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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알림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에 부착되어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보조 기기로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워치의 알림과 디바이스 특성에 따른 사용자 행동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디바이스가 사용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수많은 알림을 통한 정보 처리 행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워치의 알림은 스마트폰의 알림이 그 로 복제되어 전달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행동은 단순한 알림 확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의 신체에 밀착되어 있기에, 기기가 전달하는 

알림을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스마트워치의 

알림은 사용자의 알림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이후의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자에게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스마트워치 연구는 부분 알림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분류하여 기계 자체의 

판단을 거친 알림 전달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알림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싶어 하기에(Han, F et al., 2016) 단순히 디바이스 

측면에서 알림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알림 행동에 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폰 알림과 비교하여 스마트워치 알림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은 알림을 빠르게 확인하나 알림에 즉시 

응답하기보다는 알림을 글랜싱(glancing)을 하여 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스마트워치 알림 응답에는 알림 수신 시의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마트워치로 수신한 알림 유형과, 

알림 응답 과정에 한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였다. 응답이 필요한 알림에서 

알림 응답에 요구되는 태스크(Task) 처리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알림 

응답을 미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알림 확인과 응답 사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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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크게 발생할수록 알림이 제시한 태스크를 기억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스마트워치로 수신된 알림을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알림 리마인더 기능의 효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스마트워치 사용자 

그룹과 리마인더 알림 기능 사용 그룹 간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알림이 제시하는 태스크 수행을 위한 알림 응답 과정이 복잡할수록, 일반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알림을 확인한 이후 알림에 한 응답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즉시 확인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알림이 주는 효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지며, 이를 위해 기억을 

보조하는 새로운 스마트워치 알림 리마인더 툴을 디자인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모바일 알림과 스마트워치 앱을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에 디자인적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디바이스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 처리 행동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용자 중심의 인간-기계 상호작용 방법을 모색했다는 관점에서 

융합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주요어 :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알림, 기억 보완, 알림 메시지 

학   번 : 2014-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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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하고 관리해야 할 이벤트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진화하며 모바일 푸쉬알림(Mobile Push 

Notification)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Turner et al., 2015) 이전에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가는 행동이 

강조되었다면, 기존에 강력했던 앱 중심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모바일 

푸쉬 알림 반응으로 옮겨가며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화1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나에게 오는 정보(Information finds you)’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Spangler, 1997) 푸쉬 2 알림 3 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알림에서 소비한 정보를 토 로 앱을 실행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알림으로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적인 상황에 비일상적인 신호를 주어 사용자의 주의 집중을 

이끌어낸다는 알림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점차 확 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 도착한 알림을 한꺼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하여 

2011 년부터는 iOS4와 안드로이드의 알림센터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푸쉬알림을 통해 ‘나에게 오는 정보’의 최접점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신체에 부착하여 항시적 정보 확인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한 

피트니스 트래킹을 넘어선 기능을 갖추어 왔고, 현재 스마트워치는 

                                                
1 AD week (http://www.adweek.com/socialtimes/ios-push-notifications-have-a-41-opt-in-rate-
infographic/641517) 
2 푸쉬란 항상 켜 있는 것(Bolter et al., 2000)을 의미  
3 푸쉬알림이란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었을 때,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테크놀로지(Lepori et al, 2002) 
4 Apple iOS center guide (https://support.apple.com/en-us/HT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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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트래킹을 포함한 여러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설치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자 스마트 디바이스로 역할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자 및 환경에 

한 다양한 정보와 연결성을 지니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과거의 웨어러블 기기들과 달리 최근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은 착용형 정보 기기로의 특성뿐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들과의 연결성 기반으로 다양한 센싱과 인터페이스 방식, 

사용자 인터랙션 처리를 가능(전종홍 et al., 2016)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착용하고서도 사용자의 일상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외부와 통신 연결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스마트워치는 UI 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휴 성과 사용 편의성이 강화되었다. 네트워크 기술 발달에 따른 연결성 

또한 높아졌고 운영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연동되는 융합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였다. 스마트폰의 보조적 정보 단말기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데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전종홍 et al., 2016) 

스마트워치는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의 범위와 기능 구현 

방식에 따라 연동이 필요한 제품과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한다. 초기의 스마트워치의 원형인 스마트밴드(smart band wearable)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운동량 측정과 같이 주로 피트니스 분야에 

국한된 목적으로 단순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워치 시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 이후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워치가 등장하여 모바일 OS 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삼성, 

소니, 애플 등이 주요 사업자로 급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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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은 단말 자체에 탑재된 전화 수신, 이메일 및 

문자 확인, SNS 연동, 음악 재생, 운동 트래킹 기능 뿐 아니라 모바일 OS 

기반의 써드파티(Third Party) 앱이 등장하였으며, 사용자 자신의 선호에 

맞는 앱을 설치하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에 한 알림을 주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목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른 작업 중에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다.(Steve Mann, 1997) 스마트워치는 사용자를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디지털 세상에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장치(Fixya, 2014)라고 

일컫어지는 것처럼,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은 문자 메시지와 여러 알림을 스마트워치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워치 사용자는 스마트워치를 알림 장치(notification tool)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의 스크린은 알림 아이콘, 발신자 이름, 알림 메시지 

제목과 같은 정보를 처음 접하는 통로로 역할하기에 충분하다.(Han, F et al., 

2016)  

스마트워치가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면, 

사용자는 스마트 워치에서 스마트폰의 알림을 수신받게 되어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거나 전화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Han, F et 

al.(2016)은 스마트워치에서 텍스트를 글랜싱(glancing)하는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에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발송하고 이를 인지하는 

사용자 반응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메시지의 길이, 이미지의 유무, 도착한 

메시지의 개수와 같은 변수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스마트워치로 옮겨가며,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 중 스마트워치에 가장 먼저 구현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알림(notification)이다. Han, F et al.(2016)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스마트워치에서 메시지를 읽는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 알림을 

글랜싱(glancing)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스마트워치로 수신하는 알림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사용자는, 

스마트워치의 알림을 통해 소식의 변화를 살피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앱을 실행하지 않고 스마트워치에 도착한 푸쉬알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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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하는 것만으로도 즉시적인 상태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짧은 정보를 

수시로 소비하며 순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서는 모바일 특성인 이동성과 실시간성이 강조된 즉각적 정보 

소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스마트워치를 통해 더더욱 간단하고 빠른 알림의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즉각성이 극 화된 스마트워치에서는 응답(response)에 

한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표 1]과 같이 스마트워치의 제한된 스크린 크기와 입력 방식의 한계 

때문에 가능한 인터랙션이 스마트폰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스마트워치에서의 알림 응답은 스마트폰 사용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장문의 텍스트와 같은 알림은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을 다시 

확인하고 응답하는 처리 과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구분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요 입력수단 키보드 터치 음성/영상/센서 

앱 실행방법 On -> Type Unlock -> 앱구동 터치, 음성명령 

실시간 수집정보 - 위치정보 행동정보, 생체정보 

[표 1] 컴퓨터 디바이스 방식의 변화5 

 

이는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말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는 표적인 컨버전스 디바이스(Convergence-Device)이나, 

웨어러블은 기본적으로 기능의 분산을 원칙으로 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이다. 

(서기만 et al., 2014) 

                                                
5 김태진 et al.(2013) 재구성; 김 건(2013), 웨어러블 디바이스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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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는 시계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정보 

표시를 지원하는 통신 디바이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워치는 스크린 크기나 문자입력 방식과 같이 스마트폰과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스마트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알림을 전달하고 있어 문제를 유발한다. 스마트워치에서는 기존 

스마트폰와 입력 방식과 유사한 스크린 터치, 음성 인식 등의 입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형화된 스크린에서 스마트폰을 체할만큼의 기능을 

소화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이지은 et al., 2015) 

스마트폰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크린 사이즈에서 터치로 입력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알림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과정은 동일 기기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가능하지만, 스마트워치는 소형화된 터치 패널에 기존 

스마트폰의 스크린 터치 방식을 적용하였기에 조작이 어렵고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애플(Apple)의 애플 워치(Apple 

watch)에는 사전 정의된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력의 표현성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주변적인 기기로 역할하며 알림 수신 

시 사용자는 다른 디바이스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사용자가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확인하더라도 바로 응답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알림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는 빨라졌지만, 그만큼 

알림에 한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진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스마트워치로 수신했을 때, 11.4%만이 메시지 전문을 스마트워치에서 

확인하고 나머지 62.1%는 스마트워치에서 간략한 내용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손목에 

착용한 디바이스 특성으로, 메시지를 읽는 자세(reading position)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Han, F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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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마트워치에서 응답이 필요한 알림을 수신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여 알림에 한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Abhinav Mehrotra et al(2016)은 모바일 알림 

수신과 이후 사용자 행동을 확인 시간(Seen time)과 결정 보류 

시간(Decision time)으로 분류하였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확인하고 이후 행동에 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상황 맥락에 의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 사용자가 망각을 

