으로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 라이프(Convenience sampling) ‘
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일반인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시간 (SNUlife)’ , ‘

관리 연구소 와 개인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SNS . 

표집 시 사전 설문을 통하여 평소 하루 일정의 개수가 많은 편이    , 

며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모집된 실, 

험 참여 대상자는 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직접 모바일 캘린더 사용 20 . , , 

개수를 확인한 결과 예비 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준인 주일 평균 개 , 1 8.2

이하인 명의 대상자는 제외시켰다 나머지 명의 지원자 중에서 실험 2 . 18 , 

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실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어 실험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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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의사를 밝힌 명을 제외한 총 명의 참여자로 실험을 진행하였2 16

다 최종 명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표 와 같다 평균 나이 . 16 < 4> . 28.8

세 의 남자 명 여자 명으로 모집하여 성별로는 여자가 더 (SD=2.9) 6 , 10

많이 표집되었다 직업군은 학생 명 직장인 명으로 대학 원 생 일반 . 9 , 7 ( ) , 

직장인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 .

No. 성별 연령 직업 평균일정 개(/ )

P01 F 26 학생 대학원생 7.2

P02 F 28 직장인 사무직 13.5

P03 M 29 학생 대학원생 6

P04 F 33 학생 대학원생 7.1

P05 M 33 직장인 사무직 8.1

P06 F 29 직장인 스타트업 14.2

P07 M 34 직장인 스타트업 8.9

P08 M 26 학생 대학생/
사무직인턴 중

9.3

P09 F 28 학생 대학원생 7.0

P10 F 28 직장인 프리랜서 12.1

P11 F 32 학생 대학원생 7.0

P12 F 25 학생 대학원생 11

P13 F 25 직장인 사무직 8

P14 M 25 학생 대학생 9.4

P15 M 24 학생 대학생 8.3

P16 F 35 직장인 사무직 9.2

표 피험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4> 



- 24 -

실험 방법2. 

사전 실험의 연구 방법은 일상 재구성법(Day-Reconstruction 

Method)5)을 응용하여 수행했다. 피험자가 모바일 캘린더에 기록한 일

정을 보면서 이벤트를 계획했던 상황을 떠올려 이벤트 발생의 예측 가, 

능성 여부와 계획 시 예측 가능했던 시간 정보를 말하는 방식이다 실험. 

은 기본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자유롭게 (Semi-structured)

수행되었다 조사 날짜 기준 최근 주일간의 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 , 

인터뷰는 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가이드라인은 표 와 같30 . < 5>

다 인터뷰의 내용은 실험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이후 . ,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3. 

5) 은 일상 재구성법 을 사용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유 Daniel Kahneman ‘ ’
형과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분 세부 내용

기본정보
인구통계학 정보 성별 나이 직업( / / )

사용 중인 모바일 캘린더 종류

확정적인 일정과

유동적인 일정

일정의 내용

일정의 날짜 시간 변동 가능성 여부/

시간 정보의 

예측 가능 여부

일정 입력 정보

예측 가능한 시간 정보 시작 종료 수행지속시간( / / )

일정의 유동성 원인 시간 계획이 변동된 이유

표 인터뷰 가이드라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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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험에서는 인터뷰 진행시 수행한 음성 녹취록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참여자들로부터 실험일을 기준으로 최근 주간의 . , 2

캘린더를 스크린 캡처하여 전송 받았다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리거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표6)에 근거하여 해당 일정을 생활시간으로 수정하여 기입해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데이터는 피험자별로 날짜에 대한 차이가 . 

있었으나 주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단 사전 실험은 주 , 2 . , 2

전의 일과를 복기하여 진행된 인터뷰임을 감안하여 캘린더 상에 기록되, 

어 있으나 피험자가 기억하기 어려워한 일정은 제외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제 절 데이터 분석 결과3 

 

실험 결과 참여자 명이 사전 실험의 인터뷰 당일 기준 최근 주, 16 2

일 간 기존 사용 중인 캘린더에 입력한 이벤트의 개수는 총 개로 , 614

참여자 인당 평균 개였다 이는 주일간 입력한 일정의 개수로1 38.38 . 2 , 

일 평균 등록 일정의 개수는 개로 나타났다1 2.74 . 

유동적인 일정의 분포1. 

수집한 기존 캘린더 이벤트는 내용분석 을 수행    (Content Analysis)

한 후 앞서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에서 정의한 일정의 분류 기준에 맞, ‘ ’

6)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필수시간 의무시 ‘ ’ , , 

간 여가시간으로 크게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필수시간은 잠이나 식사 등의 개, 3 . 

인의 신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 유지 행동 시간이며 의무시간은 일이나 , 

학습 같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이다 여가시간은 봉. 

사활동 교제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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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참여자들이 캘린더에 이벤트를 최초로 계획. 

할 당시의 시간과 실제 수행한 시간을 비교했을 때 시간의 변동이 없었, 

던 이벤트를 확정적인 일정으로 그렇지 않은 이벤트를 유동적인 일정으, 

로 코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일정과 확정적인 일정의 분. 

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와 같이 시간이 유동적인 일정은 . , < 4>

전체의 약 개 를 차지한 반면 시간이 확정적인 일정은 전체82.7%(508 ) , 

의 약 를 차지해 유동적인 이벤트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17.3%

지하고 있었다 이는 날짜와 시간이 사전에 정확히 정해지거나 같은 시. , 

각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벤트보다는 시간이 변동 가능하거나 돌발적

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동적인 일정은 어떤 일정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어져 후행 일정 

또한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일정이 생성되는 , 

그림 유동적인 일정과 확정적인 일정의 분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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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정의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

업무 미팅은 팀장님의 외근으로 시간이 자주 변경돼요 외부 미팅“ . 

이 늦어지거나 길이 막혀서 주간 미팅이 시에 있긴 하지만 거의 지켜4 , 

지지 않아요.”(P05) 
저는 정확한 시간대로 수행하는 일정이 거의 없어요 운동도 업무 “ . 

시간에 따라 매일 다르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 . 

락이 오길 기다렸다가 급작스럽게 클라이언트 회사로 미팅을 가는 경우

가 많거든요.”(P07)
학교 수업같은 건 매일 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고정적인데 그 외에   “ , 

는 다 유동적이에요 요즘에는 다음 학기 교환 학생 일정 때문에 빨리 . 

처리해서 넘겨줘야 할 서류들이 많다보니 매일 해야 할 일들의 시간이 , 

바뀌어요”(P14)

일정의 유형별 특징2. 

참여자들의 일정을 시간의 통제 정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앞서 측, ‘
정을 위한 개념 정의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단’ 3

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유동적인 일정은 차 분류 상의 돌발 . , 1 ‘
이벤트 차 분류의 변동 가능 이벤트 차 분류의 경계가 느슨한 이’, 2 ‘ ’, 3 ‘
벤트 를 포함하며 확실한 일정은 차 분류의 경계가 확실한 이벤트 라’ , 3 ‘ ’
고 정의할 수 있었다 이는 표 과 같다. < 6> . 

