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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스템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기술 소외 계층인 시니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이 시니어의 

비대면 서비스 사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특성이 독립 변인으로서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라는 신념 변수와 함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기술수용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였다. 기존 시스템 사용과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조건에 배정된 참여자는 택시 

호출 실험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소 모바일 O2O 

서비스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만 55세 이상의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택시 호출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모두에서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과 사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실험 모두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중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과는 별도로 택시 호출 앱 및 

키오스크 사용 의도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분석에 이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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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사용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시니어는 비대면 서비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니어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유용성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불가피성, 주관적 감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니어는 

기술을 쉽게 이용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포용하는 디자인 설계는 단순한 기술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 영역에서 시니어가 겪는 문제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같은 또 다른 기술 취약 계층을 위한 

연구의 시작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 시니어, 모바일O2O, 키오스크, 인터랙션 디자인, 기술수용모델 

학  번 : 2013-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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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으로 사람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던 서비스 영역에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비대면(非對面) 서비스 및 무인화 시스템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직원과 고객이 대면(對面)하지 않고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등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단순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을 넘어 메뉴 주문과 결제를 

키오스크(kiosk)로 처리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키오스크로 기존의 창구 업무를 대체하는 100% 무인 지점이 

등장하는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시중 은행 영업 점포 수가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5년만에 19%(726개) 감소하였고,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무인화자동기기가 9개월 만에 68% 급증하였다. 1  택시의 경우에도 

콜택시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안내원을 통해 호출한 뒤 택시 기사에게 

직접 목적지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카카오택시나 타다 등의 

모바일 앱(app: application)을 통해 택시 기사와 한 마디도 나누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기술의 진화는 

비대면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O2O의 대표격인 

음식 배달 서비스는 이미 이용 규모가 한 달에 1조원을 넘어섰다.2 

                                           
1 임광복 (2019, 12, 03). 銀 디지털경쟁...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68%급증. <파이낸셜 

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912031155576388 

2 박예원 (2020, 01, 03). 터치 몇 번에 한 끼 해결이 ‘대세’…월 이용액 첫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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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부정확한 언어 소통 대신 

스크린 화면을 통해 명확하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주문과 결제처럼 패턴화된 직무는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보다 

창의적인 일과 중요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의 보편화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기술 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젊은 세대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미리 

진행하고 매장에 들러 음료를 받아가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는 

대표적인 모바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서 사이렌 오더 이용 

고객 중 86%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  전화통화를 두려워하는 

'콜 포비아(call 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쇼핑이나 음식 

주문 시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이 없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와 달리 시니어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O2O 서비스, 

키오스크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들은 이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자리잡아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 하는 시니어 계층은 

실질적인 불편함을 자주 느끼고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감까지 함께 

                                           

돌파. <KBS>. UR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5297&ref=A 

3 이진 (2016, 10, 10).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주문건 1000만 돌파… 20·30대 주문비율 86% 

달해. <IT조선>. UR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0/2016101085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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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질 우려가 있다.  

기술 서비스 영역에서 시니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기업들의 실질 시장 

규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일본 인구는 이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유럽 국가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를 넘어섰고 미국도 15퍼센트를 

상회한다(Ortman, 2014). 게다가 저출산 풍토까지 겹쳐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은 한번 떨어지면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Coughlin, 2017).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2019년 9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45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며, 2067년에는 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고소득 국가의 고령층은 

1년 평균 3만 900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였다. 4  30세에서 44세 사이는 학자금 대출, 대불황 

여파로 1년에 2만 9500달러를 소비하는 데 비해 매우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시니어의 인구 증가와 소비력 증대를 감안했을 

때 고령 집단의 기술 제품 소비 및 서비스 사용이 전례없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시니어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a, 

Chan, & Chen, 2016).  

                                           
4 The Economist (2016, 4, 7). The grey market. URL: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6/04/07/the-grey-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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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람 간의(interpersonal)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대면(non-face to face) 서비스를 

다루며, 그 중에서도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O2O 서비스와 

키오스크(kiosk)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동안은 O2O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재사용 의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신용태·김민석, 2015),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안경민·주재훈, 

2017; 정유진·송용욱, 2016; 조미영·장창권·한경석, 2017)와 같은 

경영학 관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관점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조성호·이연준, 2016)가 있었지만, 시스템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에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HCI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가 반영될 경우 시니어의 

비대면 서비스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모바일 O2O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키오스크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이 유사하므로(황성원·김현석, 2019) 두 가지 서비스 영역에 

공통적인 인터랙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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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분석 틀로는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활용한다. 그동안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노년층의 정보 격차 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김봉섭·김정미, 2009; 조주은, 

2010). 본 연구가 기술수용모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요인은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다.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 

기술 혹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기술수용모델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니어의 사용 의도와 실제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유용성'보다 '인지된 용이성'인 것을 알 수 

있다(조주은, 2010). 즉, 시니어도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사용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를 개선한 시스템이 시니어의 인지된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매개로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O2O 서비스 중에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인지 부하가 많고 시니어의 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빌리티(mobility) 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Uber)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22퍼센트가 55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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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니어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5  게다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젊은 세대에 비해 이동의 

제약이 많은 시니어에게 모빌리티 앱 사용은 점차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 앱 사용에 있어 시니어가 느끼는 용이성이 낮을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니어의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이 

역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니어의 82퍼센트가 스마트폰을 '자유로움'이라고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7 기술 서비스가 시니어의 니즈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시니어가 건강한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는 기존의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동의 자유로움이 감소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이러한 기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비대면 서비스로는 최근 주문과 결제를 사람이 받지 

않는 매장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해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에 키오스크는 병원, 관공서 등에서 간단한 서류 

                                           
5 Charles Colby & Kelly Bell (2016, 4, 14). The On-Demand Economy Is Growing, 

and Not Just for the Young and Wealthy. <Harvard Business Review>. URL:  

https://hbr.org/2016/04/the-on-demand-economy-is-growing-and-not-just-

for-the-young-and-wealthy 

6 Paula Span (2019, 4, 16). Older People Need Rides. Why Aren’t They Using 

Uber and Lyft?,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19/08/16/health/uber-lyft-elderly.html 

7 MONICA ANDERSON (2015, 4, 29). For vast majority of seniors who own one, a 

smartphone equals ‘freedom’. <FACTANK>. URL: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4/29/seniors-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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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에 주로 이용되었지만 최근 식당, 마트, 공항, 터미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대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무인 편의점을 30곳 이상 운영 중이며, 롯데리아는 전국 1344개 매장 

중 98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였다.8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 중, 모빌리티 O2O 서비스와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의 

개선이 이들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 상 커뮤니케이션 및 HCI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니어 사용자를 비롯한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시스템 구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8 박가영 (2019, 12, 14). 편하라고 만든 매장 자동주문... 나만 불편한가?. <머니투데이

>.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213405682301 



8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이 

이들의 시스템 사용 의도를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먼저 비대면 서비스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모바일 

O2O 서비스와 키오스크 영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기술수용모델과 

관련해서는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 후, 

마지막으로 HCI 영역에서의 시니어 연구를 살펴본다.  

 

2.1. O2O 서비스와 비대면 셀프 서비스 

 

2.1.1. O2O 서비스의 개념과 확산 

 

O2O란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김대원·정혜승, 

2016).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치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넓은 의미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영역을 O2O로 보고 있다(허재원·김채복, 2018). 

  인터넷 발전을 거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O2O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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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Phang, Tan, Sutanto, Magagna, & Lu, 2014). 

온라인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2O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업은 O2O를 이용해 기존 채널에 

혁신을 가해 미래 산업에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조민지·이영주, 2016). 특히, 국내에서는 다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반 사업자를 중심으로 O2O 영역 경쟁이 치열하다. 초기에는 

오프라인 판매 제품을 온라인 소비자와 연결하는 커머스(commerce) 

영역에서 발전하였지만 점차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온디맨드 경제구조(on-demand economy)로의 전환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 

사례이다(김동수·김관호·최동욱·정재윤, 2016).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O2O 서비스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형모, 2016).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O2O 서비스 영역은 비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 영역이 아닌 

정보기술 플랫폼을 이용해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영역들이다. 쇼핑, 금융 외에도 열차 예매 및 택시 호출과 같은 

모빌리티(mobility) O2O 분야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조민지와 이영주(2016)는 카카오택시의 지속적인 

이용 의사에 사용자의 이용 동기와 불만족의 원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김광수와 손달호(2018)는 카카오택시의 신뢰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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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프라이버시 염려, 안전성, 경제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듀얼팩터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모두 카카오택시의 

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독립변수, 그리고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처럼 O2O 서비스 

이용 의도의 결정 요인이나 중단 의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사용 경험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관점에서 O2O 

서비스를 바라봐 왔다. 본 논문에서는 O2O 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인터랙션 요소를 도출해 낸 선행연구(Lin, Lee, Lin, Huang, & Chiu, 

2013)와 같이 사용자 경험 중심의 관점에서 O2O 서비스를 다루고자 

한다. 

