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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환경과 보건,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개입전략(behavioral intervention)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는 

2000년대부터 넛지 전략과 설득적 기술 및 디자인(Persuasive Technology & 

Design), 게이미피케이션 등의 타 분야에서 연구해 온 행동개입전략을 

서비스 디자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이하 UX 디자인)에 활발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조건에 변화를 준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제로 유 공유컵(0U Cup)을 통해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외부 조건만의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의 한계점에서 

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행동 실천을 위해서 

행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부 요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토대로 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UX 디자인 과정에서 행동개입전략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매트릭스는 내외부 동기부여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행동 몰입의 

단계별 디자인 목적과 디자인 원칙을 제안해 준다.  

연구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 고찰과 사례 분석을 채택하였다. 1 장에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장에서 

행동 구성 요소의 관계를 통해 행동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Skinner 의 

ABC 모형과 Neisser 의 PCM 행동 모형을 토대로 지속적 행동 실천을 위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능력과 외부 과제의 균형적 관계를 토대로 한 Csikszentmihalyi 의 몰입 

이론을 통해 사용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내외부 요소의 균형과 

성장을 보여주는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기 위하여 선행 

행동 디자인 연구를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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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적과 드레이퍼스의 성장 모형의 심리적 기능 상태별로 정의한 

디자인 원칙 및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완성하였다. 4 장에서 세 가지 사례를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지속해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부 기능을 행동개입전략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아이다스 

런타스틱’과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목표를 실천하는 ‘당근마켓’, 개인적 목표 

실천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보틀팩토리’가 사례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가 의도한 기능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지속해서 실행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매트릭스는 사용자 동기를 강화하는 몰입 

행동개입전략 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매트릭스는 행동의 몰입 조건인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성장 관계를 토대로 

지속적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였다. 사례의 행동 

단계에 적용된 각각의 몰입 행동개입전략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행동개입전략의 디자인 의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사용자 동기 

강화를 위하여 추후 몰입 행동개입전략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디자인 원칙의 수정이 매트릭스를 통해 용이해 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사례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실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매트릭스로 분석함으로써 제품이나 플랫폼에서 디자인한 

행동개입전략이 사용자의 동기와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사례 분석을 위해 추출한 세부 기능의 정의 기준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한계점으로 발견하였다. 세부 기능을 정의하는 범위와 관점이 명확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례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세부 기능을 

정의하는 기준을 사전에 제공한다면, 매트릭스의 초기 접근 용이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은 매트릭스를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도구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례 분석을 통해 매트릭스가 제안한 행동개입전략 일부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 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예로 ‘피드백 주고 참여도 높이기’나 ‘퍼실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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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 체계 및 리더보드를 

활용한 자아의 설정과 발전 전략’처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된 

행동개입전략도 매트릭스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매트릭스에서 이들 

행동개입전략은 추상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전략으로 상하위 계층 

구조(hierarchical structure)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 실제 프로젝트 전략 

설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행동 디자인, 능력, 과제, 균형과 성장,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학   번 : 2016-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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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환경과 보건,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책에 

행동개입전략 (behavioral intervention)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설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여 목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Behavioral Insights Team(BIT)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장기기증 

선택권과 같은 미시적 문제부터 성 평등과 정치 참여 등의 거시적 사회 

문제까지 풀어나가고 있는 조직으로 행동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2000 년대 

들어서 사회, 환경적 문제를 Design for Behavior Change(Cash, Hartlev & 

Durazo, 2016; Cash, Khadilkar, Jensen, Dusterdich, & Mugge, 2020; Coskun 

& Erbug, 2014; 2017), Design for Sustainable Behavior (Lilley, 2009; Bhamra 

et al., 2011; Tang & Bhamra, 2012; Lockton, 2010; Lockton, Harrison & 

Stanton, 2014; Boks, Lilley & Petterson, 2017), Design for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 (Tromp, Hekkert & Verbeek, 2011; Daae & Boks, 2017) 

라는 이름들로 디자인 관점의 행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행동 경제학의 넛지(Thaler, 2008) 전략과 설득적 기술과 디자인(Fogg, 

2002, 2009), 게이미피케이션(Schell, 2008; Zicherman & Cunningham, 2012; 

Karimi and Nickpayam, 2017)에서 연구한 행동개입전략들이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건강이나 교육, 자기 계발, 

사회 연결망 등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례(User Experience: 이하 UX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 UX 디자인은 제품이나 온·오프라인 공간의 

서비스, 플랫폼의 형태와 경험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제품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고 

제품이 주는 자극을 통해 그 가치를 판단(Desmet, 2002)한다. 또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념을 수정하기도 하고,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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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기도(Neisser, 1976) 한다. 디자인이 개인과 사회적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UX 디자이너는 제품에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개인의 일상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과 개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들이 모이게 되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UX 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편의와 더불어 사회의 선을 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된 행동개입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1.1.1 ‘디폴트 옵션’ 변화시킨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  

20 세기 후반부터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에 생각은 이전과 달리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획기적으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의 가볍고, 강하고 오래가는 

특성은 자연 세계에서는 재앙이 되었다(Susan Freinkel, 2012). 플라스틱의 

강한 내구성 때문에 땅 속에 묻히더라도 수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값싸고 가볍게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은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쉽게 버리는 마음가짐을 퍼뜨리는 데 분명히 일조”했다. 