겪는다고 하였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은 분리된 디바이스이므로 확인과 결정 사이의 

결정 보류 시간(Decision Time)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수신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지만 즉각적인 행동이 어려운 경우, 추후 알림에 

응답하거나 알림을 재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에서의 알림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알림 관리 방식에 해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스마트워치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의 특성과 종류에 해서 

알아본다. 이후, 스마트폰 알림과 스마트 워치의 알림에 한 사용자 

인터랙션을 비교하고, 스마트워치 알림 수신 이후의 사용자 행동을 

분석한다. 이후, 알림 리마인더라는 새로운 툴을 활용하여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수신 이후 결정 보류 시간(Decision Time)이 발생했을 때, 해당 툴이 

사용자의 알림 응답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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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알림 반응6 (Abhinav Mehrotra et al., 2016) 

  

                                                
6 Abhinav Mehrotra et al.(2016)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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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 연구의 목적인 스마트워치 알림과 응답 과정에서 사용자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특성에 따른 사용자 인터랙션과 모바일 알림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스마트워치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알림을 규명하며 모바일 알림에 반응하는 

사용자 행동 수준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제 1 절 주변적 기기로써의 스마트워치 
 

먼저,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에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디바이스 관점에서 스마트워치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에 해 알아본다. 둘째, 사용자 관점에서 스마트워치 사용 

목적과 인터랙션을 살펴본다. 

 

1. 스마트워치의 물리적 특성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종류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지칭한다. 여러 디바이스 중 스마트워치는 일상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디바이스이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중에서 컴퓨팅 능력이 높은 기기에 

속한다.(김태홍 et al, 2013)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 인터랙션이 

밀접하다.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7  특히, 사용자 신체에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센서를 통한 촉각, 시각, 청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므로 사용자 주의 수준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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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8 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구입의 

이유는 통화(47%), 메시지 수신(44%), 시계(38%) 기능 등을 기 하기 

때문이며, 실제 구입 후 사용자들은 메시지 수신 기능이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와 항상 가까이 있는 시계 형태(form 

factor)를 내세워 알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물리적 

방식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사용자의 사용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시각이나 청각, 촉각 피드백의 유용성이 달라지기에, 스마트워치 알림 

인터페이스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존재한다.(유현진 

et al.,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의 사용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인지하기 좋은 진동의 주파수, 강조, 지속시간, 횟수와 같은 방식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의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태스크를 부여하여 

신체 움직임과 주의 집중 수준을 조절한 이후 알림 피드백에 한 반응을 

측정한 연구가 존재한다.(이지연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알림 전달에 있어서도 정보 유형에 

따라 물리적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알림 수신 시 맥락에 따라 사용자가 알림 메시지 내용을 자각하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 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알림의 물리적 전달 측면이 아닌 스마트워치 알림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용자의 내적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알림 수신 이후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스마트워치 사용자 인터랙션 

스마트워치는 비침투적(non-instrusive)이고 적은 인터랙션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손목을 올리는 동작만으로 

화면이 켜지며 하나의 인터랙션이 되는 것이다. 알림에 반응하는 사용자 

응답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 문헌에서의 스마트워치 인터랙션을 

탐색하였다.  

                                                
8 조사기관 마케팅 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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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izza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스마트워치 사용 방식과 사용 목적을 신체에 부착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가장 큰 

5가지 목적 중 압도적인 1위는 시계를 확인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1위부터 5위는 각각 1)시간 확인, 2)알림(notification) 확인, 3)타이머(Timer) 

사용 4)알림 센터(notification center) 확인, 5)운동(Fitness) 순으로 나타났다. 

목적이 없는 습관적 인터랙션 역시 기록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글랜싱(glancing)’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1009개의 스마트워치 세션에서의 인터랙션 빈도(왼쪽)와 

사용시간(오른쪽) (Pizz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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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인터랙션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알림(notification) 확인이 스마트워치 사용의 16.8%로 가장 많은 사용 

시간으로 기된다. 알림센터까지 포함한다면, 알림 사용시간은 스마트워치 

사용시간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림을 스마트워치에서 확인하면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알림의 빠른 확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아주 간단한 행동(손목을 드는 

동작) 하나만으로 메세지를 최소의 비용(cost)으로 확인 하고, 가장 중요한 

알림이나 일정을 처리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확인하면서 사용자는 덜 중요한 알림에 한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잠깐의 방해(interruption)가 있으나 다시 하던 일에 집중 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Han, F et al., 2016)에 따르면, 스마트워치의 알림이 

스마트폰에서 복제되어 두 번씩 보여지는 경우에, 읽지 못한 알림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사용자는 차라리 복제된 알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이미 확인한 알림을 디바이스에서 

다시 지워야 한다는 불편함을 수반하며, 원치 않는 알림이었을 경우 그 

불만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된다. 

 

카테고리(Category) 알림(Notifications) 개수 알림 수집 앱(Apps)의 수 

메신저(Messenger) 4369 5 

이메일(Email) 113 5 

음성통화(VOIP) 309 2 

소셜(Social) 267 5 

캘린더(Calendar) 6 1 

뉴스(News) 61 6 

게임(Game 135 3 

기타(Other) 299 12 

합계 5559 40 

[표 2] 스마트워치 알림 종류 (Shiraz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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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으로 알림이 조명되어 왔으며, Shirazi et 

al.(2015)는 8명의 스마트워치 사용자를 상으로 7일간 알림을 수집하고,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한 알림 종류를 규명하였다. [표 2]과 같이 총 40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5559개의 알림을 수집하였고, 페이스북 메신저와 

Whatsapp, 기본 메시지 앱을 포함한 메신저 알림이 4369개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마트워치 알림은 즉각적 알림이 큰 가치를 지니기에, 사용자가 

메시지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의 인터랙션으로 

효용을 극 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바일 알림과 사용자 행동 

 스마트워치를 통해 알림을 거의 항시 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알림의 내용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워치 알림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스마트폰의 알림을 

그 로 복제하여 작은 스마트워치의 스크린에 보여주기 때문에, 긴 알림의 

경우에는 알림 전문을 확인하는 데에 불편이 존재한다.(Han, F et al., 2016)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글랜싱(glancing)’을 통해 ‘힐끗보기’가 

가능하지만, 길이가 긴 알림과 같은 일부 알림에 해서는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확인하는 시간이 스마트폰에서보다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운전과 같은 물리적 행동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 글랜싱 

이외의 행위로 알림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Giang, W. C et al.,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Corno, F et al., 2015)는 상황 

맥락을 판단하여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알림의 

중요도를 하드웨어 측면에서 판단하고, 알림에 따라 전달 방식을 다르게 

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전달을 도모한다. 

이렇게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알림을 스마트워치로 받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는 다른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스마트워치 

사용자는 알림에 해 초근접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중요한 

알림과 그렇지 않은 알림, 답변을 할 알림과 그렇지 않은 알림을 구분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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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알림 전반에 한 사용자들의 반응의 

연구를 살펴 스마트워치 알림에 한 사용자들의 행동 측정에 한 기틀을 

잡아보려 한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동 사용과 같이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알림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응답 디바이스와 방식에 

해 진행된 연구가 있다. 먼저, Jokela et. al (2015)은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태블릿 등으로 구성되는 여러개의 정보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류하였다.  

다중 디바이스 사용 패턴으로는 한 가지 태스크를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옮기는 순차적 사용(sequential use), 한 기기를 보조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보완적 사용(resource lending), 그리고 멀티 태스킹 방식인 병행 

사용(related parallel use)와 현재 진행중인 주 태스크와 관련이 없으나 

동시에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는 별도의 멀티태스킹(unrelated resource 

lending)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정보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관찰된 행동은 

68%의 순차적 사용(sequential use)로 판별되었다.  

Shirazi, A. S et al.(2015)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네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각 디바이스에서 어떤 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지 조사하였다. 스마트워치에서는 즉시적 

확인이 중요한 메신저와 캘린더 알림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드러났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제한된 크기의 스크린과 한정적인 인터랙션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읽기 전용(read-only)’ 디바이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이 필요한 알림 수신 시에도,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응답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수신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응답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인다. 