 

2.1.2. 비대면 셀프 서비스의 개념과 확산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비스 산업이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업무들이 기술 

기반 비대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뮤터, 오스트롬, 

라운드트리 그리고 비트너(Meuter, Ostrom, Roundtree, and Bitner, 

2000)는 은행 ATM, 식당 키오스크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술 

인터페이스를 셀프 서비스 기술(Self-service Technology, 이하 

SST)라 명명하며, 서비스 직원의 직접적 개입 없이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페이스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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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ST의 도입은 특히 외식 서비스의 주문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객이 

직접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황성원·김현석, 2019).  

 뮤터 등(2000)이 셀프 서비스 사용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들을 비교해 본 결과 만족한 사용자 집단의 경우 니즈의 즉각적 

해소, 그리고 시간과 비용 절감을 포함한 6가지 사용자 편익 항목에서 

대면 서비스보다 나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불만족 사용자 

집단의 경우 기술적 결함,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문제로 인해 

사용과정에서 겪은 실패(process failure)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 중 

기술적 결함을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집단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후에도 계속 해당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고 주변에 추천까지 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디자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 경험이 나빴던 집단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다시 해당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노력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겪은 실패로 인한 

사용 의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정보기술의 초기 수용과 그에 관한 선행 요인을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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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Davis, 1989)가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처음 제시한 이래 다양한 국내외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데이비스(1989)는 개인 차원에서의 기술 수용을 사용 

행위(Actual System Use)로 정의하는데, 사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념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였다.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론에서 도출한 것으로(유재현·박철, 

2010),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자가 정보 시스템 사용으로 작업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 정도를 뜻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 시스템 

사용에 정신적 노력이 적게 든다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Davis, 1989).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을 매개로 사용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using)와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사용 의도는 실제 사용(actual system use)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수용모델은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만한 

인지적,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연구는 20대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니어 집단처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첨단 정보기술의 수용이 당연시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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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술수용모델의 확장 

 

기술수용모델은 단일 이론이 아니라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자기효능감 이론 등 여러 이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져 모델의 변형과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 기술수용모델의 투입 

변수들을 특성 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립변수는 크게 시스템 

특성요인, 사회적 특성요인,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시스템 특성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술수용모델 연구에 사용된 다양한 변수를 표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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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수용모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분류 

출처: 유재현·박철 (2010). 기술수용모델 연구에 대한 종합적 고찰.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9권, p.36에서 인용. 

 

과거 데이비스(Davis, 1993)는 이메일 시스템(e-mail 

system)과 텍스트 에디터(text editor)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스템 디자인 요소(system design features)가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기술에 대한 태도와 실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데이비스(1993)는 다른 맥락에서도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관찰해 볼 것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이메일 시스템과 

텍스트 에디터와 같은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시스템 디자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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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모빌리티 O2O 앱과 키오스크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도출한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사항들을 적용하고 이러한 시스템 

디자인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시니어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은 젊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지만, 정보기술 격차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상인 시니어의 기술 수용까지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 먼저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와 시니어의 기술 수용을 비교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조주은(2010)은 젊은 세대와 노인의 

휴대전화 사용 격차가 확대되는 점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였다. 조주은(2010)에 따르면 노인의 휴대전화 수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지된 용이성으로 사용 의도가 있더라도 

용이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은 실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이용 교육은 노인의 인지된 용이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노인들도 이미 휴대전화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조주은, 2010). 

Renaud and Biljon (2008) 또한 ‘학습과 인지된 용이성’이 노인의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면서 가정에서의 

기술수용(domestication of technology) 접근법을 TAM과 통합하여 

'노인의 기술수용 및 채택 모델'(STAM: Senior Technology 

Acceptance & Adop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콘치, 피아네시 그리고 잔카나로 (Conci, Pianesi, & Zanc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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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 노인의 휴대전화 사용 동기를 조사하였는데, 젊은 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용자에게도 자아 실현 및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며,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실용적 

동기 또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노인들은 휴대전화 사용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휴대전화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인지된 용이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된 용이성이 기술 수용 초기 단계에서만 

유효하고 기술에 익숙해지면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양상이다. 그만큼 인지된 용이성은 시니어의 기술 수용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시니어의 기술 수용 요인 및 특성 

 

시니어의 기술 수용의 경우 시스템 및 디자인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리와 코글린(Lee and Coughlin, 2015)은 보다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시니어의 기술 수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거나 촉진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물리적인 디자인이나 개인별 특성을 넘어 주변 사회적 환경 

및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로까지 포함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시니어의 기술 수용이 단순히 기술적인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이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Lee & Coughl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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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니어의 기술 수용 요인 

요소 설명 

가치 인지된 유용성 및 잠재적 이익 

사용성 인지된 사용자 친화성 및 학습 용이성 

경제성 인지된 잠재적 절감 비용 

접근성 시장 내 존재 및 가용성에 대한 지식 

기술 지원 사용 과정에서의 전문적 기술 지원 여부 및 품질 

사회적 인정 가족, 동료 및 커뮤니티의 지지 

감정 인지된 감정적 및 심리적 혜택 

독립성 인지된 사회적 시선 및 기술사용에 따른 외적 이미지 

경험 과거 경험 및 교류와의 연관성 

자신감 불안 혹은 부담에서 벗어나 역량 강화 

출처: Lee & Coughlin (2015). PERSPECTIVE: Older Adults' Adoption 

of Technology: An Integrated Approach to Identifying Determinants 

and Barriers.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2, 

p.750에서 인용.  

 

  특히 가족, 동료 및 커뮤니티의 지지로 설명되는 사회적 인정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 콘치 등(2009)이 이태리 북부 

지방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도 

사회적 압력 내지는 부담이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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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의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23개의 잠재적 요인을 

리뷰한 왕, 라우, 그리고 살벤디(Wang, Rau, and Salvendy, 2011)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4가지 요인은 요구 

만족(Needs Satisfaction, TAM의 인지된 유용성과 유사), 지원 제공 

여부(Support Availability), 인지된 사용성(Perceived Usability, 

TAM의 인지된 용이성과 유사), 주변 인정(Public Acceptance) 

순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주변 인정’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영향과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시니어 기술 

수용에 있어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기술을 주변에 

전파하는데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Meuter, 

Ostrom, Bitner, & Roundtree, 2003), 시니어의 기술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디자인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고 현재의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신호와 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Granata, C., Pino, M., Legouverneur, G., Vidal, J. S., 

Bidaud, P., & Rigaud, A.-S., 2013). 이와 관련한 보다 깊이 고찰을 

위해 HCI와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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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니어와 HCI 연구 

 

2.3.1. HCI 개념 및 사용성의 속성 

 

전통적인 의미에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는 

개인과 컴퓨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사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을 

가리켰다(Nickerson & Landauer, 1997). 그러나 최근 HCI(HCI 2.0) 

연구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과 사람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즉 전통적인 HCI가 개인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다루었다면, HCI 2.0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최적의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진우, 2012).  

  HCI에서 사용성이란 좁은 의미로 시스템 사용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 맥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자가 디지털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김진우, 2012). 사용성의 속성 체계는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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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성의 속성 체계 

출처: 김진우 (2012).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UX innovation을 

위한 원리와 방법. 파주: 안그라픽스. p.123에서 인용 

 

사용성 속성들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습성(learnability)을 높이기 위해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효율성(efficiency)은 감소한다. 즉 모든 속성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에 적합한 핵심 

속성을 정확하게 선별해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김진우, 2012).   

  본 연구에서 시니어와 관련한 시사점이 있는 속성은 초보 

사용자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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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할 때 얼마나 쉽게 이전에 기술을 사용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학습성(learnability)'과 이용자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친숙성(familiarity)'이다.  이외에도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이용자를 고려했을 때,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전 

방지성(error prevention)', 언제든지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오류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오류 회복성(error 

recovery)', 제공된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한 '이해 

가능성(understandability)' 등이 시니어에게 중요한 사용성 속성일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실험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이 달성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3.2. 시니어 대상 연구의 특성 

 

HCI 분야에서 시니어 이용자를 고려한 시스템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니어는 집단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복합적인 디자인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Zajicek, 2006). 통상 연구자나 개발자 

본인이 시니어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시니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개발되는 시스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현행 개발 

방식에서는 시니어의 기술 수용 동기, 시니어 집단 내의 다양성, 기술이 

소비되고 사용되는 맥락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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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소개했던 시니어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일반 이용자를 상정하여 개발한 

기술 모델을 시니어를 위한 기술 디자인, 개발 및 배포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Lee & 

Coughlin, 2015). 