카페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일회용 컵도 그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은 여전히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놀라운 재질이다.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플라스틱보다 

‘유기농’이거나 ‘친환경’인 재질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일상용품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체재’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행동의 문제이며, 무방비한 태도이자 이를 방관하고 

활성화하는 외부 조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바꾸는 일부터 시도해 

보고자 한 실험이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였다.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는 2018 년 8 월 나흘간 교내의 

카페에서 반납 가능한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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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카페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습관적인 소비해 온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다회용컵으로 이를 대체해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1 은 

실험 장소인 교내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실험 기간 동안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으로 제공된 다회용 공유컵을 보여준다.  

 
그림 1 일회용 컵에서 다회용 공유컵으로 ‘디폴트 옵션’ 바꿔준 실험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는 공유컵 소비 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동개입전략(behavioral intervention)을 서비스 디자인 모델에 넣어 

설계하였다. 친환경적 행동(ecological behavior) 모형인 Comprehensive 

Action Determination Model(Klöckner & Blöbaum, 2010)을 토대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와 습관, 규범에 모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에 맞춰 디폴트 옵션과 

주변인 효과(bandwagon effect)와 같은 선택 설계 이론(choice architecture 

theory)을 참고하였다(Thaler, Sunstein, & Balz, 2010).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실험 카페에서 음료 특성상 불가한 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제로 유 공유컵(0U CUP)을 제공하여 카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일회용 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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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택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선택한 이들은 

프로젝트 미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외부 조건을 디자인할 때 의도는 

넣되 사용자의 의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바꿔주는 것’ 외에 ‘친숙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 

원칙 중 하나였다(Song, Lee, & Jung, 2020). 따라서 프로젝트 참여자는 컵을 

소지하거나 세척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컵을 

반납(폐기)하기만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의 ‘친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페 직원으로서도 업무가 이전과 비교해 과중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내는 것과 같은 업무 

동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여 카페를 중심으로 총 다섯 군데에 제로 유 공유컵(0U 

CUP)을 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카페 영업 

시작 전에 매장으로 컵을 배달하고, 반납된 컵을 수거하여 세척하는 업무는 

모두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 팀이 그림 2 와 같이 담당하여 

직원은 추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제로 유 공유컵(0U CUP) 서비스 디자인 모형(Song et al., 2020) 

제로 유 공유컵(0U CUP)은 무료로 나눠주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컵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발적으로 사용 후 반납하도록 하였다. 

보증금을 부과하면 컵을 반납시키는 것이 벌금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컵을 무료로 제공해서 다회용컵을 보상처럼 느껴지게끔 

상황을 설계하였다. 또한, 컵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로서 “제로 유 

공유컵은 서울대학교 HCID Lab.과 느티나무 음대점의 자산입니다. 다 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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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을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세척, 소독하여 재사용됩니다.” 를 간략하게 그림 

3(좌)처럼 컵 표면에 삽입하였다. 참여자에게 컵 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신 

컵의 소유권에 대한 문구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인식시켜 컵의 반납률을 높이고, 세척과 소독에 대한 문구로 

참여자가 컵의 위생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림 3 제로 유 공유컵(0U CUP)과 수납함의 투표 디자인(Song et al., 2020) 

음료 테이크 아웃 시 제로 유 공유컵(0U CUP)을 다시 챙겨서 

수납함으로 반납해야 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유일하게 추가된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번거로움 대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수납함 상단에 

투표(ballot) 기능을 그림 3(우)과 같이 추가하였다. 다섯 군데의 수납함에 

각기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여러 

수납함을 모두 탐험해 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나흘간 평균 74.89%의 제로 유 공유컵(0U CUP) 반납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실험일수가 지날 수록 증가하여, 첫날의 60.34%에 비해서 마지막 

날은 80.39%를 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20%가 상승하였다. 첫날의 기록이 

가장 낮았던 이유는 음료를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갔다가 다른 날 

수납함으로 반납한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So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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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카페는 저렴한 가격과 

메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내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이다. 유입 