소형 스크린에서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키보드 입력이나 정교한 입력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의 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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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버튼 클릭이나 스와이프(swipe), 스크롤링(scrolling) 같은 

인터랙션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지은 et al., 2015) 

Jokela et. al (2015)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한 

개의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작업을 옮기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리적인 노력(physical effort)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때, 

‘계획’이란 태스크 처리에 어떠한 디바이스가 필요한지, 현 디바이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를 실제로 사용할지에 한 사용자의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적절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며, 만약 근접도나 편리함의 이유로 컨텐츠에 

첫번째로 접근했던 디바이스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다른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행동 특성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차로 인한 비연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체 행동 

역시 관찰되었다.(Jokela et. al, 2015) 

사람들은 이메일을 메모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기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스마트워치에서의 

알림 처리에도 비슷한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을 본 논문의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제 2 절 모바일 알림 연구 

 

스마트워치 알림을 규명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알림의 모태가 되는 

모바일 알림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알림 전달 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살핀다. 둘째, 알림 수신 이후 사용자 반응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1. 알림의 정의와 모바일 알림의 의미 변화 

알림이란 비일반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신호로 알려주어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Us, T et al., 2011) 그러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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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은 이목을 끄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앱의 상태를 

업데이트 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기존의 알림이 긴급 재해 발생과 같은 

특정 사건을 전달하며 신호를 발송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의 모바일 알림은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업데이트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Licoppe, C et al., 2010)이렇게, 모바일 

알림은 최근의 트렌드와 변화를 고려하는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알림 수용 모델 (Vestenburg, 2008) 

 

Vastenburg(2008)는 알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용과 가치 

측면에서 알림 수용 모델로 제시하였다. 먼저, 알림이 표현되는 ‘전달방식’은 

사용자가 알림을 인지했을 때 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알림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나아가, 알림의 ‘메시지’는 알림의 가치와 연관되며 이는 

메시지 내용과 사용자 개인적 요인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알림 수용 모델에서 ‘전달방식’은 위의 알림 ‘메시지’에 영향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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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의 비용을 결정지으며 알림 수용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사용자의 신체와 밀접하므로 

전달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 모바일 알림 메시지의 수용 

 알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기능이며 

전통적으로 이메일알림, 전화 수신 알림, 메신저 알림은 알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Chiu, C et al., 2007) 모바일 발전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알림에 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에 응답하는 사용자 

행태 역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Dabbish et. al.(2005)은 이메일 답장에 관련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이메일 답변 속도에 영향을 주려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먼저, 발신자 

기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코딩(binary coding) 하였고, 이메일을 보낸 

발신자와의 관계와 연락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메일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지(action request), 정보를 요청하는지(information 

request), 상태 업데이트(status update)를 요구하는지, 혹은 단순한 일정 

리마인더(reminder)인지, 이메일 내용에 가벼운 안부(social content)나 

약속(event)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별하였다.  

발신자와 이메일의 내용으로 중요도를 분류하였을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action request), 정보 요청(information request), 상태 

업데이트(status update)가 필요한 이메일과 일정 리마인더(reminder)가 

포함된 이메일은 사용자가 중요도가 높게 판단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 로 가벼운 안부(social content)가 목적인 이메일은 중요도를 

낮게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가벼운 

안부(social content)가 포함된 이메일에 해 가장 빠르게 답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Dabbish et. al., 2005) 사람들이 중요한 이메일은 높은 

주의 집중 수준이 요구되므로 즉각적인 답장을 미루고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며 ‘읽지 않음’ 표기를 향후 행동을 위한 리마인더로 사용하는 행동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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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 알림 연구에서는 

발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MIM(Mobile Instant Messenger)의 특성 

상, 이메일처럼 업무에 관련된 알림이 이메일보다 많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즉시 응답하거나 추후에 응답하는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vrahami, D et. al (2006)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MIM 

알림에 한 사용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마감이 급박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 중일 때 

알림에 답변 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하였다. 알림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적 변수로 1)이전에 수행하던 태스크에 한 집중도, 2)발신자의 영향력, 

3)관계적 위계가 고려되었다. 또한, 4)마지막 발신 메세지와 5)수신 메세지 

시간이 응답 여부와 속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측정하였다. 

알림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1)질문을 포함하는 알림, 2)링크가 포함된 알림, 

3)이모티콘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MIM 알림에 한 응답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메세지의 길이, 질문의 유무, 이모티콘의 포함 여부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메세지 발신자와의 관계는 알림에 한 답장 여부와 답장 

속도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용자들은 실험 

참가 이전에 메시지 발신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가 답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닐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3. 모바일 알림 메시지 관리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120.7개의 알림을 수신하며, 알림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다양하다.(Turner, L. D., 2015)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하루에 받는 스마트폰 알림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알림을 

관리하고자 시도한 여러가지 연구(Mehrotra, A et al., 2016; Ho, J et al., 2005; 

Lundgren, S al., 2015)가 존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알림 내용을 분류하여 전달하는 방법, 두번째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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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반으로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최적의 시간에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Mehrotra, A et al.(2016)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알림을 

자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받는 경우, 저자들이 구현한 알림 관리자 앱을 폰에서 

수신되는 모든 알림을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분류한다. 이 알고리즘은 

중요한 발신자, 중요한 내용 등을 구별해서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발신자나 

급한 일에 한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Ho, J et al.(2005)는 알림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의 핸드폰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알림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내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between activities)를 

감지하고 알림을 전달하여 알림 정보의 과부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반면, Lundgren, S al.(2015)은 모바일 기기가 사용 중인 

시점(engaged session)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기에, 핸드폰이 사용 중일때 알림을 전달하여 불필요한 주의 분산을 

막고 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이다. 

Mehrotra, A et al.(2016)는 이러한 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 스마트폰 

로그를 감지하여 시간 와 위치 정보를 분석하고, 센서를 통한 사용자의 

현재 상태 및 활동을 판단하여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및 휴 폰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적절한 시간에 알림을 보내주어 알림의 관리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가 적은 모바일 

기기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resource)가 적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높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앱이나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구현의 문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9 

또 다른 한계는 알림의 관리 기준이 알고리즘에 의해 책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연어처리를 통한 알림 분류 기능이 주 기능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판단 기준이 사용자가 아닌 기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나, 사용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알림을 한 건이라도 적시에 전달받지 못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접근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중요한 알림을 놓칠 수 있다는 사용자의 불안으로 중요한 알림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사용자는 모든 알림을 전달받고 알림에 한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알림 분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알림의 분류를 알고리즘에 맡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알림 분류 방식에는 중요도 에 따라 알림에 

깃발(flag)나 별(star)과 같은 표식을 남겨 추후의 주의 집중 수준을 

조절하는 시도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사용자는 알림 전문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가능한 때에 알림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Han, F et al., 2016) 

이처럼, 스마트워치 알림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알림을 판단하고 응답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고민될 

필요가 존재한다. 알림 메시지를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감지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사용자 주의 집중과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Iqbal, S. T et al., 2010) 

  

 

제 3 절 태스크 복잡도와 기억 방식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알림 메시지의 태스크에 따른 사용자 응답 

방식을 분류하고 알림 응답 시의 리마인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알림 

메시지가 제시하는 태스크를 설계하기에 앞서 태스크 수행 시 사용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과, 특히 사용자 기억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이전에 계획했거나 의도했던 활동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수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Mcdaniel, M. A et al., 1988)을 미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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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Prospective memory)이라고 정의한다(Ceci, S. J et al., 1985; Marsh, R. 

L et al., 1998) 미래계획 기억은 측정 상이 되는 태스크 유형에 따라 

사건의존적 태스크(event-based task)와 시간의존적 태스크(time-based 

task)로 구분된다(Einstein, G. O et al., 1996).  

사건의존적 태스크는 기억 인출을 돕는 단서가 외적으로 제공되며 

단서에 한 재인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태스크이다. 반면, 시간 의존적 

태스크는 행동의 수행이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자의 인지적 

추적 점검(monitoring) 과정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태스크이다. 미래계획 

기억은 몇 시간 혹은 몇 일 후에 해야할 활동에 관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한 부호화가 형성되고 나면, 행동을 실행해야하는 

시점 사이에 중재활동(ongoing task)이 진행된다(Einstein, G. O et al., 1996). 

이렇듯, 중재 활동과 미래계획 기억 활동은 동시에 진행된다. 선행연구 결과, 

단서가 제공되는 사건의존적 태스크에 한 수행은 기억력의 수준으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Kvavilashvili, L et al., 2001; Meacham, 

J. A. 3 et al., 1980), 시간의존적 태스크에 한 수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2004, 2006; Ceci, S. J et al., 1985).  

일상 생활에서의 태스크는 단서없이 미래계획 기억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서지연 et al.(2007)은 시간의존적 태스크를 이용하여 

미래계획 기억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Ceci, S. J et al.(1985)는 태스크를 

제시하여 인지적 추적 점검의 역할이 미래계획 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해 연구하였다. 한 그룹은 태스크를 제시 받은 후 30분간 다른 행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계를 보는 행동의 횟수를 측정하여 미래계획 

기억 수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계획 기억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인지적 추적 점검의 책략적 패턴을 지님을 알 수 

있다.  

해당 실험은 실험자에게 미래계획 기억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에 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실험 결과 

태스크 수행의 의도를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미래계획 기억 수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지연 et al.(2007)은 

실험 참여자가 태스크 수행 의도를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은 전체 태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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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한 인지적 추적 점검 과정을 강화시키며, 이는 결국 기억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미래계획 기억 수행은 

인지적 추적 점검 과정의 효율적인 사용에 의존하며(Ceci, S. J et al., 1985) 

태크스 수행의 의도를 중요한 것으로 지각시킨다면 인지적 추적 점검 

과정이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추적 점검 능력은 시간의존적 태스크에 한 미래계획 기억 

수행의 강력한 예견 요인(einstein, McDaniel, Richardson, Guynn & Cunfer., 

1995)으로서 자기 주도적(self-initiated) 성격을 가진다(Harris & Wilkins, 

1982). 따라서, 실험 참가자에게 인지적 추적 점검 과정을 촉진시키는 

단서를 제시한다면 기억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 할 수 있다. 