  그러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과 새로운 기술 간의 문화적·경험적 격차가 크고(Eisma et 

al., 2003), 기술에 익숙한 젊은 이용자들과는 달리 시니어 이용자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성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부족함에 따라 기술 소요 

관련 논의에 활발히 기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Zajicek, 2006). 또한 

특정 관심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라, 다양한 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성 전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Lee & 

Coughlin, 201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니어 HCI 영역에서 노인의 기술 

부적응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시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시니어는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극단적 선입견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된 

관점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연령 차별적 

기술을 도입하게 하고, 노인들 역시 컴퓨터 사용을 기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 수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Wandke, Sengpiel, & 

Sönksen, 2012). 본 연구는 시니어가 기술 사용자로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시스템 디자인 요소의 개선이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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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그동안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앱 디자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노인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거나(장영범, 

2013), 레이아웃, 색상, 타이포그래피 등 시각 디자인을 개선해야 함을 

제안하는(이미경, 2017) 연구처럼 인터페이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단순 인터페이스 개선만으로 HCI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정보구조와 인터랙션은 인터페이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지만, 인터페이스 뒤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면 단지 표면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김진우, 

2012).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시니어의 기술 수용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반영한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항에서 시니어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2.3.3. 시니어의 정의와 커뮤니케이션 특성 

 

그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사회복지학, 간호학 

영역에서 시니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했으나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노인층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됨에 따라 점차 다학제적 성격을 

지닌 연구들이 수행됨에 따라, 뉴 시니어(New Senior), 스마트 

시니어(Smart Senior),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구별되는 



24 

55세에서 75세 정도 나이에 해당하는 젊은 고령자 집단으로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소비 주체로 활동하는 이들을 

뜻한다(남미경, 2015).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혼용되는 개념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자의식,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빠른 수용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나가는 세대로 정의되며, 여유를 가지고 

취미 활동, 지역사회 활동, 경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니어 세대와 다른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남현우, 2017; 

윤혁기, 김선재, 양윤석, & 김진우, 2010; 이미경, 2017; 최순식, 2019). 

코글린(Coughlin, 2017)은 노인층이 연령에 의해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인지능력, 신체적 건강, 경제력, 기술 혁신성 등이 

각기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도 시니어를 기술 사용의 능숙도 및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감성적 경험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 각 연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석을 활용하고 있다(백아름 & 전수진, 2015). 

  시니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임상병리학에서 

노인 환자 케어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HCI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는데(Danescu-

Niculescu-Mizil, Gamon, and Dumais, 2011)는 커뮤니케이션 수용 

이론(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중에서 대화 상대방과 

단어 사용, 피치(pitch), 제스처 등을 비슷하게 하려는 

수렴(convergence) 전략에 착안하여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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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통을 분석하였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수용 이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시니어의 특성도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특성은 쉽고 간결한 단어나 

문장을 선호하고 전문 용어(jargon) 사용을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언론학에서도 정보화와 관련하여 기술 용어나 이해의 어려움이 노인 

세대의 기술 수용과 지속적 사용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강진숙, 

2009).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전화 수용 연구에서도 '메뉴', '확인', '저장', 

'취소', 방향키 등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기계적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조주은, 2010). 예를 들어, 노인은 '메뉴'를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책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스스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전문 용어로 

쓰여진 사용 설명서 자체가 이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사용법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용어의 장벽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쓰이는 전문 용어는 이미 기술에 능숙한 사용자들에게는 

효율적이지만 전문 용어와 그것이 의미하는 행위 간의 개념적 관계를 

배운 적이 없고 아직 머리 속에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Patsoule & Koutsabasis, 

2014; Sutter & Müsseler, 2007). 따라서 전문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평범한 서술 언어(descriptive language)로 대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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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만들어준다(Grindrod, Li, & Gates, 2014; 

Sutter & Müsseler, 2007).  

  두 번째 특성은 시니어는 인지 부담으로 인해 한번에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해야 수월함을 느끼므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주 관찰된 

양상으로(Ley, 1976), 동시에 다양한 옵션이 주어지는 긴 메시지를 

받았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정확한 옵션을 골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Balakrishnan & Shamim, 2013; Carroll & Zajicek, 

2004). 예를 들어, ATM 기기에서 여러 옵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보다 

'돈을 입금하시겠어요? 인출하시겠어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짧고 

평이한 메시지로 말했을 때 시니어 이용자에게 더 명확히 전달되고 오래 

기억되었다(Patsoule & Koutsabasis, 2014). 

  세 번째 특성은 중요한 사항을 자주 요약해주고,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Robinson, White Jr, & Houchins, 

2006). 노인들은 정보기술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명확한 피드백이나 확인이 없다면 정보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Carroll & Zajicek, 2004). 

예를 들어, 경험이 없는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서식(form)이 제출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전환되었을 경우 서식이 삭제된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처럼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이용자가 향후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특히 시니어는 수행해야 할 과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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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고 단계가 추가될수록 본인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Granata et al., 2013). 이는 

시니어가 관련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거부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정보를 활성상태로 유지해 

처리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 둔화되는 것(Badre, 2002)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시스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여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실험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의 시스템 사용 의도가 실제 향상되는 것이 검증된다면 사회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서비스 상황에서 

이용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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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조사 

 
시니어가 비대면 서비스, 특히 모바일 O2O를 사용할 때 겪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한 인터랙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시니어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 컨텐츠들이 많아 간접적으로나마 사용자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시니어가 모바일 O2O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관찰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비조사에서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까지 세심하게 발견할 수 있는 맥락적 

연구(contextual inquiry)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연구에서 

발견한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중 실제 인터랙션 디자인에 

적용하기 적합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니어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3.1. 조사 대상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액티브 시니어 개념을 바탕으로 만 

55세를 하한선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연령 상한선은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단순 연령으로 분류하기에는 시니어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기술 능숙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력, 

인지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예비조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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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눈덩이 표집(snowballing)을 통해 총 6명(남성 3명, 여성 

3명)을 모집하였고, 참여자 연령대는 만 60세에서 69세로 평균 연령은 

63세였다. 최종 학력은 6명 중 5명이 대학 졸업, 1명이 대학원 

졸업이었다. 참여자의 스마트폰 사용 햇수는 평균적으로 7.5년이었으며,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은 평균 1.3회였다(1회 사용: 2명, 

2회 사용: 1명, 4회 사용 1명, 사용 경험 없음: 2명). 

 

3.2. 조사 절차 

 

참여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단계와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맥락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사용환경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므로 참여자의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관찰 

단계에서는 현재 한국에 상용화된 차량 호출 어플리케이션 

3가지(카카오 택시, T맵 택시, 타다)를 각각 이용해 연구자의 

지시(‘현재 위치와 가까운 OO에서 OO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보세요’)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결제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도록 한 후 실제 호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세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해보도록 한 것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참여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동시에, 과업 수행 과정을 관찰하였다. 과업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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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며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세 가지 앱 중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다고(혹은 

어렵다고) 느낀 앱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3.3. 조사 결과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참여자들은 시니어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심상 모형이 매우 

강해 이와 다른 인터페이스 특성에 적응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발지부터 입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택시 호출 앱에서 

도착지부터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출·도착이라 할 때 당연히 출발지, 도착지 순서로 생각하지 

도착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도착지부터 입력하는 

방식이 어색하다." (P4) 

 

또한 출발지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위치 

텍스트를 어떻게 삭제하고 새로 쓸 수 있는지 알지 못 했다. 이외에도 

텍스트 입력 후 오른쪽에 확인 버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속해서 

화면의 오른쪽을 누르려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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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용어와 아이콘 

참여자들은 용어에 대한 생소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이드가 

제공되면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설명서가 있어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해하지 못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안 쓰는 처음 만나는 

단어, 전문적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약관 동의에 써 있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다. 

모르겠으니까 두렵고, 실수하면 잘못될까 봐 무섭다."(P2)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은 '도착지 설정'과 같은 명사형 지시어보다 

'어디로 가시겠어요?'처럼 일상에서 쓰는 구어체 표현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입력 시 아이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관찰 단계에서 문자 입력 란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검색’이라고 인식하지 못 하고 입력란 오른쪽에서 

‘검색’ 버튼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걸 누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머리 속에 자리가 안 잡혀서 자꾸 

헛손질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이 안되어 있으니까 뭘 눌러야 

하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다. 기호가 아니라 '확인', '다음'처럼 

써줬으면 좋겠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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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모바일 

기기의 아이콘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Ghayas, Sulaiman, Jaafar, & Khan, 2013). 연령이 높은 사용자는 

아이콘이 가리키는 사물을 구분해내고 아이콘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콘의 구체성을 높이고(Moyes & 

Jordan, 1993), 의미적 거리는 가깝게 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정보 과잉 

인터뷰 결과,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도 핀 설정, 출발지 및 도착지 

입력란, 옵션, 광고 등 여러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어 

도착지를 입력할 곳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화면에 

출발지·도착지 자동 완성 정보가 떠 있는 부분을 어려워했는데, 능숙한 

사용자에게는 쉽고 편리한 기능이지만 많은 정보를 한번에 다루는 데 

인지 부담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다'의 경우, 첫 화면 하단에 공항 이동 시에 사용할 차량을 

예약하거나 시간 당 대절을 할 수 있는 '타다 예약하기' 서비스 배너가 

떠 있자 이를 즉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착각해 1명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타다 예약하기' 서비스로 접속하는 오류를 범했다. 