객이 많고 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장에 머무르는 

것과 관계 없이 모든 음료가 일회용 컵에 제공된다. 2018 년 8 월부터 바뀐 

정부 정책에도 이 카페는 고객에게 투명 플라스틱 컵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플라스틱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를 통해 짧은 기간이라도 다회용컵으로 기본 제공 

컵을 바꾸었을 때 고객들의 일회용 컵 소비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높은 반납률을 보인 것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이후 이에 대한 카페 측이나 고객의 추가적인 제로 유 

공유컵(0U CUP)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별다른 

인식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마치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처럼 사용자들의 일회용 컵 소비 행동은 이전과 같이 돌아간 것이다.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다회용컵 소비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의지나 태도 등의 내재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림 4(상단 좌)처럼 다회용컵을 

당연하게 선택하도록 기본 제공 컵의 조건을 일회용 컵에서 다회용컵으로 

바꿔줬을 뿐이다. 이처럼 외부 조건 변화로 참여자의 행동에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그 변화된 환경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사용자들이 돌아간 것은 당연하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북미권과 유럽에서 빨대 퇴출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제로 유 공유컵(0U CUP)과 유사한 시도들이 참여자들의 동선에 

동시다발적으로든 연속적으로든 발생하여 그 사람들에게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지속해서 마련해 

주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조건의 변화만으로는 행동 변화의 한계가 

있으며 행동에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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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적용하여야만 지속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제까지 고객들이 익히 경험해 왔고, 디자이너들이 시도해 왔던 많은 

행동 변화 디자인 프로젝트는 생각을 바꾸려는 캠페인에 집중하거나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처럼 단순히 외부 조건을 바꿔 주는 것으로, 

내재적 요인과 외부 조건 중 어느 한 쪽의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에 

주목해 왔다. 이는 사용자의 일시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언정 이들의 

일상에 지속적인 행동으로 자리잡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용자 동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내외부 요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제로 유 공유컵(0U CUP) 서비스 디자인 모형 상세도(So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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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 문제 정의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는 행동 내외부 조건의 통합적 

고려가 지속적 행동 실천을 위한 개입전략 디자인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0 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디자인 분야의 행동개입전략 연구를 고찰하기 위해 

지난 20 년 동안의 연구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방향성을 고찰한 논문 두 

편을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정의하였다.  

Coskun, Zimmerman, Erbug(2015)는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 디자인 

유수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70 개의 개념적 연구(conceptual 

studies)와 실험적 연구(empirical studies)를 분석하였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 중 개념적 연구는 23 개로 가이드라인, 전략과 프레임워크, 

툴킷과 리뷰 논문으로서, 이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목표 

행동과 대상, 디자인 기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의 부재, 즉 

무엇이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할 디자인 문제인지를 찾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행동 변화의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략과 

행동, 맥락, 사용자에 따라 행동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지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다른 행동개입전략보다 피드백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Boks, Lilley, Petterson(2017)은 2009 년에 이어 Design for Sustainable 

Design(이하 DfSB)에 대한 학계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첫째, 디자이너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주는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Coskun 과 

Erbug(2015)가 지적한 체계적인 목표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적 연구의 부재와 연결된다. 둘째, 여러 연구를 통해 행동개입전략 

활용을 돕는 프레임워크(Froehlich et al., 2010; Lilley, 2009; Tromp et al., 

2011; Wever et al., 2008; Yun et al., 2013)와 가이드라인(Pettersen & Boks, 

2008; Zachrisson & Boks, 2012), 툴킷(Daae & Boks, 2017; Lockt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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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3)은 다양하게 제안되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상황별 행동개입전략을 적용 방법을 연결시키기 

쉽지 않았다. 디자이너들은 행동개입전략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그 

분류가 세분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는 

연구(Zachrisson & Boks, 2012)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Boks, 

Lilley & Petterson, 2017).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디자이너가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 용어 중 그 이해도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용어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그 의미도 함축적이기보다 

대상에게 맞는 행동개입전략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특징을 세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은 위 두 편의 논문에서 지적한 선행 행동개입전략 개념적 연구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정의한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와 맞는 행동개입전략을 제안해 주는 개념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체계적이면서도 통합된 프레임워크나 가이드라인, 툴킷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도구를 제안해 주는 연구가 

부족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연구 

문제로 정의하였다. 