Ellis(1996)와 Mantyla(1996)에 따르면, 인출맥락에 해 생각하도록 

야기하는 기억유발 자극(reminder)이 제공되는 것은 보다 특수한 인출 

맥락을 형성함으로서 미래계획 기억에 한 흔적을 바꾸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반면, Goschke와 Kuhl(1996)은 미래계획 기억은 수행의 의도를 

기억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충분히 높은 수준의 활성화가 

존재하여 기억유발 자극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instein, G. O et al.(1995)은 시간의존적 태스크 수행에서 목표 

행동을 생각하게 하는 기억유발 자극이 제시된다면 미래계획 기억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효율적인 기억유발 자극은 

의도된 활동의 회상이 자동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특히 

의도된 행동을 기억나게 하는 특정한 목표 단서와 의도된 활동 모두에 

초점을 둘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단서는 자기 단서화(self-

cued)와 외적 단서화(other-cued)로 구성되는데, 자기 단서화란 의도 

수행에 해 부호화가 형성된 후 몇 분이 경과하면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말하며 외적 단서화란 특정 단서를 외적으로 제공하여 

의도가 의도가 회상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Einstein, G. O. et al., 1990; 

Logie R. H. et al., 2004).  

이 때, 성공적인 회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의도와 행위의 

목적에 한 기억을 되살릴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시간에 한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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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내용을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포함된다(Marsh, 

R. L. et al, 19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림을 통해 태스크를 제시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알림에 해 알림 리마인더를 통한 기억유발 자극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알림 응답 과정에서 느끼는 효용을 측정하여 알림 

리마인더가 기억 보완 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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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알림 리마인더를 통해 알림에 한 기억과 

응답률에 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워치 알림에서 사용자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둘째,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리마인더를 제공하면 알림 응답에 효과적인지 

알아본다. 위의 목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스마트워치 알림에서 사용자 응답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사용자는 스마트워치 알림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2) 스마트워치에서 응답하기 어려운 알림은 무엇인가? 

3)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알림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에서는 스마트워치 알림을 수신하였을 때 사용자 반응과 

행동 패턴을 알아본다. 알림을 수신한 이후 사용자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워치 알림에 한 기억과 응답 과정을 살펴본다. 

 

연구 문제 2.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리마인더를 제공하면 알림 응답에 

효과적인가? 

1)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리마인더 제공 시, 알림에 한 응답률이 

높아지는가? 

2) 알림 리마인더는 어떤 유형의 알림 응답시에 가장 유용한가? 

3) 알림 리마인더는 사용자의 알림 기억에 도움을 주는가? 

 

<연구 문제 1>에서의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문제 2>에서는 

스마트워치 사용자에게 알림 리마인더를 제공했을때, 알림에 한 응답률이 

높아지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유형의 태스크를 제시하는 알림을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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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리마인더는 어떤 복잡도의 알림에 가장 유용한지 살펴보고 알림 

리마인더가 사용자의 알림 기억에 도움을 주는지 검증한다. 

 

 
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1) 응답률 

알림의 응답률을 보기 위해서 알림이 제시한 태스크에 한 응답 

여부를 확인한다. 발송한 알림에 해서 제 로된 태스크를 수행 하였다면 

알림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혀 다른 답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디바이스를 

불문하고 응답 여부를 유의하게 측정하였다. 

 

2) 반응시간 

태스크 수행을 요구하는 알림에 응답한 경우, 사용자가 알림을 

수신하고 응답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측정하는 시간은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받은 후 첫 인터랙션까지 걸린 시간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고려하는 것은 알림의 발송 시간, 사용자가 알림을 읽었다고 

표기했거나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는 시간이다.  

스마트워치 알림 리마인더를 사용한 그룹의 실험 참가자가 스마트워치 

알림을 저장했다면, 알림을 저장한 시간도 기록하였다. 스마트워치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의 경우에는 따로 반응 시간에 한 측정을 하지 

않고 알림에 한 응답만을 기록하였다. 

 

3) 수행시간 

수행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기법은 피실험자에게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한 후, 태스크 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행 여부 및 태스크 완성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태스크 완성 시간(Task completion times) 

측정은 사용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표준화된 측정 지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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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함으로써 도구의 사용성과 사용자가 느끼는 태스크의 난이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Love, S. et al, 2005) 

 

4)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 

본 연구에서는 알림 리마인더에 한 사용자 만족도와, 리마인더 

기능의 유용성, 효용성에 해 사용자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만족도의 

경우, 사용자가 느끼는 알림 리마인더 사용 과정 전반을 상으로 하며, 

유용성은 양적 측면의 알림 응답률을 상정하며 효용성은 질적 측면에서 

알림 리마인더가 알림 응답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였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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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과정 
 

 
스마트워치 알림 리마인더가 알림 응답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알림을 

수신했을 때의 행동 패턴을 알아보고, 알림 관리에서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 (1)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험자를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그룹은 스마트폰만을 

사용하는 P 그룹, 두번째 그룹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NF 그룹, 

세번째 그룹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알림 리마인더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F 그룹이다. 세 그룹을 상으로 진행된 실험으로 

도출한 결과를 그룹간 비교하여 알림 리마인더 프로토타입이 알림의 

응답률과 알림의 기억에 도움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은 다음의 순서를 거친다. 먼저, 실험 (1)을 통해서 

언급한 <연구 문제 1: 스마트워치 알림에서 사용자 응답패턴은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검증한다. 실험 (1)의 결과를 토 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실험 (2)를 설계한다. 실험 (2)를 통해서 <연구 문제 2: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리마인더를 제공하면 알림 응답에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HCI 관점에서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알림 수신 이후 행동을 살펴보고, 

응답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스마트워치 알림의 한계를 파악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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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1): 스마트워치 알림 설문 
 

 

제 1 절 조사 방법 
 

실험 (1)은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알림 처리 방식, 그리고 알림 처리에 

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리크루팅을 통해 스마트워치 

사용자 총 37 명(여자: 11 명, 남자: 23 명, 이탈자 남자: 4 명)을 모집하였고, 

총 33 명에 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실험 (1)의 목적은 1) 스마트워치 알림 

유형을 파악하고, 2) 알림에 답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출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이후의 본 실험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 상자들은 학원생 및 직장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0 에서 

50  미만, 평균 연령은 31.5 세로 집계되었다. 또한, 스마트워치 알림 

기능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스마트워치 사용 기간이 1 개월 이상인 사람을 

리쿠르팅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8 

 

 

연령대 직업 사용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사용 기간 

1 20  회사원(사무직) LG 와치 스포츠 1개월 이하 

2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3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4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5 20  서비스/판매직 애플 워치 6개월 이하 

6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년 이상 

7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3개월 이하 

8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9 20  회사원(사무직) 애플 워치 6개월 이하 

10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11 2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3개월 이하 

12 20  회사원(사무직) 애플 워치 1개월 이하 

13 20  회사원(사무직) 애플 워치 1개월 이하 

14 20  회사원(사무직) 애플 워치 1개월 이하 

15 20  학생 애플 워치 3개월 이하 

17 20  학생 삼성 갤럭시 기어 2년 이상 

18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19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20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21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22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3개월 이하 

23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24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6개월 이하 

25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26 3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년 이상 

27 30  직업군인 삼성 갤럭시 기어 2년 이상 

28 4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2년 이상 

29 50  주부 삼성 갤럭시 기어 3개월 이하 

30 50  경영자/고위공무원 삼성 갤럭시 기어 1년 이상 

31 50  교직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32 50  주부 삼성 갤럭시 기어 1개월 이하 

33 50  회사원(사무직) 삼성 갤럭시 기어 1년 이상 

34 60  서비스/판매직 LG 어베인 6개월 이하 

[표 3] 스마트워치 설문 응답자 (3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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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분석 결과 
 
 

1-1. 스마트폰 알림 리피터로 역할하는 스마트워치 

 33명의 응답자 중 78.8%의 응답자가 전화/메시지 수신과 알림 수신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을 제외한 30명이 

스마트폰과 페어링(pairing)을 해야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전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페어링하여 사용하는 기기로 스마트폰의 알림이 복제되어 스마트워치로 

전달되는 기기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33명의 응답자 중 87.8%가 

스마트워치 알림을 부분 글랜싱(glancing)하여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가 평소에는 스마트폰의 주변적(Peripheral)기기로 