시니어에게는 한 화면에 본인이 수행해야 할 과제 외에 광고 등의 

정보가 한꺼번에 제시되면 인지적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오류를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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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 회복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앱 이용 시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수 없고 

수정이 바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과정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점으로도 연결됐다. 참여자는 오류가 발생할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내가 전체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것도, 카드 등록하는 것도 자녀들이 해주니까 메커니즘을 모른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해야 할 때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럽다. 이해를 해야 쓸 수 있는데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P1) 

 

참여관찰 단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삭제를 

누르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바로 이전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도착지 설정 단계에서 집, 회사 

선택 옵션, 자동완성 목록, 지도가 한꺼번에 표시되자 하나씩 읽고 

눌러보다가 오류를 범하는 와중에 본인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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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렸다. 이 경우 앱을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였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인터뷰 결과, 약관 동의, 카드 결제 등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위험을 크게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비단 모빌리티 앱 뿐만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회원 가입 단계나 

결제 카드 등록 시에 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답했다.  

 

"아날로그 세대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다 읽는다. 우리 때는 

도장 잘못 찍어서 망한 사람 많다. 클릭하는 게 도장 찍는 것 

아니냐? 젊은 사람들은 정보 주고받는 데 거부감이 없으니 약관 

안 읽어보고도 전체 동의 누르지만, 우리는 안 읽어보면 동의 안 

한다. 내 정보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P1) 

 

"약관 동의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무섭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또래들이 많다.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짧게 큰 글씨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P2)  

 

하지만 금융 서비스 토스(Toss)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카드 등록을 해서 사용해보니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제는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을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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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익숙해졌느냐, 그 경험이 어떠했느냐’가 이후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시니어에게는 최대한 '단순하게', '빨리',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자들 모두 택시 호출 직전 단계에서 선택한 택시 종류, 이동 경로와 

요금을 소리 내어 읽어보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예비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선행연구와 영상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키오스크 사용자에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10대부터 60대까지 15명(10~20대: 5명, 

30~40대: 5명, 50~60대: 5명)이 참여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황성원·김현석, 2019)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10~20대 평균=72.93초, 

SD=4.63; 30~40대 평균=106.22초, SD=40.19; 50~60대 

평균=254.05초, SD=74.56) 특히 50대와 60대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첫째, 50~60대 사용자의 경우 키오스크 초기 화면에서 어느 

곳을 터치해야 시작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워했고, 원하는 제품을 찾는 

것도 어려워했다. 한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택시 호출 앱 예비조사에서 발견한 정보과잉 문제와 상응한다.  

  둘째, 주문 시작부터 결제 단계까지 경로가 복잡하고 화면을 

보아도 본인이 어떤 단계를 진행 중인지, 메뉴 추가가 제대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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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예비조사에서 발견한 오류회복의 

어려움 중에서 본인이 진행 중이었던 경로를 잊어버리고,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셋째, 키오스크 화면에서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찾지 

못 해 한참을 고민하거나 주문 전체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수가 있었다. 이 또한 예비조사에서 발견한 ‘오류 회복의 어려움’과 

일치한다. 

  넷째, 주문 시작 버튼, 세트 주문을 위한 버튼, 취소 및 변경 

버튼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예상하기 힘들고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버튼이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 결제를 

완료하기 위한 버튼이 위치한 지점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답했다. 

이는 예비조사에서 발견한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외에도 시니어의 키오스크 주문 경험을 

담은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생소한 용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예: ‘테이크아웃’을 ‘포장 주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본 

논문에서 실시한 택시 호출 앱 예비조사와 유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예비조사에서 발견되었던‘프라이버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키오스크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키오스크 주문의 

경우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과정이나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과정 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키오스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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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관련하여 시니어가 겪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화면에 제시된 

제품 이미지들이 모두 비슷해 이해도가 떨어지고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다는 점(황성원·김현석, 2019), 세트 메뉴를 선택해도 매번 사이드 

메뉴와 음료 주문 단계를 거치게 해놓아서 선택 단계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메뉴 카테고리가 왼쪽 사이드에 너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메뉴를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었다. 또한 폰트가 작고 색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논문은 인터랙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독성(leg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 서체, 글자 크기, 색상 대비 등과 관련한 아주 

정교한 인터페이스 개선은 고려하지 않았다.  

  자신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터랙션 

방식인데 반해(김진우, 2012), 예비조사와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잡한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인해 시니어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사용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발견한 다양한 문제점을 토대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를 개선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이 시니어의 인지된 

용이성을 실제로 높이는지, 나아가 사용 의도를 높이는 영향도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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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 원칙 

 

실험에 사용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에 앞서 예비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네 가지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였다. 해당 원칙들을 

상위 개념으로 두고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디자인 전략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시스템 사용 의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서 디자인 요소의 영향을 이론적 배경 위에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밝혀 둔다. 

  첫번째 디자인 원칙은 단순성(simplicity)의 원칙이다. 단순성은 

기능 요소(functional elements)들의 단순한 구성이나 레이아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필수 기능들을 가능한 축소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Trier & Richter, 2013). 최대 단순성의 원칙(parsimony, i.e. 

ontological simplicity)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알기 쉬운 

것들은 덜어내고 의미 있는 것을 더 하는 작업이다(Antona & 

Stephanidis, 2016). 이처럼 지식수준이나 이전 경험, 숙련도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쉽고 직관적인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은 시니어 사용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령 

사용자는 화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Kurniawan, 2008) 복잡성(complexity)을 줄여 

단순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Antona & 

Stephanid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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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친숙성(familiarity), 의미성(meaningfulness)의 

원칙이다. Jakob Nielson에 따르면 친숙성 원칙은 사용자가 실생활 혹은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은 이전의 경험을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지와 관련이 있다.9 이는 사용자의 실제 환경과 

익숙한 단어, 문구, 개념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의미성의 원칙은 이처럼 시스템 요소들이 

친숙하고 논리적이며 직관적으로 제시되어서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시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젊은 세대에 비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에 대한 이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친숙성, 의미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피드백(feedback) 원칙이다. 적절한 피드백은 

사용자에게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Shneiderman & Plaisant, 2004). 특히 

시니어는 기술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약한 편이므로 본인이 

실행한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음성, 

촉각(tactile), 언어(verbal) 및 이들의 조합을 활용한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하므로,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촉각과 언어의 조합처럼 여러 

요소를 결합한 피드백을 고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사용자에 

비해 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시니어의 특성을 

                                           
9 Anna Kaley (2018, 7, 1). Match Between the System and the Real World: The 

2nd Usability Heuristic Explained. URL: 

https://www.nngroup.com/articles/match-system-real-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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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Zajicek, 2001) 간결하지만 명확한 피드백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번째는 오류 회복(error recovery)의 원칙이다.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도 오류 회복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기술 사용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니어를 위해서는 더욱 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발생한 오류를 즉시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진행 중인 작업을 쉽게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옵션도 자유롭게 실행해볼 수 있게 돕는다(Kascak, 

Rébola, & Sanfor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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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의 채택이 시니어의 초기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시스템이 인지된 용이성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 이를 매개로 최종 

종속변인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한편, 인지된 유용성은 시스템 이용에 소요되는 노력(cost)과 

작업 성과(performance)로 구성된다(Davis, 1993). 따라서 시스템 

이용에 들여야 하는 노력이 적을수록, 즉 용이성이 높을수록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 기술수용모델 개념에 따라 인지된 용이성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검증한다.  