차 분류1
개수

개( )

비율

(%)
차 분류2

개수

개( )

비율

(%)
차 분류3

개수

개( )

비율

(%)

계획된 
이벤트

608 99.0
고정된 
이벤트

580 94.5
경계가 
느슨한 

470 76.6

표 캘린더에 기록한 이벤트의 유형별 분류 분포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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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의 특징에 따라 차 분류부터 살펴보면 캘린더에 계획한 모든 1 , 

이벤트들은 사전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계획된 이벤트(planned event)

와 돌발 이벤트 로 나뉘는데 이 중 계획된 이벤트가 (tentative event) , , 

전체의 개 돌발 이벤트가 개 를 차지해 캘린더에 계99%(608 ), 1.0%(6 )

획하는 일정은 일정 수행 전 사용자가 일정을 수행할 예정임을 자각하, 

고 기록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돌발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에 . 

대해서는 바로 해야 하는 일정이라서 급한 일정일 때가 많아 기록할 “ ”, “
시간조차 없어서 계획했던 일정보다 중요한 일정인 경우에는 기록하”, “
지 않아도 기억하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 

이벤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계획된 이벤트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고정된 이벤트(anchored 

변동 가능 이벤트 로 분류 가능했다 고정된 이event), (floating event) . 

벤트의 경우 개 변동 가능 이벤트는 개 를 차지, 94.5%(580 ), 4.8%(28 )

해 고정된 이벤트가 변동가능 이벤트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 고정된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벤트는 학교 수업 회의 시간 동아리. ‘ , , , 

동호회 등의 모임 종교적 활동 개인의 학습에 관한 일정 등 비교적 다, , ’ 
양했다 반면 변동 가능성 이벤트는 국민행동시간조사 의 행동기. (2009)

준표에 의거하여 교제 와 일 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 ’ . 

이벤트

경계가 
확실한 
이벤트

110 17.9

변동가능 
이벤트

28 4.8

돌발 
이벤트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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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벤트들은 날짜 혹은 시간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시간, 

에 일정을 입력해두기 보다는 하루 종일 의 기능을 이용해 일정이 발생‘ ’
할 예정인 요일의 전체 시간 시간 으로 계획해두거나 일정을 기록할 (24 )

당시의 시간 그대로 입력해두었다가 추후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정된 이벤트는 이벤트의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계획하

고 수행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fringe event)

와 확실한 이벤트 로 분류한다 이 중 경계가 느슨한 이벤(fixed event) . , 

트는 개 경계가 확실한 이벤트는 개 를 차지했76.6%(470 ), 17.9%(110 )

다 이는 이벤트의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수행하기 . 

어려운 이벤트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간이 . , 

고정된 이벤트라 할지라도 실제 수행 시간이 계획한 시간보다 늘어지는 

이벤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일정 계획 시 필요한 시간 정보3. 

수집한 캘린더 이벤트별 피험자들이 예측 가능한 시간 변수들을 알    

아보았다 수집한 정보는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행 지속 시간. (S), (E), 

이다 각각의 변수는 캘린더에 시각을 입력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D) . 

으며 정확한 예측 시각을 답하는 경우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 , 

예측 할 수 없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나 시간 시간 반 정도 라는 식‘ ’ , ‘1 ~1 ’
의 대략적인 시간 범위로 응답한 경우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그림 와 같이 세 가지 중 가지 변수만을 예측 가능하다, < 5> 1

고 응답한 경우는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세 가지 72% . , 

변수 중 가지 변수를 예측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지 변2 23%, 3

수 모두 예측 가능한 경우는 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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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행 지속 시간의 예측 가능 여부 비율   , , , 

을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시작 시각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 6> .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종료 시각은 로 적은 비율52% , 17%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사람들은 종료 시각을 예. , 

측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시작 시각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수행 지속 시간

을 예측한다고 응답했다 피험자들이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을 계획할 때 . 

입력하는 정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시작 시각은 반드, , 

시 입력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종료 시각과 수행 지속 시각은 불확실할 , 

경우 표준 설정인 시간으로 자동 표기하였다 이는 시작 시각이 이벤트 1 . 

계획 시 가장 중요한 시간 정보임을 보여준다. 

일정 계획 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정보의 입력에 관해서 참여자   , 

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작 시각은 무조건 설정해요 종료 시각은 수업처럼 정해진 시간“ . 

이 있는 경우에만 정확히 설정하고 애매한 일정은 평균적으로 끝나는 , 

그림 예측 가능한 시간 정보들의 조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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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예측해서 입력해놨어요.”(P11)

시작 시각은 입력해두는 편인데 종료 시각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   “ , 

요 디폴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다 시간짜리 이벤트로 표기되어 있어. 1

요.”(P15)

그림 < 6> 예측 가능한 시작 시각 종료 , 

시각 수행 지속 시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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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5 

제 절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앞 절에서 수행한 사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바일 캘린

더 개발을 위해 세 가지 디자인 원칙을 수립했다 상세 디자인 원칙은 . 

다음과 같다.

유동적인 일정 계획의 중요성1. 

사전 실험의 결과 사용자들이 캘린더에 기록하는 일정의 대다수는 , 

유동적인 일정이었다 참여자의 는 확정적인 일정이 거의 없다고 생. 25%

각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러한 유동적인 일. , , 

정들은 변동 가능성이 커 불확실함을 갖고 있는 일정이며 사용자들은 ,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들은 이러한 유동적인 일정을 관리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우, 

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용자들의 어려움과 중(P08, P13). 

요성을 반영해 모바일 캘린더는 유동적인 일정 계획이 확정적인 일정보, 

다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있는 구글 캘린더나 아이폰에 내장, (Google) , 

되어있는 은 모두 확정적인 일정을 기반으로 한다 일정이 변경되면 iCal . 

날짜나 시간의 정보를 손쉽게 수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작과 종료 , 

시각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어떤 이벤트를 기록. ,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일정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시간 , 

기록 형식이 필요하다.



- 33 -

시간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2. 

 

유동적인 일정의 구성은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 변동 가능한 이벤, 

트 돌발 이벤트 순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앞서 사전 연구의 결과로 알 , 

수 있었다 그 중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는 유동적인 일정의 대부분을 . , 

차지하고 있어 본 실험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경계. 

가 느슨한 이벤트는 시작 혹은 종료 시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

벤트이다 따라서 시작 혹은 종료 시각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야 . , 

한다.

사용자들은 이벤트의 시간 정보가 변경될 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에서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계획. , 

했던 시간과 다르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행한 시간과 계획한 ,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P01, P03, P04). , 

가 일정 계획을 재정립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답했다(P05, P10, 

이는 시작 시각 혹은 종료 시각을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는 P12, P13).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 공학 측면에서는 작업 프로세스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과 종료 

시각을 유연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제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표 와 같이 대부분 작업 프로세스 중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 7>

있는 태스크의 지연 대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작업의 시간, 

을 계획할 수 있는 도구이다 에서는 정해진 수행지. Paint-Strips(2001)

속 시간을 가로선으로 페인트 칠하듯 칠하고 종료 시각의 유동성을 표, 

현하기 위해 예상되는 최소 종료 시점에 페인트 롤러 아이콘을 두어 유, 

동적인 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는 . Planning Lines(2005)

가장 빠르거나 느린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채도와 라인으로 구분했다 가. 