표 1 선행 행동개입전략 연구의 문제점 도출과 연구 문제 정의 

참고 논문 Coskun, Zimmerman & Erbug(2015) Boks, Lilley & Petterson(2017) 

문제 1 
목표 행동과 대상, 디자인 기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의 부재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주는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연구의 

중요성 

문제 2 

서로 다른 전략과 행동, 맥락, 사용자에 

따라 행동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지를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동일한 개념을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할지에 대한 어려움 

 ¯ ¯ 

연구 문제 
사용자에 따른 행동개입전략을 연결하는 체계적이면서도 통합된 개념적 디자인 연구(2000-

2016)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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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구 방향 설정 

연구 문제 정의를 위해 앞서 살펴본 두 편의 논문의 후속연구(Coskun 

& Erbug, 2017; Daae & Boks, 2017)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켜 디자인 원칙 매트릭스로 제시한 논문(Cash, Khadilkar, Jensen, 

Dusterdich, & Mugge, 2020)을 토대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Coskun 과 

Erbug(2017)와 Daae 와 Boks(2017), Cash 등(2020)은 사용자에 따라 다른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툴킷, 매트릭스를 

제안하였다.  

Coskun 과 Erbug(2017)는 다섯 가지 행동결정 요소(environmental 

concern,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ocial support, attitude)에 

따라 사용자를 다섯 그룹(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Neuroticism, Openness to change)으로 나누고 그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을 

제시해 주는 User Orientation Map 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사용자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에서 사용자 그룹을 정의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은 실제 적용에 큰 한계점이다.  

Daae & Boks(2017)는 행동 변화를 돕는 아홉 가지 기준을 추려서 표를 

만들고 그 안에 행동개입전략을 배치한 카드 툴킷(The Dimensions of 

Behavior Change: 이하 DBC 카드 툴킷)을 디자인하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DBC 카드 툴킷의 효용성을 실험한 결과, 아홉 가지 기준(control, meaning, 

exposure, encourgament, timing, empathy, obtrusiveness, importance, 

direction)은 상위, 중위, 하위 사용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디자이너들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해 왔던 control 과 obstrusiveness 를 상위 그룹으로 

꼽았으며, 개념적이고 이전에 접해 보지 않았던 용어인 direction 과 

importance, empathy 를 하위그룹으로 꼽았다. 이 결과를 통해 중요한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정의한 디자인 문제와 타겟한 사용자와 맞는 행동개입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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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미 잘 사용하고 있던 전략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툴킷을 연구하여 제안해 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  
표 2 연구 방향 설정 

참고 논문 Coskun & Erbug(2017) Daae & Boks(2017) Cash et al.(2020) 

특징 

행동을 결정하는 복합적 

요인(environmental 

concern,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ocial support, 

attitude)을 토대로 

사용자를 다섯 그룹으로 

분류 

통제의 주체가 

사용자/제품/사용자&제품인지에 

따라 아홉 가지 기준(control, 

meaning, exposure, 

encourgament, timing, 

empathy, obtrusiveness, 

importance, direction)을 

예시와 함께 제시한 카드 툴킷 

변화 욕구의 정도(X축)와 

행동 방해의 수준(Y축)으로  

2 대 2 매트릭스 제공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틀로서 문제와 해결방안 

통합한 시도  

한계점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 소요 

- 실제 업무 적용의 

어려움 

용어의 추상성과 낮은 

친숙도(direction, importance, 

empathy)  

- 이미 잘 알고 있던 전략만 

사용할 위험성  

단계적인 행동 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려 부족 

 ¯ 

연구 방향 
지속적 행동 변화 디자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용자 행동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 조건의 

상호관계성을 토대로 단계적인 목표 행동 변화의 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틀을 개발한다. 

 

표 2 는 세 편의 개념적 디자인 연구 논문의 특징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Cash 등(2020)은 기존의 연구들이 행동 문제를 정의)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Bhamra et al.,2011; Lockton et al., 2010)을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었고, 통합하더라도 지나치게 

범용적(generic)인 연구(Fogg, 2009)여서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Behavioral Problem/Solution 

Matrix(이하 BPS 매트릭스)라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통합하여 각 구간별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BPS 

매트릭스가 앞서 고찰한 연구(Daae & Boks, 2017; Coskun & Erbug, 2017)의 

결과물과 다른 점은 첫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2 대 2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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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라는 점이다. 시각적으로 단순한 도구는 사용자의 정보 처리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행동개입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BPS 

매트릭스는 사용자의 행동 변화에 대한 욕구와 행동 방해의 수준이 연결된 

구간을 제시해 주어 문제와 해결방안을 통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매트릭스는 내재적 요인과 외부 조건을 연결하여 문제와 해결방안을 통합한 

시도로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쉬운 틀의 형태로 제안한 것이 특징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행동 변화의 과정에 대한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BPS 매트릭스에서 더 나아가 행동 변화의 단계적 

성장 과정을 고려한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의 목적은 행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토대로 

UX 디자인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품도 그에 대응하여 변할 수 있는 상호관계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행동의 

단계적인 변화의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디자인 관점의 행동개입전략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 연구로서, 사용자의 신념이나 능력, 습관에 따라 형성되는 