  구체적인 가설 설정에 앞서 과거 기술수용모델은 직무 성과의 

향상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 사용되는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해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기대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인지된 용이성은 

‘시스템을 무리한 노력 없이 이용할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설정한 총 6개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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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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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6.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매개로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5. 연구방법 

 
예비조사에서 맥락적 연구를 통해 시니어 사용자를 분석했다면, 

실험 과정에서는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5.1. 실험 

 

5.1.1. 실험 대상 

 

실험에는 스마트폰 사용 경험 3년 이상이지만, 평소에 모바일 

O2O 서비스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만 55세 이상 40명이 

참여하였다. 시력, 인지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모빌리티 앱 

혹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이미 능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복지관 내 강의실과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실험 참여자와 동일한 조건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택시 호출 앱과 키오스크에 대한 사용 의도만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인인 사용 의도에 대한 베이스라인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구글 폼 양식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연구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구글 폼 설문 양식을 전송하였다. 이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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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 방식을 사용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실험 집단 설문과 달리 

설문 집단에는 평소 택시 호출 앱 사용 능숙도, 키오스크 사용 능숙도에 

대한 질문을 넣어 이미 두 시스템을 눙숙하게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59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5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5.1.2. 실험 설계 

 

실험 조건은 두 가지로 1)기존 시스템 사용, 2)인터랙션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으로 나뉜다. 각 조건 하에서 택시를 

호출해보는 실험과 패스트푸드 주문해보기 실험 두 가지를 수행하였다.  

  기존 시스템 사용 조건에서는 택시 호출 실험의 경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T 앱(2019년 기준 가입자 2300만 명으로 

업계 1위)을 활용하였고 실험은 연구자의 스마트폰으로 진행했다.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의 경우 서초구립 중앙노인복지관에 비치된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하였다. 교육용 키오스크는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한 

크기로 맥도날드 주문 시스템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와의 유사성이 담보되었다.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조건에서는 택시 호출 실험의 경우, 

연구자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작한 프로토타입 앱을 

이용하게 하였다.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의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해 

연구자가 맥도날드 주문 시스템과 유사하게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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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하였다. 프로토타입은 ‘JUSTINMIND’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했다.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 외에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한 여러 튜토리얼과 영상 자료10들을 참고하여 앞서 기술한 

디자인 원칙 및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프로토타입 제작 시 

반영하였다. 단, 택시 호출과 패스트푸드 주문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세부 디자인은 다르게 구현하였다. 상위 디자인 원칙과 개념은 앞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친숙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외래어, 아이콘 

사용을 지양하고 시니어에게 친숙한 서술 언어(descriptive language)를 

사용하였다. 특히 키오스크의 경우 패스트푸드 특성 상 메뉴명은 수정할 

수 없었지만 ‘테이크아웃’, ‘터치’와 같이 사용 과정에서 쓰이는 

외래어는 수정하였다. 

  두 번째로 시스템 진행상황을 가시성이 높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시스템 진행상황 표시 바(system status bar)는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시선이 잘 닿지 않고, 텍스트가 아닌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시니어는 현재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택시 호출 앱과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진행상황 표시 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제작 시에 눈에 잘 띄는 화면 중앙에 배치하였고 

                                           
10 Nielson Norman Group. Usability Heuristic 5: Error Prevention. URL: 

https://www.nngroup.com/videos/usability-heuristic-error-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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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사용을 지양하였다. 특히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의 경우에는 메뉴 

카테고리가 상태표시 바 역할을 하였다. 

 

 

 

그림 4. 택시 호출 실험에 사용한 프로토타입 화면 

 

 

 세 번째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력란을 제한하거나 

편리한 기본값(good defaults)를 제시하였다. 입력란 제한 방식은 

항공권 예매 시 이용자가 돌아오는 날짜부터 선택하려고 할 경우, 출발 

날짜부터 먼저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위젯(widget) 기능을 참고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도착지 란에 출발지를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고 나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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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택시 호출 프로토타입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는 단계를 나눠서 

구성하였다. 패스트푸드 주문 프로토타입 제작 시에는 선택사항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값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편리성을 

높이고 오류를 방지했다. 예를 들어, 현재 맥도날드 키오스크에서는 

세트 메뉴를 주문할 때 매번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선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제시해주고, 변경을 원하는 사람만 새로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림 5.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 사용한 프로토타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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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가시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리뷰 페이지 또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니어의 경우 전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 해 

눈에 보이는 변화만 믿고, 자신이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위치가 변화할 

때 이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김미영·김현정, 2006). 

따라서 택시 호출 프로토타입에서는 선택된 옵션의 경우 배경색에 

변화를 주어 본인이 명령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푸드 주문 프로토타입은 이용자가 택한 

메뉴가 마치 장바구니에 담기듯 주문내역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으며 주문 내역을 화면 오른쪽에 배치해 화면 하단에 있을 

때보다 눈에 잘 뜨이도록 했다. 두 프로토타입 모두 결제 직전 마지막 

화면에 본인이 선택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최종 

리뷰 페이지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쉽게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키오스크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작게 제시되어 있어 

찾기 어려운 반면, 프로토타입에서는 메뉴 선택을 즉각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두 프로토타입 모두 매 단계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명확히 제시해 이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택시 

호출 프로토타입의 경우 ‘뒤로 돌아가기’라는 서술어로 표현하여 

인지하기가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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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요소와 관련해 레이아웃(layout)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한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패스트푸드 

주문 프로토타입의 경우 메뉴의 양 자체가 많아 쉽지 않았다. 색상과 

폰트는 기존 시스템과 유사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패스트푸드 

주문 프로토타입의 경우 맥도날드 주문 시스템의 색상 코드(RGB)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 프로토타입 간에 

인터랙션 디자인 방식 외에 다른 요소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5.1.3. 실험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두 가지 실험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기존 시스템 사용 조건에 20명,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조건에 20명이 참여하였다. 유사한 시스템을 한 실험자가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실험 참여자가 기존 

시스템 사용, 혹은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중 하나의 

조건만 경험하는 피험자간 설계(between-subject)로 진행하였다. 각 

조건 내에서는 택시 호출하기와 패스트푸드 주문 과업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두 가지 과업은 과업의 목적 및 성격과 이용하는 

시스템(모바일 O2O, 키오스크)이 다르므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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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실험은 사전설문, 과업 수행, 인터뷰 3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간단한 사전 설문을 통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후,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해보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참여자가 과업 수행 단계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를 빈번히 

발견하였다. 따라서 실험 전에 스마트폰 이용의 능숙도를 보는 것이 

아님을 안내하고, 전반적인 실험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실생활과 

비슷한 환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며, 

참여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앱 사용 중 

연구자에게 질문을 해도 답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었다.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은 카카오T를 이용해 차량 호출 단계까지 

진행한 후, 호출을 취소하였다.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집단은 실제로 

차량이 호출되지는 않지만 참여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택시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차된 차량 번호 안내와 함께 차량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띄워주며 사용을 종료하였다. 택시 호출 실험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두 조건 모두 동일한데, 1)출발지 변경 및 도착지 설정, 2)택시 

종류 설정(일반 중형 택시, 모범 택시, 대형 택시 중 모범 택시 선택), 

3)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변경해보기, 4)최종 호출 직전 택시 종류 

수정하기(모범 택시에서 일반 중형 택시로 변경)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체 플로우에서 참여자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바를 큰소리로 말하도록 하는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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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ud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용성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었다가 앱 사용이 종료된 후 인터뷰에서 질문하였다.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에서 오류 회복 전략을 파악하지 못 하여 

동일한 구간을 5분 이상 반복하며 힘들어하거나 출발지, 도착지 설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참여자의 경우 앱 사용은 

종료하고 바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존 시스템 사용집단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중도에 종료한 참여자는 11명이었다. 

  실험 후에는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가급적 쉬운 용어로 

풀어서 작성하였으나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 하거나 설문지가 아닌 

구두로 질문하기를 원하는 참여자의 경우, 연구자가 문항을 직접 

읽어주며 설문하는 일대일 설문 방식을 택하였다. 이어서 바로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을 진행했다.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도 택시 호출 실험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교육용 키오스크와 프로토타입 시스템 모두 실제 메뉴가 

주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를 투입해 결제를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마지막 단계에서 종료하였다.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두 조건 모두 동일했다. 1)햄버거 세트 메뉴 주문 및 사이드 

메뉴 변경(불고기 치즈버거 세트를 주문하면서 사이드 메뉴인 

감자튀김을 모짜렐라 치즈스틱으로 변경), 2)햄버거 단품 주문(맥치킨 

버거 단품 주문), 3)이전 단계로 돌아가 메뉴 변경(디저트 카테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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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주문한 후 취소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변경)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과제를 완료하면 신용카드 투입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종료하였으나 택시 호출 실험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 중 같은 구간에서 오류를 반복하다가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는 참여자가 5명 있었다. 택시 호출 실험에 비해 중도 

포기한 참여자의 수는 적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 사용자 중에서는 

메뉴 주문을 잘못하고도 최종 결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스템 사용이 완료되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인터뷰를 통해 실험 과정에서 느낀 점과 평소 기술에 대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였다. 