장 진한 채도로 칠해진 부분은 예정된 수행지속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라인으로 구분된 최대 기간은 유동적인 시작 혹은 종료 시각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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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작업 프로세스 계획을 위한 도구들은 색 투명도 선 두께. , , , , 

텍스쳐 명확도 등의 시각화 속성들로 맵핑되어 유동적인 일정을 표현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반으로 제작되어 화면이 작은 모바일에서는 사, PC 

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시작과 종료 시각의 유연한 조작 가. , 

능성에 대한 입증과 함께 유동적인 일정의 표현 방법을 참고하고자 한

다.

시간 입력의 원칙3.  

사전 실험에서 사용자들이 유동적인 일정을 계획할 때 예측할 수 있

는 시간 정보에 대한 결과 적어도 가지 변수는 예측 가능했다 특히, 1 . , 

캘린더에 계획하는 일정의 대부분을 시작 시각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

다고 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작 시각의 예측 가능성이 . 

종료 시각 혹은 수행지속 시간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점. 

을 고려해 새로운 모바일 캘린더는 시작 시간보다는 종료 시각의 유동, 

성을 우선시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도구명 저자( ) 도구

Paint-Strips
 (L. Chittaro, 2001)

 

Planning Lines
 (Wolfgang Aigner, 2005)

표 일정의 유동성을 반영한 일정 관리 도구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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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스템 설계 2 

설계 환경1. 

 

이 연구에서는 유동적인 일정을 미리 예측하여 계획할 수 있는 모바

일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를 프린지 캘린더. ‘ (fringe 

로 칭한다 프린지 캘린더는 두 개의 박스 와 세 개의 calendar)’ . (box)

포인트를 드래그 로 조작하여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일별 모바일 (drag)

캘린더이다 프린지 캘린더의 개발 환경은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의 사용 . 

환경을 고려하여 디바이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이 높은 기반의 , HTML5 

모바일 웹 형태로 제작하였다. 

프린지 캘린더의 핵심 특성은 손쉬운 조작으로 유동적인 시간 정보   -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행 지속 시간 를 예측하여 기록이 가능하고, , - , 

직관적인 표식으로 수월한 일람이 가능한 것이다.

조작의 원리2.  

 

프린지 캘린더의 조작 방식은 애플 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인 iOS ical

과 안드로이드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캘린더의 조작 방식을 참고 

하고자 한다 그림 은 캘린더에 일정을 생성하고 입력하는 과정을 . < 7>

옆에서 본 단면도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기존 캘린더의 경우 사용자가  . , 

일정 생성을 위해 화면의 빈 부분을 롱 프레스 하면 시작(long press) , 

과 종료 시각의 경계가 명확한 박스가 노출된다 이러한 원리를 프린지 . 

캘린더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프린지 캘린더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 

따라 종료 시각을 중심으로 일정의 경계가 느슨하게 표현된다 일정의 , . 

경계가 느슨한 표현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채도를 조정한 불투명 정도

로 디자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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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의 시간 정보 입력 또한 기존 캘린더의 조작 원리를 반영한다 기존 . 

캘린더의 경우 시작과 종료 시각의 경계점을 각각 양옆으로 늘려 자유, 

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프린지 캘린더에서도 이와 같은 조작 방식. 

을 사용한다 단 프린지 캘린더의 경우 불확실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 , , 

는 경계점이 추가된다 따라서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불확실한 시각을 . , , , 

나타내는 총 개의 경계점을 조작하여 시간을 입력 및 조정할 수 있다3 .

제 절 시스템 구현 3 

그림 은 앞서 언급한 디자인 원칙에 따라 개발된 프린지 캘린더   < 8>

의 최종 구현 모습이다 프린지 캘린더의 기본 화면은 주일 단위로 입. 1

력할 수 있는 일별 보기이다 요일과 타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 

임라인은 시간 단위로 되어있다 캘린더를 좌우로 넘기거나 오늘에 해1 . 

당하는 요일을 선택하면 해당 요일에 선택하는 타임라인 화면이 각 요일 

아래에 가변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그림 조작의 원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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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상의 빈 타임라인을 길게 프레스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씩으로 설정된 개의 박스와 개의 (press) 1 2 3

조작 가능한 경계점이 함께 노출된다 하단의 채도가 낮은 불투명한 박. 

스를 프린지 영역 으로 칭하며 일정의 직전 혹은 직후에 불확‘ (fringe) ’ , 

실한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계획할 수 있다 프린지 영역이 초기 화면 . 

설정에서 하단에 위치한 이유는 디자인 원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박스의 . 

색 은 사용자들이 많은 일정을 입력했을 경우 일정 간 구분이 편(color) , 

리하도록 무작위로 색이 추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일정의 이름 목. , 

적 등의 정보 입력은 채도가 높은 상위의 박스를 길게 프레스하면 바로 

텍스트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

다. 

그림 프린지 캘린더의 실제 구현 모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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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간 설정은 개의 경계점을 각각 드래그 하여 자, 3 (drag)

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임라인과 기본 박스의 설정은 시. 1

간 단위로 되어 있지만 경계점을 조절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분 단위로 , 

쪼개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프린지 영역 하단에 있는 경계점은 유동적. , 

인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계획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그림 와 같. < 9>

이 프린지 영역 하단 경계점을 아래로 조정하면 종료 시각이 유동적인 , 

경우이며 상위로 조정하면 프린지 영역도 함께 상위로 올라가 시작 시, 

간의 유동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프린지 캘린더의 일정 이름 입력 및 시간 조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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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본 실험 사용성 평가6 : 

제 절 실험 방법1 

본 실험은 프린지 캘린더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   

하여 프린지 영역의 사용 목적을 알아보고 프린지 캘린더에 대한 검증, , 

과 개선점 발굴을 위해 진행되었다 평가 방법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의 . 

사용성을 평가하는 실험적 평가 방법 을 활용하였(empirical evaluation)

다 이는 실제 사용자들이 시스템의 평가를 주도함으로써 사용성을 테스. 

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이 .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과 동일한 참여자 총 명 에게 각자의 스마트폰( 16 )

에서 주일간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하게 한 후 성과 평가2 , 

와 설문조사 반구조화(Performance evaluation) (Survey), (Semi- 

로 이루어진 사후 인터뷰 의 세 가지 structured) (Post-hoc Interview)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 10>.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은 정량 

적 정성적 방법이 병행되었다, .

실험 기간 동안에는 피험자들에게 평소 사용 중이던 캘린더 대신 제    

공된 프린지 캘린더만을 사용하도록 숙지시켜 새로운 시스템 활용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프린지 캘. , 

린더를 사용하는 주 동안에는 필수 시간2 7)을 제외한 의무 시간8)과 여

가 시간9)에 해당하는 일정을 최대한 채워 넣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 

7) 잠이나 식사 등의 개인의 신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시간을 뜻한다 단 개 . , 

인 건강관리 외모 관리 등을 위해 캘린더에 기록하는 일정은 포함했다, .

8) 일이나 학습 같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간 

9)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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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공개가 어려운 일정은 통계청의 국민생, 

활시간조사 에서 분류한 일정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일 여가 등으(2014) , 

로 표기하도록 당부하였다10) 프린지 영역을 사용한 경우에는 설정한 . 