존재하다가 알림이 도착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변적 기기로 

역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컨슈머사이트의 조사9(컨슈머인사이트: Date 

of Issue: Jun. 03. 2014, 19 차 이동통신기획조사)에서도 사용자가 기 하고 

만족하는 기능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워치의 항시성으로 빠른 응답이 가능하기에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은 실시간성이 강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선호를 보이는 

것이다.(Visuri, A et al., 2017) 

 

 

1-2.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하는 알림 유형 

설문 응답을 통해 알아본 스마트워치 알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스마트워치 알림은 스마트폰의 알림이 그 로 전달되는 형태이며,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하는 알림 유형을 사용자 행동 기준으로 1) 단순 확인, 

2) 추가적 행동이 요구되는 알림(Dabbish et. al., 2005)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컨슈머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19 차 이동통신기획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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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행동 알림 특성 정보 발신 앱 알림 유형 

단순 확인 

주기적 알림 

시간 별 날씨 
구글 날씨, 

케이웨더 

정보성 알림 속보성 뉴스 연합 뉴스 

구독 정보 팟캐스트 

단발성 알림 
이벤트 

발생/변화 

은행, 

O2O 서비스 

알림 

사용자 기반 

정보성 알림 

추가적 행동 

필요 

연속적 화 연속적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일상 커뮤니케이션 

비연속적 

화 

정보 전달 

메시지 
SNS, E-Mail 

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표 4] 스마트워치 알림 유형 

 
모바일 알림은 메시지 특성에 따라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알림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인 ‘정보성 알림’의 경우, 사용자는 알림 확인 

이외의 추가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인과의 화가 기반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알림’의 경우 알림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2%가 스마트워치에서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같은 연속적 화 알림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에 

한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추가적 행동이 필요한 알림 

메시지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알림 내용과 응답 특성에 한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였다.  

 

2-1. 스마트워치에서 응답이 필요한 알림 

Avrahami, D et al.(2008)의 연구에서 메시지 응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 [표 5]과 같이 나타나며, 본 실험의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당 요소들이 실제의 알림 메시지 응답에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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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변수 예시 

발신자 

영향 

발신자와의 친밀도 (Intimacy) 지인, 가족 

발신자와의 수직적 관계 상사, 클라이언트 

메시지 

상호성 

마지막 발신 메시지  메시지 응답 패턴 

마지막 수신 메시지 메시지 수신 주기 

메시지 

형식 

메시지 길이 (Length) 스크린 내/외 분량 

URL, 이미지, 이모티콘 (Attachment) 시각적 요소 

수신  

맥락 

요일 주중/ 주말 

시간 업무/ 업무 외 시간 

[표 5] 메시지 응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 (Daneil Avrahami et al, 2008) 

 

설문 응답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메시지 

특성에 따라 알림을 수신하는 디바이스와 응답하는 디바이스가 분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한 알림 메시지가 제시하는 콘텐츠가 단편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갖는 경우, SMS에서의 ‘예/아니오’ 정도의 간략한 

응답만을 필요로 하기에 스마트워치 내의 간편 답장이나 입력 방식을 

활용해 답장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한 알림 메시지가 연속적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에서 주고받는 

화의 양상을 보이므로 스마트워치에서 입력 가능한 방식으로 알림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이후, 타이핑 과정을 거쳐 

답변을 입력하여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한 알림이 정보를 검색하는 태스크를 

요구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스마트워치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여 앱을 실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스마트폰 내에서 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알림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알림 응답의 복잡도’는 알림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에 따라 달라지며, 알림 응답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도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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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스마트워치에서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메시지는 

스마트워치를 몇 번의 터치하거나 간단한 인터랙션만으로도 응답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복잡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스마트워치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여 답변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내에서 다른 앱을 사용하여 응답해야 하는 경우, 알림 응답 

과정에서 시간적 차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들은 알림 응답이 번거롭다고 

느끼며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림 수신 

디바이스 

응답  

디바이스 
알림 콘텐츠 예시 응답 입력 방식 

알림 응답 

복잡도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단편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SMS) 

스마트워치에서  

간편 답장/ 입력 
낮음 

연속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MIM) 

스마트워치/ 스마

트폰에서 타이핑 

응답 

보통 

스마트폰 
정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E-Mail) 

스마트폰의 앱사용

/ 타이핑 응답 
높음 

[표 6] 알림 메시지 특성에 따른 응답 입력 방식 

 
 

2-2. 스마트워치에 의존하는 상황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에게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보았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들은 다른 일에 집중(58.7%)하고 

있거나, 다른 행동 중(41.3%)일때 스마트워치를 힐끗 보는 

글랜싱(glancing)을 통해 알림을 확인한다고 답하였다. 참가자들 부분은 

‘스마트워치 알림이 유용하지만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도 스마트워치 알림이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일에 집중(58.7%)하는 경우는 정신적 집중(Mental preoccupation),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Turel, O. et al, 2010)으로, 참가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업무 중/ 회의중, 타인과 화 같은 경우가 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해당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접근에 물리적 제제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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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방해로 작용하지 않도록 스마트워치에서 글랜싱(glancing)하는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스마트워치 알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다른 행동 중(41.3%)인 경우는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Physical 

preoccupation)으로, 참가자들은 운동 중, 운전 중과 같이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알림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 

글랜싱(glancing) 이외의 다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글랜싱이 간편한 

스마트워치에 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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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전 중 스마트워치 사용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35%는 ‘가능하면 스마트워치에서 수신한 

알림을 스마트워치에서 응답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인풋의 제한으로 스마트워치에서는 입력 자체에 한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응답자 역시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응답자 중 30%는 

‘응답하는 디바이스와 별개로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일부 참가자는 ‘바쁜 상황에서 중요한 

알림을 수신한 경우, 즉시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알림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알림 보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실제 65%의 참가자가 스마트워치 알림 응답에 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35%는 스마트워치에서 중요한 알림을 수신했지만 바로 

처리할 수 없어 잊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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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워치 알림 확인 상황 

 
 

3-1. 스마트워치 알림 기억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 방안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워치에서 중요한 알림을 수신했지만, 즉시 응답이 

어려운 경우의 응책을 파악하였다. 아래의 [표 7]와 같이, 알림을 

기억하기 위한 응방안으로 사용자들은 ‘리마인더’를 만들어 기억을 

상기한다고 답변하였다. 리마인더를 활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배지에서 

보여지는 알림 개수를 리마인더로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센터의 

알림을 지우지 않고 리마인더로 활용하고 있었다. 일부는 최근 실행 앱 

목록을 보며 기억을 상기하고 있었으며, 이처럼 시스템 자체 기능을 활용한 

‘자동 리마인더’로 알림에 한 기억을 상기하는 응답자는 24.3%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에 적어두거나 다른 앱에 메모하는 ‘수동 리마인더’를 

만들어 기억을 상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3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알림이지만, 별 다른 방안이 없어 기억에 의존한다’는 

응답자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 방안이 없는 

응답자들은 중요한 알림의 기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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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의 응답자 중 88% 이상의 응답자가 스마트워치 알림을 

글랜싱(glancing)하여 확인하고 있었으며, 알림에 한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알림 기억이 어려운 경우의 응 방안 

분류 대응방안 응답 수 

(n=33) 

사용률 

(n/33) 
비율 

자동 

리마인더 

방식 

스마트폰 배지 6 18.2% 

24.2% 스마트폰 알림센터 1 3.0% 

최근 실행 앱 목록 1 3.0% 

수동 

리마인더 

방식 

알림센터에 남기기 3 9.1% 

33.3% 해당화면 기 2 6.1% 

메모 6 18.2% 

    30.3% 

응 방안 

없음 

다음 알림에 의해 상기 2 6.1% 
42.4% 

별 다른 방안 없음 12 36.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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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태스크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제 1 절 인터페이스 및 알림 발송/리마인더 시스템 설계  
 

실험자들의 실험 (1)에 한 응답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의 저장 

툴 및 알림 발송 툴을 설계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93.2%가 스마트워치에서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와 같은 연속적 화 알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실험의 발송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SNS 플랫폼인 Facebook 의 메신저 서비스로, 

스마트워치 알림 수신 시 빠른 답장 기능을 지원하며 챗봇(chatbot)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하여 알림을 발송하는 본 실험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알림 발송: 챗봇 구현 

알림을 발송하는 챗봇의 구현을 위해서 챗봇 서비스인 Motion AI를 

사용하였다. 페이스북에 실험 페이지인 “Smart_Noti”를 개설하고, 챗봇을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동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Smart_Noti 페이지를 

팔로잉하고 페이지 채팅 서비스를 통해 Smart_Noti가 보내는 알림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Smart_Noti 페이지에서는 해당 페이지에 유입된 

실험자들을 상으로 알림을 량 발송(Broadcast)하여 모든 실험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2) 리마인더 시스템: 챗봇 응답 방식 설계 

챗봇을 통해 알림을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실험 그룹에 따라 

답변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스마트폰만을 사용하는 P그룹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고 답변하도록 실험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이는 실험자의 평소 습관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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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사용자들과 어떻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NF 그룹은 알림 응답에 두 가지 