 

5.2. 측정 

 

5.2.1. 설문조사 

 

 실험 전 설문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최종 

학력을 물었다. 택시 호출 앱 사용 실험과 키오스크 사용 실험 각각에 

대해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인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데이비스(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문항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기술수용모델은 직무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각각 4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사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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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테일러와 토드(Taylor & Todd, 1995)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해 

3개 항목을 만들어 활용했다.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묻지 

않고 사용 의도만을 질문한 설문집단에 대해서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사용 의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5.2.2. 인터뷰 

 

 실험 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본 질문은 

‘방금 전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평소 기술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점(혹은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질문을 추가해 나갔다. 특히,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개별 참여자가 

어려워하거나 독특한 행동을 보였던 지점에 대해 ‘왜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는지’ 등으로 질문을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를 판정하거나 개인적인 코멘트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기본 시스템 사용집단에게는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간단히 사용해보게 한 후 이렇게 개선된 

시스템이 시중에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실험에서 사용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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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얻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성적 데이터로 이를 보완 및 

해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을 하지 않고 설문만 진행한 집단과 

실험에 참여한 집단 간의 응답을 비교해 사용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및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실험과 설문에 각각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 22명(55.0%), 여자 

18명(4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2.72세(SD=6.99), 최소 연령은 

55세, 최대 연령은 85세였다. 특히,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20명(50.0%)으로 참여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6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9명(22.5%), 

대학원 졸업 4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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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2 55.0 

여자 18 45.0 

연령 
(M=72.72,  

SD=6.99) 

55세 이상 65세 미만 5 12.5 

65세 이상 75세 미만 20 50.0 

75세 이상 85세 미만 11 27.5 

85세 이상 4 1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2.5 

고등학교 졸업 9 22.5 

대학교 졸업 26 65.0 

대학원 졸업 4 10.0 

주. n=40. 

 

설문만 진행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자가 

33명(64.7%)으로, 남자 18명(35.3%)에 비해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1.7세(SD=5.0)로 실험 참여자의 평균 연령 72.72세(SD=6.99)보다 

낮았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10명(19.6%), 대학원 졸업 13명(2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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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8 35.3 

여자 33 64.7 

연령 
(M=61.7,  

SD=5.0) 

55세 이상 65세 미만 39 76.5 

65세 이상 75세 미만 11 21.5 

75세 이상 85세 미만 1 2.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0 19.6 

대학교 졸업 28 54.9 

대학원 졸업 13 25.5 

주. n=51.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인으로 활용하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모두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삭제하는 문항 없이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또한 <표 4>에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택시 호출 실험에서 측정된 인지된 유용성의 경우 모든 변인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최솟값 통계량이 5, 최댓값 통계량이 

7로서 실험 조건에 따라 사용한 시스템과 무관하게 모두 유용성에 대해 

5점 이상으로 높게 응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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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만 진행한 집단의 경우 택시 호출 앱 사용 의도 평균이 

4.41(SD=2.02), 키오스크 사용 의도 평균이 4.00(SD=1.78)로 실험 

집단의 택시 호출 앱 사용 의도 평균 6.25(SD=0.87), 키오스크 사용 

의도 평균 5.75(SD=1.45)에 비해 모두 낮았다.  

 

표 4.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구분 
변인 

(문항 수) 
Min Max M(SD) 

Cronbach’s 

alpha 

실험 택시호출 앱 인지된 

용이성(4) 

1.00 7.00 4.84(1.98) .965 

인지된 

유용성(4) 

5.00 7.00 6.50(0.62) .843 

사용 

의도(3) 

3.00 7.00 6.25(0.87) .839 

키오스크 인지된 

용이성(4) 

1.25 7.00 5.26(1.64) .983 

인지된 

유용성(4) 

2.00 7.00 6.04(1.32) .951 

사용 

의도(3) 

1.33 7.00 5.75(1.45) .933 

설문 택시호출 앱 사용 

의도(3) 

1.00 7.00 4.41(2.02) .952 

키오스크 사용 

의도(3) 

1.00 7.00 4.00(1.78)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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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험집단과 설문집단의 사용 의도 비교 

 

먼저, 실험 집단(n=40)과 실험을 하지 않은 설문 집단(n=51) 

간의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설문 

집단은 무작위 배정된 것이 아니며, 실험 참여 자체가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탐색적이고 부가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은 

설문 집단과 기존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 집단,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실험 집단 간에 택시 호출 앱과 키오스크에 사용 

의도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표 5. 시스템 이용 경험에 따른 사용 의도 

 택시호출앱 평균 (SD) 키오스크 평균 (SD) 

설문 집단 4.41 (2.02) 4.00 (1.78) 

기존 시스템 사용 5.95 (1.05) 5.10 (1.60) 

프로토타입 사용 6.55 (0.52) 6.38 (0.93) 

주. N = 91. 

 

택시 호출 앱 사용 의도는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 6.55, SD = 0.52),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이 

설문만 한 집단에 비해 사용의도 평균이 1.54 높게 나타났다. 키오스크 

사용 의도 또한 프로토타입 사용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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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SD = 0.93),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이 설문만 한 집단에 비해 

사용의도 평균이 1.1 높게 나타났다. 즉,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지, 유용하다고 느끼는 지와 관계없이 실험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우 시스템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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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택시 호출 실험 결과 

 

 가설 검증 이전에 주요 변수인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사용 

의도 및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간 각각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택시 호출 실험에서의 변인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1. 디자인 개선 -      

2. 성별 -.101 -     

3. 연령 -.040 -.364*   -    

4. 교육수준 -.119  .172   .047 -   

5. 인지된 용이성    .740*** -.237   .027 -.007 -  

6. 인지된 유용성    .553*** -.062 -.126  .049  .445** - 

7. 사용 의도   .348* -.010 -.179  .127  .427**   .686*** 

주. n=40.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가설 1부터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사용을 0,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을 1로 더미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된 용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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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5.95, p < .001), 인지된 

유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8.28, p < .05)과 사용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12.88, p < .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택시 호출 실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B SE B SE B SE 

디자인 개선 2.89*** 0.43 0.60* 0.25 -0.47 0.32 

인지된 용이성   0.02 0.06 0.14 0.08 

인지된 유용성     0.98*** 0.20 

주. n=40. 
*p < .05,  ** p < .01,  *** p < .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장 복잡한 모형의 VIF 값이 2.59 

미만이었다.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유용성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5) 가설 2 또한 채택되었다.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p = .70)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가설 4는 채택되었지만,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p 

= .07)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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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택시 호출 실험에서의 변인 간 영향력 정리 

 

  또한 가설 6과 관련하여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매개로 택시 호출 앱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5,000번의 재표본추출(re-

sampling) 작업을 거쳐 백분위수 방법(percentile method)으로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표 8. 택시 호출 실험에서의 매개효과 

구분 B SE 
95% 신뢰구간 

LL UL 

디자인 개선→ 용이성→ 유용성→ 

사용 의도 

0.07 0.22 -0.45 0.45 

디자인 개선→ 유용성→ 사용 의도  0.59 0.29  0.12 1.28 

디자인 개선→ 용이성→ 사용 의도  0.41 0.37 -0.22 1.19 

주. LL = 하한계; UL = 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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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과 사용의도 간에 인지된 유

용성을 통한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59, CI 

[0.12, 1.28]). 그러나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통한 이중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I [-0.45, 0.45]) 가설 6은 기

각되었으며, 인지된 용이성을 통한 단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I [-0.22, 1.19]). 즉,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

지된 용이성이 아닌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서만 택시 호출 앱 사용 의도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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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결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 대해서도 측정 변수 및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간 각각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의 변인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1. 디자인 개선 -      

2. 성별 -.101 -     

3. 연령 -.040 -.364* -    

4. 학력 -.119  .172   .047 -   

5. 인지된 용이성   .745*** -.081 -.164 -.171 -  

6. 인지된 유용성  .464**  .075 -.238 -.014  .557*** - 

7. 사용 의도  .454**  .123 -.289 -.002 .506**  .786*** 

주. n=40. 
*p < .05,  ** p < .01,  *** p < .001.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도 택시 호출 실험과 마찬가지로 가설 

1부터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사용을 0,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을 1로 더미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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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용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7.451, p < .001), 인지된 유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8.52, p < .05)과 사용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34.89, p < .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B SE B SE B SE 

디자인 개선 2.41*** 0.35 0.29 0.53 0.27 0.44 

인지된 용이성   0.38* 0.16 0.03 0.14 

인지된 유용성     0.79*** 0.13 

주. n=40. 
*p < .05,  ** p < .01,  *** p < .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장 복잡한 모형의 VIF 값이 2.59 

미만이었다.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지된 유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p = .59)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5)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가설 4는 채택되었지만,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p 

= .84)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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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의 변인 간 영향력 정리 

 

다음으로 가설 6과 관련하여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매개로 키오스크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5,000번의 재표본추출(re-

sampling) 작업을 거쳐 백분위수 방법(percentile method)으로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고,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의 매개효과 