이유를 함께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프린지 캘린더에 대한 참. ,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린지 사용 여부와 , 

사용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 없이 진행하였다 실험 완료 후. ,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만원의 조사비를 보상으로 제공받았다2 . 

튜토리얼1. 

본 실험의 참여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프린지 캘린더에 대한 튜토리    , 

10) 수면 식사 기타 개인유지 일 가사 학습 교제 여가활동으로 표기하도록  , , , , , , , 

했다.

그림 실험 및 결과 분석 방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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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제공해 충분히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두 가지 . 

목적이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에게 프린지 캘린더에 적응할 수 있는 과. , 

정을 제공함으로써 프린지 캘린더가 실험 기간에 충분히 일정 관리 도, 

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실험 종료 . , 

후 진행된 성과 평가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조작 미숙으로 평가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에 사용자 . , 

시나리오별로 사용 방법에 대한 예시를 가이드로 제공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시스템 기능과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 후 직. , , 

접 오늘의 일정을 계획해보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 경험을 미리 제공하기

도 하였다. 

성과 평가2. 

성과 평가를 실시한 이유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설계가 아    

닌 사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임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 용이성 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밀러 는 이를 사용성‘ ’ . (Miler,1971) ‘
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요인과 방법에 대한 연구(Usability)’ . 

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명선 과 제이콥 닐슨. (2011) (Jacob 

은 참여자의 의견 아이디어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 정Nielsen, 2013) , , 

성조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Qualitative) . 

제프리 루빈 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탐색 평가 측(Rubin Jeffrey) , 

정 평가 검증 평가 비교 평가의 단계 평가 유형을 제시하였다 제프리 , , 4 . 

루빈의 평가 유형 중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린지 캘린더는 측정 평가 방, 

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측정 평가는 중기 디자인 단계에서 수행하. 

는 방법이다 확정된 컨셉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적용되었는지 평가하. 

는 것으로 실제 과업을 수행하여 걸리는 시간과 오류 등을 측정하는 정, 

량적 평가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프린지 캘린더에. , 

서 얼마나 빠른 시간과 적은 오류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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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통해 기존 사용 중인 캘린더 대비 프린지 캘린더가 가지는 . , , 

시간 관리에서의 효율적인 측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과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동일한 태스크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실험 첫째 날에는 사용 중인 캘린더를 대상으로 하고 실험 , , 

마지막 날에는 프린지 캘린더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린지 캘린더에 대한 . 

평가를 실험 마지막 날에 한 이유는 평가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사용 중인 캘린더에 대한 익숙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을 방지하고자 실험 기간인 주 동안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충분, 2

히 사용한 후 성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태스크는 서인주 의 시간관리행동 기준을 참고    (2007)

해 계획성과 수행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계획성과 수행성에 . 

해당하는 태스크는 캘린더 내에서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주요 과업을 바

탕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태스크는 표 과 같이 시간관리 행동 중 . < 8>

계획하기와 수행하기 과정에 해당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었다 각 태스크. 

는 피험자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캘린더 일정과 상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구. 

성은 다음과 같다.

계획하기 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기본적인 일정 입력하기 일정 추가‘ ’ , 

하기 옵션 선택하기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일정 입력하기의 경우, . , 

시작 시각과 수행 지속 시간이 정확한 일정과 지연 가능성이 있는 일정

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계획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 . 

정 추가하기 항목은 가정된 상황을 주고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적절한 , 

시간을 찾아 대답하도록 하였다 옵션 선택하기 항목은 부여된 상황에 . 

서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요일을 답하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수행하기 에 해당하는 항목은 수행 가능여부 확인하기, ‘ ’ , 

수행 시간 확인하기 수행 일정 개수 확인하기 조정하기의 가지 세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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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 가능 여부 확인하기는 갑작스럽게 선행 활. 

동의 종료 시각 변경이 후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태스크이다 수행 시간 확인하기의 항목에서는 지정한 일정의 시작 시. 

각 종료 시각 수행 지속 시간을 확인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수행 일정 , , . 

개수는 오늘 해야할 일정의 총 개수를 확인하는 문항이며 조정하기는 , 

가정된 상황에서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답하는 문항이다. 

구분 평가 항목 태스크

계획
하기

일정 입력하기

요일 선택 후 다음의 일정을 입력한다 , .

강의 금요일 오후 시 시작 수행지속시간 시간 분 1-1. : 3 , 2 30

미팅 금요일 오전 시 시작 수행지속시간 시간 1-2. : 10 , 2 , 
시간 지연가능성 있음      1

일정 추가하기
돌발 경계가 ( /

느슨한 이벤트)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적절한  , 
시간을 찾는다 .

요일 월요일 2-1. : 
상황 수행지속시간은 시간 분이며      : 1 30 ,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      1 .

요일 화요일 2-2. : 
상황 약속했던 점심약속 일정이 취소되었다      : . 
그리고 시간 분 걸리는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      1 30 .

옵션 선택하기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능한 요일을 선택한다, .

상황 화요일 혹은 목요일 오전 시에 일정을 추가하 3-1. : 10
려고 한다 수행지속시간은 시간 시간 지연가능성이      . 1 , 1
있는 일정이다      .

수행
하기

수행 가능여부 
확인하기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요일 수요일 4-1. :  
상황 두 번째 일정의 종료 시간이 시간 더 지연될       : 1
예정이다 다음 일정은 계획대로 수행가능한가      . ? 

수행시간
확인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을 확인한다.

월요일 번째 일정의 시작 시간 5-1. 3  
수요일 번째 일정의 가장 빠른 늦은 시작 시간      2 /

월요일 번째 일정의 종료 시간 5-2. 3
월요일 번째 일정의 가장 빠른 늦은 종료 시간      3 /

화요일 번째 일정의 수행에 걸리는 최소 최대 시간 5-3. 2 /

수행 일정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정의 개수를 확인한다 , .

표 성과평가 태스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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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시 각 태스크 수행 후에는 수행의 난이도를 점 척도로 , 5

실험 참여자가 직접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난이도를 측정한 이유는 . 

계획성과 수행성의 항목에 대한 태스크 난이도를 균등하게 하여 비교 평

가에 대한 조작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성과 평가의 모든 수행 . 

과정은 피험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를 활용해 모바일 ‘Quicktime player’
화면 전체를 비디오 녹화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참여자들이 태스크를 .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 평가 수행 중에 특이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과 평가가 종료된 직후 사용자들에게 개별 인터, 

뷰를 실시해 사용자들의 사용 맥락을 깊이 있게 관찰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수집된 성과 평가의 결과는 향후 효과적인 사용성 개선 방안

에 활용 가능하였다. 

설문 조사3. 

설문 조사는 프린지 캘린더가 제공하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도 성과 평가와 마찬가지로 실험 첫째 날은 . 

기존 캘린더를 기반으로 실험 마지막 날에는 프린지 캘린더를 대상으로 , 

이루어졌다 각각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점 리커트. 5

척도로 알아보는 방식이었다(Likert) . 

개수 확인 상황 수요일의 점심 약속은 앞의 일정이 지연되어  6-1. : 
취소되었다 이 날 수행해야 할 일정의 개수는      . ?