가능한 방식에 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첫번째는 알림에 한 즉각적 

응답이 가능한 경우, 알림이 제시한 태스크를 수행하여 응답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워치에서 읽음’ 표시를 메신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워치에서 존재하는 알림 ‘인지 시간’과 ‘알림에 한 응답 시간’ 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NF 그룹 사용자들에게는 “읽음” 

표시와 실제 답변을 구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림 7] 실험을 위한 페이스북 Smart_Noti 페이지 

 

NF그룹과 동일하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알림을 ‘저장’하여 

리마인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F그룹에게는 알림에 해 가능한 답변을 

총 3가지로 제시하였다. NF그룹과 같이 즉시 응답하거나 ‘읽음’  표시가 

가능한 것과, 추가로 알림을 저장을 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였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알림을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자에게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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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었다는 리마인더가 제공된다는 것을 실험 가이드로 제공하였다. 알림 

저장 메시지는 확인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은 모든 저장된 알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후의 실험 분석에서는 ‘읽음’과 ‘응답’의 시간 

뿐 아니라, ‘저장’후 ‘응답’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3) 저장된 알림: 리마인더 제공 방식 

F 그룹에 속한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알림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만 볼 수 있는 포스팅이 [그림 8]과 같이 생성된다. 알림을 저장한 

사용자는 해당 포스팅에 태그(tag)되어 리마인더 알림을 수신하게 되며, 

리마인더 알림을 통해 저장한 알림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저장된 알림 

 

 

제 2 절 수행에 필요한 태스크 설계 
 

실험에 앞서, 알림이 요구하는 태스크 난이도가 일관 되도록 태스크를 

설계 하였다. 실험 자극의 난이도 및 복잡도를 통제하는 것은 피험자의 

언어 수준이나 선험적 경험에 의해 실험결과가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함(Park et al., 2000)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알림의 

태스크 난이도를 통일하여 메시지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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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의 결과로 답변이 어려운 알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정확히 어떠한 알림들이 스마트워치에서 

답변하기 어려운지 파악하기 위해, 알림의 복잡도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실험 (2)에서 발송되는 알림이 

제시하는 태스크 복잡도는 낮은 복잡도(Low), 중간 복잡도(Medium), 높은 

복잡도(High) 중 하나로 설정되어 발송된다.  

기존 문헌(Avrahami et al., 2008)에 따르면, 메시지 응답률에는 

발신자와의 관계, 메시지 상호성, 메시지 형식, 메시지 발신 요일과 같은 

변수가 메시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메시지 

응답 상황에서 발신자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알림이 제시하는 태스크 수행 시 시간적 차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리마인더 툴 검증을 목표로 하기에 실험의 변수를 

태스크의 ‘복잡도’ 만으로 한정하였다. 

낮은 복잡도는 ‘스마트워치에서 답변이 가능한 태스크’로 정의하였다. 

이는 스마트워치의 제한된 스크린과 제한된 인터랙션으로도 응답이 가능한 

알림으로, 주로 예/아니오와 같이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다. 

낮은 복잡도는 스마트폰 그룹 A 와 스마트워치 그룹 B, C 사이의 알림 처리 

행태를 구별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낮은 복잡도 중간 복잡도 높은 복잡도 

질문 오늘 날씨는 

마음에 드세

요? 

미이라, 원더우먼, 겟 아웃 중

에서 보고 싶은 영화는 뭐에

요?  

“BMW 520d 가

격”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유형 Yes or No 형/ 

간편 답장 

객관식 선택/ 간략한 타이핑 주관식/  

메신저 외 다른 앱 

사용하여 답장 

[표 8] 알림 태스크의 종류 및 예시 

 

중간 복잡도는 스마트워치에서 답변이 어려우나, 스마트폰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한 태스크로 구성하였다. 중간 복잡도 알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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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앱 내에서 바로 응답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알림 태스크는 주로 

주관식으로 제시되며, 타이핑이 수반되어야하기에 응답시 스마트워치의 

간편 답장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타이핑을 통해 응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복잡도는 오로지 스마트폰 및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주변적 기기로 역할하는 

스마트워치만으로 응답이 어려운 태스크로, [표 8]의 예시 질문처럼 높은 

복잡도의 태스크로 주어진다. 해당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추가적인 앱을 사용하거나 검색을 거쳐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높은 복잡도를 받은 실험자는 추가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활용해야 하며, 알림이 제시한 태스크를 수행한 후 알림에 응답 

해야 한다. 

 

 

[그림 9] 실험 그룹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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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실험(2): 알림 리마인더의 알림  

기억 보완 가능성 
 

 

제 1 절 실험 방법 
 

실험의 절차는 Harris et al.(1982)의 연구 절차에 따라 미래계획 기억 

태스크 수행에 한 부호화가 형성된 이후 피험자는 중재활동을 하면서 

인지적 추적 점검 과정을 통해 태스크 수행이 적절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억을 바탕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피험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디바이스와 기억유발 자극 유형에 따라 각각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자기-기억유발 자극 조건을 가진 두 그룹과 

알림 리마인더 툴-기억유발 자극 조건을 가진 그룹으로 할당하였다.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미래계획 기억 태스크 수행을 중요하게 지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스마트워치 보관 툴 사용 그룹은 알림 태스크 수행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알림 리마인더를 제시하여 기억유발 자극을 형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로, 실험 참여자 33명은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P 그룹,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NF그룹,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며 알림 저장 기능까지 사용하는 F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자는 3일에 걸쳐 일과시간에 해당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약 한시간 간격으로 알림을 수신한다. 첫날에는 알림 적응을 위해 12개의 

알림을 발송하여 3회의 알림을 연습 수행 상으로 활용하였고,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9개의 알림 태스크가 참여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매일 전달되는 

알림들은 각각 3개의 높은, 중간, 낮은 복잡도로 구성하였으며, 일과 중 

자연스러운 맥락(Context)에서 알림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알림과 

알림 사이의 발송 간격 역시 15분에서 100분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실험 참가자 33명에게는 배정된 그룹이나 답변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리워드를 제공하였으며,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약속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알림이 요구하는 응답 유형과 태스크 완료 기준을 가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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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되 수행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1) 자기-기억유발 자극 조건: 스마트폰 사용 그룹 

피험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알림이 요구하는 태스크(Task)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 그룹은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에서 

알림 확인과 태스크 수행이 모두 이루어지기에 해당 그룹에게는 별 다른 

지시 없이 알림에 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2) 자기-기억유발 자극 조건: 스마트워치 사용 그룹 

이 조건의 그룹은 스마트워치 사용자로 자기-기억 유발 자극 조건은 

동일하나,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읽은 시점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스마트워치 사용 그룹은 알림을 확인하는 디바이스와 알림에 응답하는 

디바이스가 다를 수 있어,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확인하고 이후 

스마트폰에서 응답하는 자기-기억유발 자극 상황에서 확인과 태스크 수행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특히 이는 중간 복잡도 이상의 알림 

태스크 수행 시에,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확인하고 이후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처리하는 경우의 자기-기억 유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알림 리마인더 툴-기억유발 자극 조건: 스마트워치와 툴 사용 그룹 

이 조건의 그룹은 스마트워치 내에서 알림 리마인더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그룹에게는 어떠한 기억유발 자극도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 

그룹에게는 즉시 처리가 어려워 추후 기억에 도움이 필요한 알림을 저장할 

수 있게 하여 기억유발 자극 툴이 알림 수행에 유의미한 자극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억유발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알림 저장 기능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알림 메시지의 ‘좋아요’ 버튼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원하는 알림의 의미로 상정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알림 수신 시 저장을 원하는 알림에 해당 버튼을 눌러 저장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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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개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팅 하여 

기억유발 자극을 제공하였다. 