구분 B SE 
95% 신뢰구간 

LL UL 

디자인 개선→ 용이성→ 유용성→ 

사용 의도 

0.73 0.36 0.01 1.45 

디자인 개선→ 유용성→ 사용 의도 0.23 0.44 -0.58 1.20 

디자인 개선→ 용이성→ 사용 의도 0.07 0.61 -0.87 1.44 

주. LL = 하한계; UL = 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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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과 사용의도 간에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통한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0.73, CI [0.01, 1.45])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지된 

유용성을 통한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CI [-

0.58, 1.20]), 인지된 용이성을 통한 단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CI [-0.87, 1.44]). 즉,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이중 매개를 통해서만 키오스크 사용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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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터뷰 내용 분석 

 

인터뷰 내용은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11  주제분석에서 

정의하는 코딩(coding)이란 질적 연구에서 얻은 텍스트 세그먼트(text 

segments)를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따라 라벨링(labeling)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개방형 코딩 작업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적절한 코드로 

분류한 후 주제를 도출했다. 특히 두 실험 조건 중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은 실험 종료 후 개선된 프로토타입도 추가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들 참여자에게서 풍성한 인터뷰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표 12.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제 

주제 하위 주제 

1. 키오스크에 대한 인식 1.1.  대기시간 절약과 일관된 서비스 경험 

1.2. 오류에 대한 두려움과 피드백에 대한  

아쉬움 

2. 사회적 영향 2.1   기술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불가피성 

2.2.  주변 사람들에 의한 동기부여 및 감정적 

측면 

3. 프로토타입에 대한 태도 3.1. 기존 시스템 대비 프로토타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 

                                           
11 Maria Rosala (2019, 9, 29). How to Analyze Qualitative Data from UX 

Research: Thematic Analysis. URL:  

https://www.nngroup.com/articles/themati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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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키오스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각각 

도출되었는데 이는 ‘기계’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었고, 

실험 조건 혹은 개인적 혁신성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의견을 

밝힌 참여자는 대부분 대기시간의 절약, 일관된 서비스 경험을 장점으로 

꼽았다. 

 

“매장에서 주문할 때 줄이 길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키오스크는 한 곳에 여러 대가 있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할 

것 같다.” (P19, 조건1)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점원을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노인들은 잘 몰라서 질문할 때도 많은데, 바쁠 

때 물어보면 불친절하다. 종업원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에 따라 

기계로 소통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P30, 조건2)  

 

키오스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참여자는 예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오류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 달리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사람에게는 인간미가 있다, 

메뉴 추천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을 표한 참여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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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한테는 내 건강 상태에 맞는 메뉴를 추천받을 수 없지 않나? 

시니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추천이 꼭 

필요한데, 기계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볼 수도 없다.” 

(P21, 조건2) 

 

“주문이 잘못된 채로 결제까지 되어버릴까봐 두렵고, 기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취소를 제대로 못 하면 엉킬 것 같다. 

잘못 시켰을 때 사람한테는 바로 취소해 달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기계는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바꿔야 하니까 불편하다.” 

(P11, 조건 1) 

 

그러나 부정적 의견을 표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메뉴 주문을 

잘못 했을 때 바로 취소할 수 있고, 피드백만 잘 제공된다면 키오스크가 

사람보다 더 주문하기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점점 무인화, 기계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기술 사용은 더 이상 불가피한 일이라는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택시 호출 실험보다 키오스크 실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의견을 압도적으로 많이 피력하였다. 택시 호출 앱은 일반적인 

어플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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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으로 생각하여 거부감이 덜한 반면에 키오스크의 경우, 최근 무인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키오스크에 대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시대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한 참여자가 많았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니까 기계에 적응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지 않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P25, 조건2) 

 

“기계를 사용하면 비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면에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P17, 조건1) 

 

“요즘 은행에 가보면 늙은 사람들 밖에 없다. 할머니들이 

대기표를 50번, 100번까지 받고서도 하염없이 앉아있다. 은행 문 

닫는 시간까지 대기만 하다가 일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가거나 

청원경찰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도 앱 같은 걸 잘 쓸 줄 

알면 좋을텐데, 노인들에게는 서글픈 세상이다.”(P26, 조건2) 

 또한 주위 사람들이 모바일 O2O와 같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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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모습에 동기 부여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나 자녀들이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쇼핑하는 

모습이나 키오스크로 영화 예매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쓰고 싶다’, 

‘부럽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도 이어졌는데,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정이 시니어의 기술수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상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계를 잘 쓸 수 있게 되면, 터미널에 가서도 영화관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 

(P35, 조건2) 

 

세 번째로 기존 시스템 대비 개선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카카오T로 실험을 

진행한 참여자의 경우, 예비조사에서 파악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발지를 어디에 입력해야 할 지 모르겠다', ‘자판이 안 나와서 

입력하는 란이라는 걸 몰랐다’,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자동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부감이 있었다. 특히 모든 실험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카카오T 어플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한 참여자 일부는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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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고 약관 동의하는 단계에서 거부감을 표하며 가입을 

포기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에게는 길고 복잡한 약관에 대한 거부감이 

앱 사용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초기 진입 장벽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개선된 택시 호출 프로토타입 앱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뒤로 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서 편리하다거나 

‘무엇을 눌러야 할 지 설명해줘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택시 호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질문 형식으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유도(prompt)하고, 버튼을 통해 입력 방식의 직관성을 높인 

디자인 설계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제 직전에 참여자가 최종 

피드백 화면에서 각 단계에 대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참여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단계와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시스템 상태 바(system status 

bar)는 화면 중앙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 하였다. 

연구자가 언급한 후에야 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자체는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시스템 상태 바의 경우 단순히 배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가시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각적, 시각적 효과가 결합된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방식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키오스크를 통해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을 수행해 본 참여자들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화면에서 어느 

곳을 터치해야 시스템이 시작하는지 몰라 처음부터 당황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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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특히, 사용 과정에서 주문 내역이 화면 하단에 있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선택한 제품들이 잘 주문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맥도날드 키오스크 시스템은 결제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주문한 메뉴가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화면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제품이 메뉴에 추가되는 움직임을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시스템이 사용자의 명령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피드백 디자인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 메뉴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변경할 때, 취소 버튼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X 표시를 누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주문 내역이 화면 

오른쪽에 있어 확인하기 쉽고, 삭제 버튼이 직관적이어서 좋았다고 답한 

참여자가 많았다. ‘카테고리 별로 메뉴가 묶여 있는 것이 처음이라 

생소하지만 한 번만 써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사용하기 쉽다’는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에서 

사용된 프로토타입은 연구자의 개선하고자 했던 요소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평소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앱을 

물어본 결과 카카오톡, 음악 듣기, 유튜브, 검색 서비스 등이라고 답했다. 

음식을 배달해보거나 택시를 호출하는 등의 모바일 O2O 서비스를 

사용해 본 참여자는 없었으며, 고속버스 예매 앱을 사용해 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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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 시간에 배웠지만 방법을 잊어버려 그 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자체를 직관적이고 쉽게 만들어 사용법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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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임금 상승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키오스크와 모바일 O2O가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 속도와 확장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 이제는 사용하면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일상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분류되는 시니어 

세대는 80년대 후반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직장에서 PC와 인터넷에 

적응해야 했고, 2000년대는 스마트폰, 최근에는 쇼핑, 금융, 교통을 

비롯한 음식 주문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무인화 기기와 모바일 

O2O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니어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술 개발 및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사용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니어 세대는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상당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들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용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예비조사를 통해 시니어는 개인적 혁신성, 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무관하게 기술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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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을 더욱 쉽다고 여기도록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 의도가 증가할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비대면(non-face to face) 서비스가 사람 

간에(interpersonal) 이루어지던 면대면(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좌우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즉,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의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 개선이 시니어의 비대면 서비스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과 사용 의도 

간에 인지된 용이성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의 개선이 인지된 용이성을 실제로 증가시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4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기존 시스템 사용과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가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두 가지였으며, 각 

조건에 배정된 참여자는 택시 호출하기와 패스트푸드 주문하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 설문을 통해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에 관해 측정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층의 사용 의도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미 모바일 O2O와 키오스크 사용 경험이 많은 

시니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 시 심미성을 강조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작업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설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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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의 응답을 시스템 사용 의도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하였다.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시 호출 실험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모두에서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이 시니어의 사용 의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인지된 

용이성 또한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예비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스템 디자인 개선 전략이 시니어가 겪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느냐에 따라 

이들도 충분히 실 사용자 층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실험에서 모두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 인지된 용이성을 

증가시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인지된 용이성이 사용 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은 인지된 용이성이 아닌 인지된 