내재적 동기와, 주변인이나 외부 환경에 따른 외적 동기의 상호관계성에 

기반을 둔 행동개입전략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제안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 고찰과, 사례 분석 및 사용자 인터뷰 1를 

채택하였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이전 연구(Song et al., 2020)에서 

진행하였던 인터뷰의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동안 참여자에게 생긴 

                                                
1 2장과 4장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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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요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례의 세부 기능을 분석하고, 사례의 사용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매트릭스의 행동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및 디자인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3 은 인터뷰 참여자 정보를 정리하였다. 참여자의 명칭은 개인정보 

익명화를 위해 A, B, C, D로 정하였다. A와 B는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학생과 카페 직원의 일회용 컵 소비에 대한 인식 및 

행태 조사2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학생 두 명이다. 이들을 2021 년 

11 월, 비대면(Zoom)으로 후속 인터뷰하였다. C 와 D 는 각각 ‘아디다스 

런타스틱’과 ‘당근마켓’을 3 년 정도 사용한 사용자로서, 4 장의 사례 

분석에서 선정된 사례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매트릭스에 분석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비대면(Zoom)으로 인터뷰하였다.  

표 3 인터뷰 참여자 목록 

 인터뷰 1(제 2 장) 인터뷰 2 (제 4 장) 

인터뷰 

목적 

이전 연구(Song et al., 2020) 인터뷰 

참여자의 후속 인터뷰로서, 행동의 내재적 

동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행동 실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함. 

매트릭스 분석 사례로 선정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디자이너가 의도한 

기능의 행동개입전략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천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 

참여자 

A B C D 

대학원생(2018년 첫 인터뷰 당시)-> 

1년차 직장인(2021년 11월 후속 인터뷰) 

아디다스 런타스틱 

사용자 

(기간: 2014-2016) 

당근마켓 사용자 

(기간: 2019-현재) 

장소 및 

시간 

21년 11월 25일 21년 11월 29일 21년 12월 12일 21년 12월 14일 

비대면(Zoom)으로 1시간 심층 인터뷰 진행하였음. 

 

그림 5 는 연구 체계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다음은 각 장의 연구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2 2018년 5~6월, 학생 2명과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2명, 교내 카페 두 곳의 직원 2명, 총 

6명을 대상으로 교내 카페에서 1 시간 가량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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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 및 체계를 보여준다. 외부 조건의 

개입만으로 행동 변화를 시도한 ‘디폴트 옵션’을 바꿔준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내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Song, et al., 2020). 이어 디자인 분야의 행동개입전략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문제를 정의하고, 사용자에 따른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장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의 구성요소를 

정의할 것이다. 선행 행동이론 연구의 행동 모형을 고찰하여 행동 형성에 

주요한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일회용 컵 없는 카페 ‘보틀팩토리’ 사례를 통해, 

디자이너가 사용자가 특정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와 맞는 외부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이 지속적 목표 실천 능력을 높이는 것에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이론을 토대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두 축의 요소를 정의하고, 디자인 

분야의 행동개입전략 분류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을 중심으로 매트릭스에 적용할 몰입 행동개입전략을 정의할 

것이다. 

3 장은 2 장의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성장의 관계를 토대로, 디자인 

목적과 드레이퍼스의 성장 모형의 심리적 기능 상태별로 정의한 디자인 

원칙과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통해 몰입 행동을 지속하는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를 완성할 것이다. 

4 장은 3 장에서 개발한 매트릭스와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사례의 세부 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용 

단계와의 비교를 통해 행동개입전략의 지속적 행동을 위한 디자인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5 장은 결론으로서 지속적인 목표 행동 실천을 위한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역할과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한 것으로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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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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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매트릭스 구성 요소 정의 
 

 

1장에서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는 행동의 내외부 조건의 상호관계성을 토대로 단계적인 목표 행동 

변화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틀로서 가능할 것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2장의 목적은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정의하고 그에 기반한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를 도출한 것을 

토대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행동개입전략을 정의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첫째,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것이다. 선행 

행동이론의 모형을 토대로 행동형성의 요인과 관계를 정의하고, 꾸준한 

운동 실천을 위한 도구로써 애플와치와 나이키 런 클럽 사례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일회용 컵 없는 카페 ‘보틀팩토리’ 사례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특정 상황에 몰입하여 목표 행동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둘째,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이 이론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를 외부 요소의 개입과 

함께 고려하여 그에 따른 균형과 성장을 통해 목표 행동을 유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균형과 성장을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에 삽입할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 

디자인 연구의 행동개입전략 분류 체계논문을 세 가지 관점으로 고찰한다. 