 

[그림 10] 스마트워치 리마인더 툴의 알림 저장 방법 

 

 

제 2 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수신된 알림과 태스크 수행에서 알림 보관-리마인더 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 일간 진행된 실험에서 사용자들의 알림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 참가자 모집 

 본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 중 스마트워치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 모집을 

위해 앞선 설문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기반으로 1차 리쿠르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결원에 해서는 실험에 해 설명하고 참여 의향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쿠르팅을 진행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알림에 한 

이해가 높으며 알림 수신 및 응답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으로 성별과 사용 

디바이스를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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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모든 조건의 그룹에게 알림 태스크를 부여하고 알림에 응답하게 

하였으나 연구의 목적이 알림 기억과 수행을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알림 발송 시간 와 응답시 피험자의 상황(Context)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험자들에게서 수집한 알림 로그 데이터에는 메세지 전송 시간, 메세지 

인지 시간 (읽음/저장) 메세지 답변 시간, 메세지 복잡도, 그리고 답변 

유무를 포함한다. 알림 태스크에 한 수행성 평가를 위해 스마트폰만을 

사용하는 그룹인 P그룹에게 태스크 수행률과 태스크 인지시간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그룹인 NF그룹과 F그룹에게는 태스크 수행률, 

태스크 인지 시간, 태스크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며, F그룹에 

한해서는 태스크 저장 시간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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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그룹  사용 디바이스 연령  

스마트워치 사용자 

(P1-P20) 

1 F LG 워치 스포츠 20  

2 F 애플 워치 20  

3 F 애플 워치 20  

4 F 삼성 갤럭시 기어 20  

5 F 삼성 갤럭시 기어 30  

6 F 삼성 갤럭시 기어 20  

7 F 삼성 갤럭시 기어 30  

8 F 삼성 갤럭시 기어 30  

9 F 삼성 갤럭시 기어 30  

10 F 삼성 갤럭시 기어 40  

11 NF 삼성 갤럭시 기어 20  

12 NF 삼성 갤럭시 기어 30  

13 NF 삼성 갤럭시 기어 30  

14 NF 삼성 갤럭시 기어 30  

15 NF 삼성 갤럭시 기어 20  

16 NF 애플 워치 20  

17 NF 애플 워치 20  

18 NF 애플 워치 20  

19 NF 애플 워치 20  

20 NF 애플 워치 20  

스마트폰 사용자 

(P21-P30) 

21 P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20  

22 P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20  

23 P 아이폰 30  

24 P 아이폰 20  

25 P 아이폰 20  

26 P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20  

27 P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20  

28 P 아이폰 20  

29 P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20  

30 P 아이폰 20  

[표 9] 스마트워치 실험 참여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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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분석결과 1-1: 스마트워치 알림 응답 특성과 사용자 행동 

스마트워치 사용자 그룹(NF, F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95.3%가 1분 

이내에 알림을 확인하며, [표 10]과 같이 평균 소요 시간은 1분 12초로 

나타나, 17.7%만이 1분 이내에 알림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그룹(P그룹)에 비해 알림 확인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룹 확인 소요 시간 (avg) 

워치 사용 그룹 (F + NF) 1분 12초 

스마트폰 사용 그룹 8분 23초 

[표 10]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간의 알림 확인 소요 시간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94%가 1분 내외로 알림에 ‘워치에서 읽음’ 표시를 

하거나 ‘저장’, 혹은 응답’을 기록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알림을 수신한 이후의 첫 반응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신체에 부착하여 

빠른 확인이 가능하기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림에 해 노출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스마트워치를 사용 그룹인 NF, F 그룹 모두 스마트폰만 

사용한 P그룹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표 11]과 같이,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실제 알림이 요구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린 평균 속도는 26분 54초(median: 3분 30초),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10분 01초(median: 1분 30초)로, 같은 알림을 수신한 스마트폰 

사용자 그룹에 비해 알림 확인이 빠른데 비해 응답에는 16분 44초가 더 

소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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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태스크 수행의 평균 속도 (median) 

워치 사용 그룹 (F + NF) 26분 64초 (median: 3분 30초) 

스마트폰 사용 그룹 10분 01초 (median: 1분 30초) 

[표 11]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간의 태스크 수행 속도 

 

 

분석결과 1-2: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알림 사용자의 응답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사용자 그룹은 스마트폰 사용자 그룹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스마트폰 그룹의 경우 복잡도가 중간 

이상인 알림에 한 응답률이 84.0%(High: 72.0%, Med: 88.0%)이며 

복잡도가 낮은 알림에 한 응답률이 93.0%이나, 스마트워치 사용자 그룹의 

경우 복잡도가 중간 이상인 알림에 한 응답률이 81%(High 62.5%, Med 

74.0%), 복잡도가 낮은 알림에 한 응답률이 90%로 나타났다. 

 

 

 NF F Phone 

High 54% 71% 72% 

Medium 66% 82% 88% 

Low 60% 90% 93% 

[표 12] 그룹별 복잡도 알림 응답률 

 

위의 [표 12]와 같이 모든 복잡도의 태스크에서 스마트폰보다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스마트워치알림이 스마트폰의 알림이 복제되어 전달되는 현재 

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현재의 스마트워치 알림은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방식으로 중간 복잡도 이상의 답변은 스마트워치에서 응답이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49 

분석결과 2-1: 저장 알림 유형 

질문 유형 저장 개수 백분율 

Low 8 20.5% 

Medium 11 28.2% 

High 20 51.3% 

[표 13] 질문 유형에 따른 리마인더 기능 사용률 

 

스마트워치 사용자 중 F그룹의 피험자들에게는 알림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기능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알림이 요구하는 

태스크를 즉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알림을 

보관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하여 응답률과 

기억 보완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3일간의 실험 결과, 알림에 응답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한 높은 복잡도 

알림에 한 리마인더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워치 리마인더 기능을 사용하는 F그룹은 High, Medium, Low 태스크 

순서로 알림 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에 따르면 

저장된 알림 중, 가장 높은 복잡도의 알림은 전체 저장된 알림 중 51.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F그룹이 높은 복잡도의 알림을 수신한 경우, 20%의 

비율로 알림 저장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중간 

복잡도의 경우 보관된 전체 알림의 32.5%에 해당하며, 11.0%의 비율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복잡도의 알림은 전체 

알림에서 15.8%를 차지했으며, 8%의 사용률을 사용률을 기록하였다.  

간편하게 답장이 가능한 알림임에도 8% 가량 알림 저장 기능을 통한 

보관 니즈가 존재한다는 것은, 태스크 수행의 어려움과 별개로 답장이 

어려운 상황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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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2-2: 저장 알림에 대한 응답률	

스마트워치 사용자(NF그룹)가 ‘워치에서 읽음’으로 표시한 알림에 한 

응답률은 [표 14]와 같이 61.1%로 나타났다. 이는, 알림을 확인한 이후 

태스크 수행 과정을 기억에 의존한 경우로, [표 15]에서 볼 수 있듯 읽음 후 

응답까지 걸린 시간차가 존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망각으로 인해 상당 수의 

알림이 태스크 완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워치에서 

읽음’ 표시한 알림의 25.0%는 낮은 복잡도의 알림이었으며 나머지 75.0%는 

중간 이상의 복잡도(High: 41.7%, Med: 33.3%)를 가진 알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알림이 요구하는 태스크 복잡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 절반 50.0% 

가량의 알림이 기억에서 사라져 응답되지 못함을 발견 수 있었다. 

 

질문 유형 스마트워치에서 읽은 알림 개수 응답 개수 응답률 

High 10 5/10 50.0% 

Medium 8 4/8 50.0% 

Low 6 5/6 83.3% 

Total 24 14/24 61.1% 

[표 14] 리마인더 없는 (NF) 그룹의 응답률 

 

 

질문 유형 읽음 후 응답까지 걸린 시간 

Low 0시간 31분 

Med 0시간 27분 

High 1시간 33분 

Average 0시간 46분 

[표 15] 리마인더 없는 (NF) 그룹의 응답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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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 16]과 같이 ‘알림 저장’ 기능(F그룹)을 사용한 경우 저장한 

알림에 한 응답률은 92.6%로, 기억에 의존하여 태스크를 수행한 경우보다 

31.0%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저장’ 기능을 사용한 알림의 15.8%의 알림은 

낮은 태스크의 알림으로, 저장 이후 100%의 알림 응답 및 태스크 완수율을 

보였다. 나아가, 32.5%의 알림은 중간 복잡도의 알림으로 90.9%의 태스크 

완수율을 보였다. NF그룹에서 ‘워치에서 읽음’으로 표기되고 완수율이 가장 

낮았던 높은 복잡도의 알림이 F그룹에서는 94.1%의 비율로 응답되어 크게 

향상되었고, [표 17]에서처럼 응답까지 1시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도 

리마인더가 기억을 보조하므로 응답률이 저하되지 않았다. 또한 높은 

복잡도의 알림이 전체 저장 알림 중 5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 

 

질문 유형 저장 개수 응답 개수 응답률 

High 17 16/17 94.1% 

Medium 11 10/11 90.9% 

Low 6 25/25 100.0% 

Total 34 14/24 92.6% 

[표 16] 리마인더 툴 활용 (F) 그룹의 응답률 

 

 

질문 유형 저장 후 응답까지 걸린 시간 

Low 1시간 52분 14초 

Med 1시간 08분 15초 

High 1시간 48분 00초 

Average 1시간 46분 56초 

[표 17] 리마인더 툴 활용 (F) 그룹의 응답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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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3-1: 스마트워치 알림에 대한 응답 속도/ 응답률 

스마트워치에서 리마인더를 제공한 경우, 일반 스마트워치 사용자 

그룹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과 같이 3일간의 실험에서 

리마인더를 제공 받았던 F그룹이 평균 81.6%의 태스크 완수율을 보였고, 

리마인더 없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NF그룹의 경우 59.5%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응답률을 보였다. 스마트워치에서 리마인드 기능을 사용한 

F그룹은 스마트폰 그룹의 태스크 완수율인 84.5% 비하여 간극을 3% 

이내로 줄이면서, 리마인더 사용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알림 수행률 수준만큼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을 저장하고 리마인더를 사용하는 