유용성이었다. 기존 기술수용모델의 가정에는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시니어의 경우 인지된 용이성이 유용성보다 사용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내용(조주은, 2010)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키오스크 실험과 달리 택시 호출 실험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이는 택시 호출 앱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별개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존 시스템 사용 집단이든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 집단이든 관계없이 대다수의 참여자가 택시 호출 실험에서 유용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택시 호출 앱에 대해 자신이 필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 줄 것이라 믿음이 워낙 크고,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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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쉬운지 여부에는 사용 의도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택시 호출 앱에 비해 인지된 유용성 

평균이 다소 낮고, 응답자 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소 기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유용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니어는 이들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압력(social influence)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해 결국 중도에 포기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설문 과정에서 유용성과 사용 의도 문항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는 사회적 영향을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개인이 주위 

사람들이 특정 시스템에 대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지하면 그 

자신도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시니어의 경우 본인이 기술을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고 개인적 호감이 낮더라도 불가피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에 내몰린다는 느낌을 받고 이것이 높은 

사용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기술이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보다 유용하다고 느끼는 지가 시니어의 초기 사용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사회적 압력, 불가피성, 감정 등도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81 

  아울러 택시 호출 실험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간에 나타난 

검증 결과의 차이를 통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택시 

호출 앱 디자인 개선이 인지된 유용성을 증가시킨 반면, 키오스크 

시스템 디자인 개선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업 완수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택시 호출 앱 실험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한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율이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참여자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지고 시스템 디자인 개선이 

인지된 유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과업을 완수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설문에만 참여한 집단이 실험 참여자에 비해 시스템 사용 

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 과도 관련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보편적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이용자가 과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용이성이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수용모델의 

경험적 대상이 아니었던 시니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영역의 초기 기술 수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적, 감정적 요인들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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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 함의로는 심각한 기술 소외 문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합한 인터랙션 디자인을 

고민하였다는 점이다. 모바일 O2O와 키오스크 시스템의 인터랙션 

디자인 개선이 시니어의 인지된 용이성과 사용 의도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비 사용자 층으로 여겨졌던 시니어 세대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적 디자인 전략의 채택을 통해 실 사용자 

층으로 편입시킬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를 배려한 기술,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니어는 

기술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기효능감, 다른 영역에 대한 

자신감 또한 함께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젊은 세대는 기술에 

친숙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기술 사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지만, 시니어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술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자책하면서 ‘서글프다’, 

‘두렵다’, ‘무섭다’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숙고해볼 

만한 지점으로 시니어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연구가 단순 기술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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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 연구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던 서비스 영역이 무인화, 기계화 

되어 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가 시니어의 사용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니어의 초기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시스템 사용과 개선된 

프로토타입 사용으로 나누어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각 조건에 

배정된 참여자는 택시 호출하기와 패스트푸드 주문하기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택시 호출 실험과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모두에서 시스템 디자인 요소의 개선이 시니어의 인지된 용이성과 사용 

의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디자인 요소 

개선은 택시 호출 앱의 경우에만 인지된 유용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두 실험 모두에서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서는 키오스크 실험의 경우에만 

용이성이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용이성은 두 실험 모두에서 시스템과 사용 의도 간에 

단순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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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인지된 유용성을 거쳐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니어의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도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시스템 사용 

의도와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가 기술 사용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적 변화들과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기술 사용과 

관련한 개인적 혁신성에 따른 차이를 밝히지 못 했다. 실험 전 설문에 

개인 혁신성에 대한 문항들(‘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나는 새로운 최신 기술 사용법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사용하려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 참여자의 실험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대기자가 계속 발생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했다. 

따라서 추후 통계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만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니어는 실험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실험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량적 데이터를 얻고자 하더라도 질적 연구에 상응하는 긴 시간을 

안배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험 대상자가 소수의 고학력 집단이며 구립 복지관에서 

또래집단과 활발히 교류하는 사회적인 시니어 집단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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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기술에 관심도 있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사용해본 경험이 적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거나 관심이 없을 경우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실험 과정에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실제 

상황에서 시니어가 겪는 감정적 요인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시니어는 

실생활에서 본인의 미숙한 키오스크 사용으로 대기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난처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한 명의 참여자만이 키오스크를 

사용해보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요인으로 인한 실제적 

영향은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프로토타입과 기존 시스템을 비교하는 실험의 경우, 

프로토타입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험 설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자 스스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지각된 통제 가능성(perceived 

controllability)(Ajzen, 2002)이 이 사용 의도와 실제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 

인터뷰에서 본인이 택시 호출 앱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자녀들이 도와줄 때 외에는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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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통제 가능성은 흥미로운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용 의도만을 

검증하였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시니어가 겪는 문제점에 주목했지만 대표적인 기술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시각 

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 자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이들에게는 인터페이스 개선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매장 내 상주 인원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세대를 초월한 디자인(transgenerational design)을 넘어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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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프로토타입 시안 및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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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1. 사전설문 

 

[U1 – U3] 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간략한 질문입니다.  

[U1] 성별을 표시해주세요.   1) 남     2) 여    3) 답하고 싶지 않음 

[U2] 연령을 적어주세요. 만 (      ) 세 

[U3]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표시해주세요.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  6)해당 없음 

 

 

[A1 – A3] 다음은 귀하의 평소 기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A1]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A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사용하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A3] 나는 새로운 최신 장비 사용법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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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호출 실험 

 

<인지된 용이성>  

[B1-B4] 다음은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기 쉽다고 느끼시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B1] 택시 호출 앱 사용법은 익히기 쉬웠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B2] 택시 호출 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고 느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B3]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는 과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B4]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는 데 금방 능숙해질 것 같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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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유용성> 

[C1-C4] 다음은 택시 호출 앱이 쓸모 있다고 느끼시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C1]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면 택시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C2]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면 이동이 편해질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C3] 택시 호출 앱은 내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C4] 택시 호출 앱이 쓸모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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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의도>  

[E1-E3] 다음은 택시 호출 앱의 사용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E1] 나는 앞으로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2] 나는 택시로 이동해야 할 때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3] 나는 택시 호출 앱을 자주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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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트푸드 주문 실험 

 

<인지된 용이성>  

[F1-F4] 다음은 실험에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해 보는 과정이 쉽다고 

느끼셨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F1] 패스트푸드 주문 방법은 익히기 쉬웠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F2] 시스템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고 느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F3] 셀프 주문 시스템으로 주문하는 과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F4] 셀프 주문 시스템을 금방 능숙하게 이용하게 될 것 같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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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유용성> 

[G1-G4] 다음은 셀프 주문 시스템을 이용해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느끼시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G1] 사람한테 주문 하는 대신 셀프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G2] 셀프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문 과정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G3] 셀프 주문시스템은 내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G4] 셀프 주문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이 쓸모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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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의도>  

[I1-I3] 다음은 향후 셀프 주문 시스템의 사용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에 표시해 주십시오.  

 

 

[I1] 나는 앞으로 셀프 주문 시스템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I2] 나는 영화관, 터미널 등에서 셀프 주문 시스템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I3] 나는 셀프 주문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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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System Design Improvements on 

Seniors’ Intention to Use  

Non-face-to-face Services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Yuna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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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how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s 

increasingly being replaced by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computer systems due to the fast adoption of non-face-to-face 

service technologies in various areas of our daily liv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seniors, a class often marginalized b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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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truggling to adjust to this change,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whether improving interaction design features based on 

senior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effect on seniors' intention to 

use non-face-to-fac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which assumes that system 

characteristic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long with belief variables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as used as a theoretical basis. The experiments were 

divided into two conditions: the use of existing systems and the use 

of prototypes with improved interaction design elements. Participants 

assigned to each condition performed a taxi hailing experiment and a 

fast food ordering experiment. Experimenting with 40 adults aged 55 

and older who do not use mobile O2O services and kiosks showed 

that improving system design elements in both taxi hailing and fast 

food ordering experim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use. Betwee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in 

both experiments. Apart from the experiment, a survey asking people’

s intention to use a taxi hailing app and kiosks generated 51 

responses for analysis, which confirmed that seniors who have used 

the system at least once show a higher intention to use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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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have not. Interviews with experiment participants showed 

that seniors felt strong social pressure to adapt to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expanded presence of non-face-to-

face services in our daily lives. It was confirmed that such social 

pressure, sense of inevitability and subjective emotions also affect 

seniors’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to perceived usefulness. 

Moreover, the study also found that seniors’  inability to use 

technology with ease led to decreased confidence and self-efficacy 

in other areas. Therefore, designing an inclusive system embracing 

their characteristics carries a meaning far beyond making a simple 

technological improvement. Having focused on problems seniors’ 

experience in the advent of a fast-growing non-face-to-face 

service sector, this study presents a good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focusing on other groups also marginalized by technology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Keywords : Senior, Mobile O2O, Kiosk, Interaction Desig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tudent Number : 2013-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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