각각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과 설득적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한 선행 연구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매트릭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행동개입전략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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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 정의 

2.1.1 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1) Skinner의 ABC 모형과 Neisser의 PCM 모형 

그림 6 은 ABC 모형 (Skinner, 1953; Geller, 2002)의 ‘사건-행동-

결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이 모형은 행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행동주의 심리학(Behaviorism)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기본적 구조이다. 이 

모형은 사전에 발생하는 사건(Antecedent)이 행동(Behavior)을 초래하고, 그 

행동이 긍정적이고 즉각적이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Consequence)를 

주게 되면, 그 목표 행동을 활성화하는 사전 요인이 강화된다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그림 6 ABC 모형(Skinner, 1953; Geller, 2002) 

애플워치에 탑재된 운동 APP 은 걷고 있으면, 손목의 진동을 통해 현재 

운동 중인지를 묻는 알람을 주며, 움직임을 멈추면 역시 알람과 함께 

당일에 움직인 기록을 알려준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걷거나 뛰기 전에 

미리 운동을 기록하고, 의식적으로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알람은 

운동량을 즉시 기록하도록 행동을 발생시키는 사전 사건이며, 운동의 

결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운동량을 수치화해서 알려주는 알람은 

다음에 이 APP 을 또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요인이다. 여기서 알람은 바로 

다음 행동인 ‘알람을 보고 운동기록 버튼을 누른다’를 초래하는 외부 

요소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운동하자’는 궁극적인 목표 행동을 활성화하는 사전 요인이 내외적으로 

강화된다. 이 모형은 즉각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특정 조건을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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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조건화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외부 조건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반면 Neisser(1967)의 인지주의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과정의 결과를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의도나 감정 상태 등을 행동형성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은 Neisser (1976)의 인지 순환 모형(Perceptual Cycle Model: 이하 

PCM 모형)으로 탐구활동(Exploring Action)을 통해 외부세계(World)에서 

흡수한 정보(Perceived Information)를 해석하면서 개념적 도식(Schema)인 

스키마가 수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스키마란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e.g.픽업트럭과 세단)라 하더라도 ‘차’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인식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경험을 통해 외부세계를 도식적으로 구조화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Barlett, 1932; Rumelhart, 1972). 

 
그림 7 인지 순환 모형 (PCM)(Neisser, 1976) 

PCM 모형은 지각이나 자극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용자의 행동 및 개념적 도식과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애플워치에 기본 운동 APP 이 깔려있음에도 당신의 더 나은 

러닝을 위한 가이드 나이키 런 클럽 (Nike Run Club)을 다시 다운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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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왜냐하면 런 클럽은 자신의 운동기록을 사진과 함께 SNS 에 더 

보기 좋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다가, 이를 통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아 

달리기 습관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나이키 런 클럽3의 Neisser의 PCM 모형 적용 

 

                                                
3 그림 출처: 나이키 런 클럽 홈페이지(https://www.nike.com/kr/ko_kr/c/running/nike-run-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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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런 클럽이라는 이름답게 글로벌 러너 커뮤니티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신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이들과 기록을 서로 비교하고 함께 

경쟁할 수 있다. 그림 8 은 사용자 행동에 개입하는 런 클럽의 디자인 

기능들이 PCM 모형에 맞춰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용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외부 자극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달리기에 대한 

스키마를 점차 수정하게 된다. 여기서 디자인 장치들은 스키마와 외부적 

요인이 서로 활발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나가면서 행동을 초래하도록 

그 환경적 조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  

Guagnano 등(1995)은 행동을 내재적 요인의 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와 외부 요소인 상황 요인(contextual factors)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이라 하였다. 그림 9 에 따르면, 태도는 단독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만약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황요인이 강하게 개입하면 태도변수의 

역할은 매우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PCM 모형(Neisser, 

1976)에서 스키마와 외부적 요인의 활발한 상호관계를 통해 행동이 강화된다고 

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그림 9 태도와 외부 조건에 따른 행동변화(Guagnano et al., 1995) 

 
(2) Ölander와 Thøgersen 의 MOA 모형 

앞서 살펴본 여러 행동모형(Skinner, 1953; Neisser, 1976; Guagnano et al, 

1995; Stern, 2000)은 ‘사건-행동-결과’로 연결되는 ABC 구조이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의 개입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더라도 내재적 요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동에 동기를 유발하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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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림 10 의 Ölander 와 

Thøgersen(1995)의 MOA(Motivation-Opportunity-Ability) 모형을 통해 

동기(Motivation)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0 동기-능력-기회(MOA)의 행동 모형(Ölander and Thøgersen, 1995) 

이 모형에 따르면 의도(intention)는 사용자의 신념과 평가(beliefs and 

evaluation)로부터 비롯된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behavior)에 따라 