조정하기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정 변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요일 화요일 7-1. :  
상황 번째에 있는 일정을 번째 일정 다음으로       : 4 1
시간을 옮기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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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4. 

    

본 실험은 재연 리뷰 방식으로 피험자 자신이 기록한 캘린더 일정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재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캘린. 

더에 기록된 일정들은 피험자가 당시 계획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기

위한 단초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무브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무브스 애플리케이션은 자(moves) . 

동으로 일상의 운동량과 시간을 기록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11). 무브

스는 기반으로 머무른 장소와 이동 시간 등이 기록되므로 이동 정GPS , 

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피험자들에게 지난 일정의 기. 

억을 보철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후 인터뷰의 진행은 실험 일차와 마지막 날인 일차에 회 진7 14 2

행되었다 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유는 이 연구는 지난 일정에 대한 재. 2 , 

연 리뷰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 . 

프린지 캘린더의 활용 전략과 장단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실험 참여자가 지난 주일 간 기록한 캘린더 일정을 기반으로 질문, 1

하였다 인터뷰 구성은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린지에 대한 인. 

식과 경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 30 .

제 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2 

데이터 수집1. 

주 동안의 프린지 캘린더 사용 내용은 자동으로 로그 데이터를 수    2

11) http://www.moves-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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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가 매일 해당하는 요일을 선택해 일정. 

을 계획한 후 계획한 요일 이외의 요일을 선택하면 입력한 일정의 정보, 

가 자동으로 에 저장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DB . 

는 피험자가 일정을 입력한 날짜와 시간 캘린더 상에 기록한 일정의 시, 

간 정보이다 단 피험자가 정보를 내보내지 않는 경우와 실험에 참여하. , 

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밤 피험자들에게 계획한 일정을 스크린 

캡쳐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로그 데이터 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 

일정의 내용 및 프린지 활용 이유는 가급적 캘린더 상에 기입하도록 요

청하여 매일 밤 피험자가 보내준 스크린 샷으로 확인 가능했으나 특이 , 

사항이 있는 경우 맥락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통해 파

악하였다. 

데이터 분석2. 

이 연구에서는 캘린더 일정 계획에 대한 맥락적 정보 수집과 정량적     

시스템 평가 방법으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자 했다 프린지 캘린더의 데이터 분석은 에 저장된 사용자 일정 정. DB

보와 성과 평가 설문 조사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사후 인터뷰 기반의 ,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과 평가의 경우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과 에러 발   , , 

생 건수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알버트. (W. Albert, 는 어떤 2013)

제품에서든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시간 기반의 태스크가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제품의 , 

사용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과 인터랙션을 . , 

할 때 발생하는 에러의 개수는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태스크를 . , 

바탕으로 기존의 모바일 캘린더를 사용할 때와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할 

때의 태스크 수행 시간과 에러 발생 건수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프린지 

캘린더의 효율성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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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는 계획성과 수행성에 관한 항목을 점 척도로 분석하여    5

비교 평가하였으며 사후 인터뷰는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과 평, . 

가 만족도 측정의 설문 조사 사용 경험 기반으로 나누어 인터뷰 내용, , 

을 정리하였다 그 후 스트라우스와 코빈 의 . , (Strauss&Corbin, 1998)

개방형 코딩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Open coding) .

제 절 분석 결과3 

프린지 캘린더 사용 분석 결과1. 

프린지 캘린더 사용 결과 참여자 명으로부터 일간 총 개    , 16 14 862

의 일정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인당 하루 평균 개 실험 참여. 1 3.69 , 

자 간 표준편차는 이었다 실험 참여자들이 일간 프린지 캘린더1.28 . 14

에 기록한 일정의 개수는 표 와 같다< 9> .

표 주간의 피험자별 일정 입력 개수<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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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총 개의 데이터 중 프린지 영역을 활용한 일정은 개862 , 652

로 약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비율은 그림 과 같다76% , < 11> .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경계가 느슨한 프린지 이벤트가 일정의 대부분을 ,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린지 영역의 활용1-1. 

수집한 프린지 캘린더 이벤트를 통해 피험자들의 프린지 사용 유형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과 같이 일정의 종료 시각이 지연. , < 12> ‘ ’
됨을 예측하여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54%

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이 를 차지하였으. , ‘ ’ 33%

며 일정 시작 전 대기 시간이 일정 종료 후 정리 준비 가 , ‘ ’ 5%, ‘ ’ 5%, ‘ ’
순이었다 이는 실제로 일정이 계획한 시간에 종료되기 보다는 일정4% . 

의 지연으로 직후의 불확실한 시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이처럼 프린지를 다양하게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 , 

그림 프린지 영역을 활용한 일정 계획 비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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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혹은 직후의 시간이 일정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확실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발생 시간에 따라 일정의 직전과 직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일정의 직전보다는 직후의 유동적인 시간 계획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

다 그림 피험자들이 계획한 총 일정의 시간은 시간이었< 13>. 1321.5 

는데 그 중 프린지 일정 시간은 시간이었다 프린지 일정의 시간, , 510 . 

을 일정의 직전과 직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정의 직전에 사용한 시간, 

이 시간으로 프린지 총 사용 시간의 직후에 사용한 시간은 194.4 10%, 

시간으로 였다 이는 일정의 직전보다는 직후에 발생하는 유315.6 17% . 

동적인 시간이 더 길어 시작보다는 종료 시각의 불확실성이 더 높은 것, 

으로 해석된다 발생 시간에 따라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일정의 직전에 . , 

발생하는 유형은 이동 과 준비 유형이 있었으며 직후에 발생하는 유‘ ’ ‘ ’ , 

형으로는 지연 정리 이동 대기 가 있었다 특히 이동 은 일정의 ‘ ’, ‘ ’, ‘ ’, ‘ ’ . , ‘ ’
직전과 직후에 모두 발생했지만 후행 활동을 위한 이동의 비중이 더 높

았다.  

그림 프린지 영역 < 12> 

유형별 분포           

그림 일정 직전 직후의 프린지 영역 유형<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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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결과2. 

성과 평가는 계획성과 수행성에 해당하는 태스크 항목들을 참여자들    

의 기존 캘린더를 사용할 때와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할 때의 수행 시간

과 에러율을 비교 분석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각 태스크들은 . , 

명확한 답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객관적으로 에. , 

러를 판단하기 적합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존 캘린더를 사용했을 때. , 

와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했을 때에 가상으로 주어진 일정과 태스크는 동

일하였다 단 에러율 분석에서 일정 입력하기 의 경우 캘린더에 이벤트. , ‘ ’ , 

를 올바르게 입력할 수 있었으면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수행하지 못한 경

우나 잘못된 시간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성과 수행성에 해당하는 태스크 전체의 평균 수행 , 

속도 결과는 표 과 같다 계획성과 수행성 모두 프린지 캘린더에서< 10> . 

의 수행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지만 특히 계획성에 해당하는 태스크에서 , 

나타난 속도의 차이가 수행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은 계획성과 . < 11>

수행성에 따른 기존 캘린더와 프린지 캘린더에서 측정한 에러 발생 건수

이다 기존 캘린더에서 발생한 전체 에러 발생 건수는 건이었으며 프. 17 , 

린지 캘린더에서의 전체 에러 발생 건수는 건 이었다9 .