것이 기억 보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장 이후 

응답까지의 시간차를 보았을 때에도, F그룹은 평균 1시간 46분 56초의 긴 

시간차를 보였지만 높은 비율로 수행을 완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장된 태스크 복잡도에 따른 응답 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보관된 

알림을 확인하고 한번에 여러가지 알림에 응답하는 사용자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장 이후 평균 응답 시간이 1시간 44분 13초(median 1시간 

07분)인데에 비해 복잡도가 높은 알림과 낮은 알림은 각각 1시간 

51분(median 1시간 36분), 2시간 21분 10초(median 54분 30초)로 복잡도에 

따라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 1일차 2일차 3일차 총평균 

F 그룹 75.8% 86.7% 82.2% 81.6% 

NF 그룹 64.2% 53.3% 61.1% 59.5% 

Phone only 82.5% 87.8% 83.3% 84.5% 

[표 18] 그룹별 알림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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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3-2: 알림의 태스크별 기억 보완 가능성 

마지막으로, 알림 복잡도에 따른 리마인더 선호도에서는 [표 19]와 같이 

높은 복잡도의 알림이 100%의 선호도를 보여 저장 기능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드러났다. 중간 복잡도와 낮은 복잡도 알림은 각각 80%와 60% 

수치로 만족도를 보였으며, 실험자 중 일부는 “간단하게 입력하는건 그냥 

치면 되니까, 잊을 일이 거의 없는데…(P03)”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F 그룹 피험자 중 3일 연속으로 알림 저장 툴을 사용한 참가자는 39%로, 

1/3이상의 참가자가 해당 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용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질문 유형 선호도 (10점 척도) 

Low 6 

Medium 8 

High 10 

[표 19] 질문 유형에 따른 리마인더 선호도 (10-point Likert Scale) 

 

스마트워치에서 받는 알림 태스크 복잡도에 따른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응답 과정에서 상 적으로 긴 과정을 지니는 높은 복잡도 알림은 F그룹, 

P그룹, NF 그룹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률이 제일 낮은 NF 

그룹의 경우, 알림 태스크 수행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알림에 한 기억이 사라지거나 간섭이 생겨 응답 완수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알림 수신은 워치를 통해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나, 확인 이후에 기억에 의존해서 알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상황/맥락의 영향을 받아 시간차가 발생하면 망각이 일어나 알림 응답이 

완수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리마인더 기능을 활용하면서, 여러가지 

복잡도를 가진 알림을 상으로 검증을 진행하였고 이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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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알림의 저장과 리마인더가 알림의 수행률과 

알림에 한 사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알림을 수신하였을 때의 다양한 

행동을 알아보고, 알림 관리에서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 (1)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험자를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그룹은 스마트폰만을 사용하는 P 그룹, 

두번째 그룹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NF 그룹, 세번째 그룹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알림 리마인더를 사용하는 

F 그룹이다. 이 세 그룹에 진행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그룹간 비교를 

하여 알림 리마인더 방식이 알림의 응답률과 알림의 기억에 도움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문제 1. 스마트워치 알림에서 사용자 응답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33 명의 

응답을 통해 알아본 스마트워치 알림의 유형 단순 확인, 추가적 행동 

요구라는 두가지 기준에서 분류 가능하다.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 알림은 

스마트워치 간편 답장, 스마트워치/스마트폰에서의 타이핑, 그리고 

스마트폰의 다른 앱 활용이 필요한 알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워치 알림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은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다른 행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다른 행동에 집중하고 있을때, 스마트워치의 알림에 해 즉시 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워치 알림이 유용하나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물리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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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스마트워치 알림은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 알림의 기억이 어려운 경우의 응 

방안에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리마인더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알림을 

기억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방식으로 리마인더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24.3%, 직접 종이에 적거나 다른 

앱에 메모를 하는 수동 리마인더 방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33.3%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한 알림이지만, 별 다른 방안이 없어 기억에 

의존한다는 사람들이 42.4%에 해당하며, 중요한 알림의 기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문제 2.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리마인더를 제공하면 알림 응답에 

효과적인가?>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응답 과정이 길거나 

복잡한 알림의 경우, 알림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었으며 

복잡도가 높은 알림일수록 알림 리마인더가 유용하며, 응답률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리마인더를 제공했던 F 그룹의 경우, 저장 후 

응답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93%의 수행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리마인더 기능 없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NF 그룹과는 높은 태스크 알림의 

수행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은 자동적, 수동적 방식으로 알림 리마인더를 활용해 기억하려는 

행태를 보여왔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림 리마인더 방식은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응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알림의 역할과 범위가 확 됨에 따라 알림에 

한 응답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알림의 형식을 분류하고, 사용자의 알림 

처리 방식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응답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이를 추후 시스템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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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 변화에 한 사용자 중심의 

접근에 의의가 있으며, 인지적 관점에서 스마트워치의 알림 응답 방식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공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기억 보완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의를 가진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알림의 역할과 범위가 확 됨에 따라 알림에 

한 응답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알림의 형식을 분류하고, 사용자의 알림 

처리 방식을 파악하여 리마인더 기능을 통해 스마트워치 알림에 한 

응답과 기억에 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내 시뮬레이션 셋팅이기에 사용자의 일상적인 알림과 

태스크를 그 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실험은 알림 

태스크 복잡도에 한 응답률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임의로 태스크를 

생성하였으며, 사용자들에게 발송하였다. 하지만 이 알림들이 사용자가 실제 

생활에서 수신하는 모든 종류의 알림을 변하지 못하며, 실제 알림이 

내포하는 메시지 자체의 중요도나 발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운동 중이나 업무 중과 같이 사용자가 처한 특정한 상황 맥락을 

반영하여 해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비침투적(non-intrusive)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평소 알림에서도 리마인더 기능이 유의한지 그 효용을 

검증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본 실험에서는 알림 리마인더의 효용을 검증하기 위해 리마인더 

툴을 구현하여 실험에 활용하였으나 이는 프로토타입이기에 툴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다. 특히, 리마인더 툴의 핵심인 스마트워치 알림 

저장 이후 기억 보완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장한 알림을 사용자에게 다시 제시하는 리마인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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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전용 앱을 

구현한다면 좀더 자연스럽게 실험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메신저와 ‘좋아요’ 버튼, 그리고 포스트와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저장 

알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미 했으나, 본래의 용도가 알림 관리가 

아닌 SNS 특성을 지닌 페이스북을 활용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알림의 저장 및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한다면 사용자 알림 반응 행태를 보다 정확히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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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membering Smartwatch 

Notifications: Suggesting a Reminder 

Method for Alerts 
 

Ji, Hyu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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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SmartWatch, people can easily see the notification 

messages sent to their smartphones anytime, anywhere. The smart watch, 

which can be attached to the body and always deliverable, has high utility as 

an auxiliary device of smart phon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user behavior based on smart watch notification 

and device characteristics. In an environment in which an individual device is 

always connected to an individual, a large number of notifications are 

provided, and information processing actions through notifications are 

followed. However, at present, SmartWatch reminds me that mobile 

reminders are replicated and transmitted, and SmartWatch reminders are 

more than just a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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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rt watch is in close contact with the body and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t can immediately recognize the notification that the device is 

transmitting. Accordingly, the smart watch notification effectively supports 

the notification behavior of the user, assists the user in performing subsequent 

operations, and can provide utility to the user. However, until now, smart 

watch research classified many notifications in terms of hardware, and based 

on the notification delivery method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machine 

itself. However, since the user wants to judge and process the notification by 

itself, it is not enough to diversify the notification delivery method simply from 

the device side. 

 

Therefore, in this study, we set up three research problems and draw 

conclusions about smart watch notification behavior. First, w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watch alerts compared to smartphone alerts. As a 

result, we found that smart watch users were quick to check notifications but 

did not respond appropriately, and found that 'situa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receiving notifications. Second, we analyzed the reminders received by 

SmartWatch and the behavior after receiving the reminders. It was observed 

that the more complicated the 'task required to process the notification' linked 

to the notification, the more the people delayed the notification process and 

observed that the longer the interval between notification confirmation and 

processing became, the more difficult it was to remember I was able to. Third, 

we conducted a comparative experiment with regular watch users and 

reminder feedback through reminder to understand the value provid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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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ers received by SmartWatch.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mplicated the notification handling action associated with the notification, 

the more general the watch users glance the notification and the lower the 

execution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te from existing researches in that 

the use of smart devices is common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immediately realize the importance of wearable devices 

and notifications. It is significant that we have designed and verified a new 

archival feedback tool. The design proposal o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a feedback system using mobile notifications and 

smart watch app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has value as a fusion research 

from the viewpoint of user-centered human-machine interaction approach 

by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processing behavior of a 

person, not a device. 

 

Keywords : Smartwatch, Notifications, Reminder, Message 

Student Number : 2014-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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