규정되며,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도 한다. 동기는 

신념과 평가, 행동에 대한 태도와 같은 내재적 요인과 사회적 규범 등의 외부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를 토대로 실천한 행동을 

통해 기존의 신념과 평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럼 이는 다시 새로운 의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이는 PCM 모형(Neisser, 1976)에서 스키마와 

외부 요소, 행동이 서로 실험하고, 수정하는 관계와 같다. 행동은 사용자가 가진 

능력(ability)을 성찰하게 만들고, 능력은 신념과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  

MOA 모형(Ölander & Thøgersen, 1995)이 앞선 행동 모형과 다른 점은 

의도와 행동의 관계 속에서 능력과 기회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동기와 외부 요소의 개입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런 클럽 사례에 대입하여 설명해 

본다면 이 APP 사용자의 의도는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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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 디자인은 사용자의 의도와 맞다면 그것을 

표면화시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화된 개입 수단이다. 

그림 8 에서 보이는 것처럼 러닝 가이드는 사용자가 처음에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매너리즘에 빠진 사용자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그 동안 연습해 왔던 사용자의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며, 

가상공간에서 런 클럽 참여자들과 서로 독려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회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다. 이처럼 런 클럽은 다양한 디자인 개입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지속해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유발한다. 

 

(3) 상호관계성 정의 모형 제안 

그림 11 은 Skinner 의 ABC 구조를 큰 틀로 가져가면서, 행동을 초래하는 

사전 요인(antecedent)을 내재적 요소의 개념적 구조(schema)와 외부 요소의 

자극(world)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PCM 모형(Neisser , 1976)의 ‘개념 구조-

행동-외부 세계' 순환관계를 인용한 것이다. 내재적 요소는 의도나 태도, 신념, 

감정 등으로 행동의 동기를 형성하는 개념적 구조이며, 외부 요소가 주는 

자극은 정책이나 광고, 사회적 규범, 능력 및 습관 등으로 목표 행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행동개입전략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행동을 

초래하는 사전 요인은 내재적 요소의 개념적 구조와 외부 요소의 자극 간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하며, 이 때문에 행동이 초래되거나 행동은 또 이 

상호관계를 수정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디자인 개입 장치는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행동이 초래되고 강화되는 과정은 지속해서 요인과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정되는 순환적 관계로서, 일회적이지 않다. 일회성의 관계에서 벗어나 

순환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내재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 

행동에 대한 동기와 외부 요소가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이룰 때 행동의 

지속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기록을 그림 11 의 행동 모형으로 분석하고, 사용자의 내재적 개념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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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행동 및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림 11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정의한 행동 모형 

 
그림 12 상호관계성 행동 모형의 인터뷰 참여자 A 행동 분석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에서 일회용 컵 소비에 대한 인식 및 

행태 조사에 참여했던 인터뷰 참여자 중 2 명(A 와 B)과 2021 년 11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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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Zoom)으로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A 는 첫 인터뷰 당시 

대학원생이었으나 두 번째 인터뷰 시 1 년 차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림 

12는 A의 2021년 행동 모형이다.  

 
그림 13 A의 2018년과 2021년의 내외부 요소 변화 상세 비교 

 

그림 13 은 그동안 참여자에게 생긴 외부 요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념 구조의 수정 및 초래된 행동을 비교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뷰 

                                                
4 본문 표 3에서 본 논문에서 서술한 인터뷰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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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형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A 에게 일회용 컵 사용 행태에 대해 

1시간 인터뷰한 내용을 개념 구조와 외부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2018 년의 A 는 텀블러의 미학적 형태와 그로 인한 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편이었으며, 선물 받은 마음은 표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 시절 선물 받았던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해 주었던 친구에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달은 불편하더라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또한, 자취방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이 신경쓰인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기준에 맞게 잘 배출하는 

분리수거와 같은 사회적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편의점에 자주 들렀는데 1+1 이나 2+1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컵에 

당긴 커피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등교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텀블러 사용 시 카페에서 제공하는 

300 원 할인 혜택은 본인에게 일회용 컵을 덜 쓰게 만드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도 일회용 컵을 덜 쓰기 위해서 직원에게 머그잔에 달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는 편이며,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면 

그냥 받아마시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2021 년의 A 는 대학원 졸업 후 직장인 1 년 차가 되어 있었다. 개념 

구조는 2018 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 요소는 환경, 미디어, 제품을 

기준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의 개념 구조는 2018 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텀블러는 예뻐야 쓰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님 댁에 있는 수많은 증정 텀블러에는 손이 가지 

않지만, 누군가가 새로 선물해 준 스탠리 텀블러는 매우 만족하며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8 년에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본인을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해 주었다면, 2021 년에는 실용적이고 힙한 이미지의 스탠리 