 

기존� 캘린더 프린지� 캘린더

계획성 mean:� 16.5(sec) mean:� 9.9(sec)

수행성 mean:� 7.4(sec) mean:� 4.8(sec)

전체� 평균 11.95(sec) 7.35(sec)

표 계획성과 수행성에 따른 태스크 수행 속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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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측면에서의 프린지 캘린더의 특성2-1. 

태스크를 수행한 속도를 살펴보면 계획성에 관한 태스크에서 기존 , 

캘린더는 평균 초의 시간이 걸렸지만 프린지 캘린더는 초가 걸16.5 , 9.9

려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수행성에 관한 태스크는 기존 캘린더와 프. , 

린지 캘린더의 차이는 초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 .

이처럼 계획성에 관한 태스크 수행 속도의 차이가 큰 이유는 표<

와 같이 각 항목당 수행 속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12> . 

태스크 수행 결과 일정 추가하기 항목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 ‘ ’ 
있었다 일정 추가하기 태스크는 이미 정해진 일정 사이에서 돌발 이벤. ‘ ’ 

기존� 캘린더 프린지� 캘린더

계획성 11 3

수행성 6 6

합계 17 9

표 계획성과 수행성에 따른 에러 발생 건수 단위 건< 11> ( : )

표 계획성 항목의 태스크 당 평균 수행 속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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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발생했을 때 추가할 수 있는 시간 및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

크이다 이는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이동 시간을 고려. 2 . , 

할 필요가 있는 이벤트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를 추가할 수 있는 , 

시간을 찾는 태스크에서 프린지 캘린더가 기존 캘린더 대비 평균 12.5

초가 더 빨랐다 오답 발생 건수는 기존 캘린더가 건 프린지 캘린더가 . 4 , 

건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진 못하였지만 수행 속도에서 유의미한 차이2 , 

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프린지 캘린더가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빈 . 

시간을 찾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러운 돌발 이, , 

벤트에 빠르게 대처하여 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피험자들은 . 

일정을 계획할 때 빈 시간을 찾아 일정을 추가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를 . 

통해 돌발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서 프린지 캘린더,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시작 시각만 적어놨어요 프린지 캘린더로는 이동이나     “ . ( ) 

지연시간 등을 미리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다 입력해놓으니까 갑자기 출

입국관리소 갈 일이 생겼을 때 언제 갈 수 있을지 판단이 바로 서더라,  
고요.”(P02)

입력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정들을 먼저 계획해요“ . 
협업 일정들은 대부분 종료 시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프린지 캘린더(

에 여유롭게 종료시각을 할애해서 넣고 그 사이에 있는 빈 시간을 확) , 

인해 개인적으로 할 일들을 끼워 넣었어요”(P09)

계획성에 해당하는 태스크에서의 에러 발생 건수는 표 에서 < 11>

보았듯이 기존 캘린더가 건 프린지 캘린더가 건으로 건의 차이가 11 , 3 8

발생했다 에러 건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옵션 선택하기 항. ‘ ’ 
목 표 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는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요일을 선< 13> , 

택하는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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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선택하기 의 항목에서 기존 캘린더는 총 명 중 명‘ ’ 16 7

이 오답을 말하였지만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했을 때는 에러 발(56.3%) , 

생건수가 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오답 유형은 모두 가1 . ‘
능하다 가 명 정답 이외의 요일 을 대답한 사용자가 명 모르겠다 고 ’ 3 , ‘ ’ 3 , ‘ ’
응답한 사용자는 명이었다 오답을 말한 피험자들과 정답을 말한 피험1 . 

자들의 태스크 수행 속도는 각각 초 초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9.3 , 9.1

문에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고려한 시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 . 

지만 프린지 캘린더로 옵션 선택하기 태스크를 수행한 속도는 평균 , ‘ ’ 
초로 기존 캘린더보다 약 초 가량 빨랐다 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5.3 3.8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프린지 영역을 통해 지연 가능성, , 

이동 시간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었던 것이 정답율을 높이고 수행 속도

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수행성 측면에서의 프린지 캘린더의 특성2-2. 

수행성 측면에서의 태스크 수행 속도와 에러 발생건수 비교는 표<

표 와 같다14>, < 15> . 

   

일정입력
일정 입력

경계느슨 (
이벤트)

일정 추가 
돌발이벤트( )

일정 추가 
경계 느슨(
이벤트)

옵션 선택

기존 캘린더 0 0 1 3 7

프린지 캘린더 0 0 0 2 1

표 계획성 항목의 태스크 당 에러 발생 건수 < 13>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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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성 측면에서는 조정하기 에 해당하는 태스크에서 캘린더 간 가‘ ’
장 큰 차이를 보였다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했을 때가 기존 캘린더를 사. 

용했을 때보다 태스크 수행 속도가 평균 초 더 빨랐기 때문이다 이8.8 . 

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 연구에서는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했을 ‘
때 이동 시간 계산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낮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조, ’ . ‘
정하기 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사용자들이 반드시 이벤트가 발생하는 장’
소에 따라 이동 시간을 고려해야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결과. 

에 의하면 프린지 캘린더는 이동 시간을 미리 추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아예 이동 시간까지 넣은 박스를 드래그로 바로 옮겨가며 확인하니“

표 수행성 항목의 태스크 당 평균 수행 속도 < 14> 

수행가능
여부

조정하기
시작시각

확인
종료시각

확인
수행지속
시간확인

일정
개수

기존 캘린더 1 2 0 5 1 0

프린지 캘린더 0 1 0 4 1 0

표 수행성 항목의 태스크 당 에러 발생 건수  < 15>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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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빨랐던 것 같아요” (P08)
아침에 갑자기 서울 올라갈 일이 생겼는데 팀 일정들이 있어서 언“

제 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은 . 1

걸리니까 이런 일정들 넣을 때 좋았던 거 같아요 아예 이동 시간까지 . . 

박스로 만들어놓고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하면서 겹치지 않는 공간을 

찾을 수 있으니깐요.” (P11)
이동시간을 미리 입력해두니까 계산 없이도 어떤 시간과 요일에 가   “ , 

능한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P13)
이동 시간을 계획할 때 미리 입력해 놓으면 프린지 캘린더는 나“ ( ) 

중에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이동 시간을 따로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P16)

하지만 프린지 캘린더는 이벤트의 수행 지속 시간을 확인하는 태스, 

크에서 오히려 기존 캘린더보다 평균 초 더 느린 결과가 나타났으며1.5 ,  

시작 시간을 확인하는 태스크에서는 기존 캘린더와의 차이가 없었다 또. 

한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해 종료 시각을 확인하는 태스크에서 에러 발생 

건수는 총 건으로 다른 태스크들에 비해 오답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4 . 

러한 시간 확인하기 태스크는 캘린더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기존 캘린더의 수행 속도가 프린지 캘린더보, 

다 빠르게 나온 항목이었다 이에 관련해서 피험자들은 프린지 캘린더에. 

서 불투명한 부분으로 나타낸 프린지 영역이 앞 뒤의 일정들과 일부 겹, 

쳤을 때 구분하여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정간의 구분은 쉬웠는데 일정이 많아지다 보면 불투명한 부분 프“ (

린지 영역 은 겹칠 때도 있어서 시간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 (P02)
프린지 영역이 겹쳤을 때는 색이 변하다보니 한눈에 잘 들어오지 “

않았어요” (P10)
두 개의 박스가 같은 계열의 색이지만 투명도가 달라서 그런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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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정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P14)

만족도 분석3. 

일정을 관리하는 데 프린지 캘린더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가치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 캘린더와의 만족도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닐. 

슨 은 만족도를 사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주관적 지(Nielson, 1993)

표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한명의 사용자에게만 물어보면 그. 

것은 주관적인 견해가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봄으로써 그 속에서 , 

평균적인 견해를 도출해내면 그것은 시스템 만족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

정 수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 

고자 만족도를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과 점 리커트 척도를 통한 5

정량적 분석으로 평가하였다 정량적인 방법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 ‘ ’ 1
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점까지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 5 5 ,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계획 및 수행의 측면에서 살. , 

펴본 기존 캘린더와 프린지 캘린더의 만족도 평균은 그림 와 같< 14>

다. 

계획성 측면에서 점 차이로 프린지 캘린더 점 가 기존 캘린0.9 (4.0 )

더 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수행성 측면에서도 기존 캘린더(3.1 ) . (3.5

점 보다 프린지 캘린더 점 가 조금 더 높았다 전체 피실험자 명 ) (3.8 ) . 16

중 대부분인 명이 프린지 캘린더에 대한 만족도 척도를 높게 평가하12

였으나 기존 캘린더와 프린지 캘린더의 만족도가 차이 없이 동일하다는 , 

응답이 명 기존 캘린더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온 피험자가 명3 , 1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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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결과4. 

인터뷰를 통해서 계획성 측면에서 프린지 캘린더가 유용하게 사용된 

이유를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참여자들은 프린지 . , 

캘린더가 이벤트의 목표 시간을 계획하는 데 유용했음을 밝혔다 서인주. 

에 의하면 계획은 목표 추구를 위한 행동 설계라고 정의한 바 (2007) ,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계획보다는 수행을 더 . , ,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 

목표 시간을 계획하는 도구로서 프린지 캘린더의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 끝마쳐야 할 목표 시간을 미리 계“
획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다보면 계획한 시간대로 끝마치려고 저도 모. 

르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P02)

그림 계획성 수행성에 따< 14> , 

른 기존 캘린더와 프린지 캘린더

의 만족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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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고 하면 시반에는 나가야하는“ , 7 5

데 맨날 시에 나가서 늦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프린지 캘린더 미리 6 . ( ) 5

시 반에는 나갈거라고 다짐하듯 썼어요.”(P03)
개인적으로 할 일 과 다른 사람과 같이하는 일 이 있으면 아무래“‘ ’ ‘ ’

도 협업 일부터 하게되죠 그러다보면 개인적으로 할 일은 안하거나 미. 

루는 일이 많아서 이 때까지는 꼭 끝내야한다는 마음으로 프린지를 쓰게 

되어서 좋았어요.” (P15)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 

오버 스케쥴링 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의 (overscheduling) . 

직전 혹은 직후에 프린지 영역을 활용해 예전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이를 일정의 여유로운 관리가 . ‘
가능했다 고 언급했다’ . 

지연 시간이나 이동 시간 등을 다 쓰다보니 하루에 해야 할 일들“ , 

을 오히려 이전보다 적게 여유롭게 잡았어요.” (P10)
이전에는 해야할 일들을 나열하듯이 쭉 썼어요 그러다보니 시간에 “ . 

맞춰서 하거나 입력한 일정을 제대로 다 한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운 프린지 캘린더는 불투명한 박스로 일정에 대한 시간을 꼼꼼하게 계( ) 

산해서 계획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하루에 입력하는 일정이 좀 줄

더라고요 오늘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가능한 다른 날로 미루고 이렇. 

게...” (P13)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은 심리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불확실한 시, ‘
간 을 프린지 영역으로 표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일정이 실제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이. , 

전에는 예상만 가능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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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하는 마케팅 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시간 분으로 공, 1 30

지되어 있어서 항상 시간 반으로 생각하고 이후 스케줄도 그에 맞게 1

짰었어요 그런데 이걸 프린지 캘린더 일 정도 쓰다보니까 회의가 보. ( ) 3

통 분씩 지연되어서 뒤에 일정이 밀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팀 30-40 . ‘
회의 분 지연 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에 따라 뒤에 일정을 계=30~40 ’ , 

획하게 되었어요” (P05)
염색 과제는 아무리 지연되어도 시 전에는 끝나겠지 하는데 항“ 11 , 

상 시 시까지 지연되고 그랬거든요 그냥 지연될거라 생각하고 있던 1 , 2 . 

일정이었는데 지연되는 시간을 미리 직접 입력해놓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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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7 

제 절 연구 요약1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삶 속의 일정들은 유동적이며 이를 수용할     ‘ , 

수 있는 캘린더는 계획성과 수행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는 가설에서 출’
발하였다 이에 유동적인 일정을 관리 할 수 있는 프린지 캘린더. , ‘

를 개발하여 계획성 수행성 측면에서의 일정 관리 (fringe calendar)’ ,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실제로 연구 대상에 대한 . ,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실험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

증 및 평가를 위한 본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사전 실험에서는 연구 문제 을 해결하고자 사용자들의 캘, < 1> , 

린더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일정의 분포와 유형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 

는 사용자들의 캘린더 기록 데이터와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3 . 

첫째 유동적인 일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실험으로 수집된 모바, , 

일 캘린더 일정 개 중 유동적인 일정은 약 를 차지해 시간이 614 , 82.7%

확실한 일정 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삶 (17.3%) . 

속의 대부분의 일정이 유동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동적인 이벤트. , 

는 크게 돌발 이벤트 변동 가능 이벤트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의 종, , 3 

류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가 가장 많은 . ,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유동적인 일정에도 고정적인 시간 정보. , 

는 존재했다 고정적인 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계획시 필요한 . , 

시간의 정보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행 지속 시각 를 조사한 결과 적( , , ) , 

어도 가지 정보는 예측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지 시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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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 중에서는 시작 시각의 예측 가능 여부 비율이 가장 높아 시작 , 

시각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종료 시. , 

각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앞선 결과를 통해 일정의 유동성을 반영한 캘린더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수 있었다 확정적인 일정보다는 유동적인 일정을 우. 1) 

선하여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유동적인 일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 2) 

차지하고 있었던 경계가 느슨한 이벤트를 기본 일정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시작과 종료 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의 입력은 . 3) 

예측 가능성이 가장 낮은 종료 시각에 대한 유동성을 우선시하여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정의 유동성을 반영하. , 

여 이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프린지 캘린더 를 ‘ (fringe calendar)’
개발하였다 프린지 캘린더가 기존 캘린더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시간 . 

입력에 있다 유동적인 시작 혹은 종료 시각을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 사용자들이 세분화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본 실험은 연구 문제 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 . 

서 주일 간 실험 참여자들에게 프린지 캘린더를 사용하도록 한 후 서, 2 , 

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과 성과 평가 설문 조사 사후 인터뷰를 통해 계, , 

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검증 및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는 . 

과업에 걸린 시간과 에러 발생 건수를 기존 캘린더와 동일한 태스크로 

비교 평가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족도 평가를 통해 기존 캘린더와 프린. 

지 캘린더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는 프린지 캘린더의 . , 

사용 경험과 성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프린지 영역을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 어떻게 인지하여 ,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검증할 수 있었다 피험자 , . 

명으로부터 수집한 프린지 캘린더 이벤트의 개수는 총 개였다 이16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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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 는 프린지 영역을 활용한 이벤트였으며 나머지 약 는 , 76% , 24%

프린지 영역 설정없이 계획한 이벤트였다 프린지 영역은 일정의 지연 . 

시간을 예측하여 계획한 경우가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54% . 

밖에도 이동 대기 정리 준비 등 다양한 형태로 프린지 영역을 활용하, , , 

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지 일정 관리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 3 . 

일정의 시작 시각을 주로 관리하는 선행 관리형 일정의 종료 시각을 계, 

획하는 후행 관리형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 

리형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의 결과로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 프린지 , 

캘린더가 가지는 특징을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태스크 수행 속도와 에. 

러 발생 건수 비교 결과 계획성과 수행성 측면에서 기존 캘린더보다 긍, 

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수행성보다는 계획성 측면에서 뚜. , 

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정 추가와 일정 조정하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 

평가를 받아 돌발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

다 하지만 계획한 시간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의 어려움과 반복적인 일. , 

정일 경우 불확실한 시간이 내재화가 되어 프린지 영역의 사용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계속적인 사용성과 상용화를 고려. , 

하여 프린지 영역의 자동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 절 연구의 의의2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지금까지 일정 관리 도구를 대상으로 한 연    , 

구와 비교했을 때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 일정 관리 도, . 

구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협업 기능 알람 기. , , 

능 기반의 이동 시간 측정 등 기능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이,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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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 관리 도구의 대상이 되는 이벤트에 초점을 맞. 

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정 관리 도구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한 것에 그친다 둘째 일정 관리 유형을 도출하거나 시간 관리를 효율. , 

적으로 하기 위한 행동 전략들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들은 일정 관리 도. 

구를 수집해 사람들의 일정 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성

적인 분석만을 수행해왔다 셋째 설문을 통해 시간 관리 만족도와 요인. , 

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는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줄 새로운 도구나 . 

교육의 가능성만을 제기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는 그동안 접. , 

근하지 않았던 이벤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일정 관리 도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갖는다.

둘째 사용자들의 실제 캘린더 이벤트를 대상으로 유동적인 일정의 , ,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새롭게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그동안 캘린더 이벤. 

트에 대한 연구는 이벤트가 가지는 시간이나 장소의 속성에 따른 분류에 

그쳤다 또한 일정의 유동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이를 계획. , , 

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분류한 논문은 전무했다 이 연구는 계획 측면에. 

서 유동적인 일정의 유형을 분류하고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분류 기준

을 제시하여 학문적 의의가 있다.

셋째 이벤트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제안, 

함으로써 일정 관리 도구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 

연구에서 제안한 인터페이스는 성과 평가를 통해 검증을 마쳤다 이를 . 

통해 발견한 의미 있는 결과들은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방면에서 다루, 

어져 왔던 일정 관리 주제 연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산업 기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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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3 

이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프린지 캘린더의 범용적인 사용을 위해 균등한 연령층과 다, , 

양한 직업군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지만 명이라는 적은 수의 피험, 16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험 방법상 실험실 연구. , 

가 아닌 실제 사용 중인  캘린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기에, 

보다 많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록한 이벤트의 수에 기준을 

마련하고 리쿠르팅을 하였다 이에 리쿠르팅에서 제외된 실험 참가자들. 

이 발생해 적은 수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프린지 . , 

캘린더는 일정의 개수가 많아 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벤트의 수를 기준으로 한 리쿠르팅 방법은 용이했다고 판, 

단된다 다만 일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향과 같은 변. , 

수들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 , 

다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성과 평가의 태스크 선정에 대한 실, 

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과 평가의 태스크 기준과 선정은 .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방법. , 

으로 진행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 

많아 일정 관리 시의 대표적인 상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 

에 계획성과 수행성의 태스크 문항 수가 고르지 못한 점과 대표 상황 여

부에 대한 판단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정교화가 부족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일정 관리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할 수 . ,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 수집과 실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는 없었으나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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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웹으로 구현하여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이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프린지 캘린더는 모바일 기기에 상관. 

없이 더욱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웹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주간의 짧은 실험 기간 동안 사용하는 데에는 적합한 구현 형태, 2

였다 하지만 모바일 앱으로 구현된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화면. , 

의 확대 축소와 페이지의 로딩 속도 이벤트 저장 과정 등의 측면에서 / ,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는 추후 모바일 앱으로의 개발이 이루. 

어져 사전에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반한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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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bile Calendar 

Incorporating Fluidity of 

Schedule
-Proposal of a calendar capable of 

contingency time planning-

Yoon, Jungwon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dvent and widespread use of mobile phones has brought in 

more fluidity to the schedule of individuals. Users can create a 

schedule by sending a text message and easily change the time 

of an appointment or cancel it while moving to the place of 

appointment. This is because unlike in the past when 

mechanisms for communicating with people were insufficient, 

now mobile phones allow users to be connected and fine tune 

their schedule even on the move. However, increased fluidity 

also means more uncertainty of schedule.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ssumption that a mobile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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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accommodate the fluidity of schedule will be conducive 

to planning and executing schedules. An examin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of mobile calendars until now 

revealed that there was a lack of approach that considered the 

fluid nature of schedule. In this study, therefore, experimental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1) 

empirically verify the fluidity of schedules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2) establish design principles of mobile 

calendar based on the fluid nature of schedule, and 3)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mobile calendar based on the 

design principles in terms of actual schedule management.

 

First, the investigation of the fluidity of schedules conducted on 

the calendars currently in use found that most of schedules 

people record on their calendar are fluid. These fluid schedul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entative events, floating 

events, and fringe events.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even when people plan a fluid schedule, at least one time data is 

certainly predictable. Based on this result, a mobile calendar 

called Fringe Calendar which reflects the fluidity of schedule was 

developed. Fringe Calendar allows users to separately indicate a 

fluid time in addition to the start and end times that are 

provided by existing mobile calendars. To see if Fringe Calendar 

was effective in actual scheduling, performance evaluation,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Fringe Calendar was effective in all items except for time 

confirmation of executable items. In particular, it was proved 

useful in planning. In addition, Fringe Calendar was useful for 

planning the target times of events and made it easier to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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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edule without over-scheduling. Above all, it was helpful 

in objectively identifying the hard-to-recognize uncertain times.

 

This study has relevance in that it verified and characterized the 

fluidity of schedule which lacked empirical ver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thodology, this study defined fluid schedule, 

which previous studies discussed but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present study also sets itself apart from existing studies on 

calendars because it proposes a calendar interface based on the 

unique properties of schedules. Fringe Calendar proposed in this 

study has industrial and technical significance as its research 

results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various calendar research 

fields including industrial engineering and pedagogy. 

keywords : Mobile Calendar, Fluidity of Schedule, Planning, 

Fringe Calendar

Student Number : 2014-2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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