텀블러를 들고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사용하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답하여 

사용하는 텀블러는 바뀌었지만, 선물해 준 물건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같았다. 또한, 자취방을 더럽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싫어해서 배달 대신 용기를 들고 가 음식을 테이크 아웃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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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를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자 그와 함께 좋은 경험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같은 제품을 선물을 해 주었다고 하며 제로 유 공유컵(0U CUP)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해서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물론 이 생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길어지게 되면서 가능했었다는 덧붙였다. 주거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의 식당이라면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것 또한, 

집이 쓰레기로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하는 성향과 맞물렸다는 것이다. 이 

행동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신념과 태도, 의도가 외부 요소와 잘 

맞물린다면 그 행동은 강화되고, 따라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4 상호관계성 행동 모형의 인터뷰 참여자 B 행동 분석 

그림 14는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 B의 후속 인터뷰 내용을 행동 

모형에 정리한 것이다. B도 A처럼 첫 번째 인터뷰 당시 대학원생이었으나 

두 번째 인터뷰 시 1년 차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2018년 인터뷰 당시 

본인이 환경 인식이 높은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텀블러 모으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 상사가 제시하는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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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식사 배달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아까워서 딱 맞게 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은 부족하게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혼이 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상사는 다 같이 먹는 음식이니 

남아서 버리더라도 무조건 넉넉하게 시킬 것을 종용하였고, 일회용품을 

헹구어서 버리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정도로 습관화가 되었으며, 

법인카드로 회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고, 

팀장이 전체 팀의 음료를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만 텀블러나 머그잔에 

요청하는 행동은 집단에서 너무 튀는 행동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일도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나마 회사에서 나눠 준 머그잔이 다회용컵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외부 요소였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잔은 

너무 작고, 정수기까지는 자기 자리가 너무 멀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커피만을 마시기 위해 다시 자기 자리까지 와서 그 잔을 가져가는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회사 내에서 

개인컵이나 용기를 씻을 때는 무조건 일회용 수세미와 휴지를 쓰도록 하는 

방침이 내려졌는데 그런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고 느껴져서 그냥 

일회용품을 쓰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그림 15는 2018년과 2021년의 인터뷰를 비교한 것이다. 외부 요소의 

개입으로 B의 행동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B의 환경 인식은 

변하지 않았으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엄청나게 무뎌진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아무도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직장 상사나 직장의 환경적 

여건, 즉, 개인컵은 작고, 자리는 정수기에서 멀며, 일회용 수세미를 

사용해서 개인컵을 세척해야 하는 점이 모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행동은 일회용 

컵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다.  

두 번째 인터뷰 참여자 B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단의 힘이 강하게 개인에게 가해지는 경우 개인의 신념은 행동 실천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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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행동은 매우 강한 환경에 대한 신념과 굳은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용 컵이 만연한 카페의 환경이나 B처럼 그에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주변인들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그림 15 B의 2018년과 2021년의 내외부 요소 변화 상세 비교 

이처럼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행동을 사용자에게 동기를 유발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 ‘보틀팩토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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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제 2 절 지속적 행동 변화를 위한 몰입의 조건 

‘보틀팩토리’는 일상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실험하고 가능성을 검증하는 지역 카페 간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는 브랜드이다.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높다 하더라도 외부의 

방해 요인이 높아서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례를 앞서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보았는데, 보틀팩토리는 사용자의 자발적 동기를 내외부적으로 

조화롭게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한 사례로서 선정한 

것이다.  

‘보틀팩토리’는 2018 년부터 일회용 컵 없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16(좌)처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도서관처럼 

대여카드를 작성하고 빌려 갈 수 있는 보틀클럽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그림 

16(우)의 자체 제작한 리턴미컵을 사용하여 보틀팩토리 및 파트너 

카페(2021 년 10 월 기준 13 곳)에서 공유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림 16(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버릴 것 없는 장터 

채우장을 열어서 일회용품 없이 생활용품 및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한 번이라도 쓰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간 그림 16(우측 하단)의 세 장소인 연희동과 서촌, 인천의 

파트너 카페 및 가게들과 함께 유어보틀위크를 열고 있다. 유어보틀위크는 

2018 년 8 곳으로 시작해서 2020 년 기준으로 연희동 일대의 60 여곳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남궁혜진(2021)은 이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찰 연구를 통해 보틀팩토리의 생태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이곳을 지속해서 애용해 온 이들은 본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거나 이 브랜드의 본거지인 연희동의 

주민이어서 유어보틀위크나 채우장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남궁혜진, 2021). 즉, 개인적으로도 강한 동기가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갖춰져 있어 행동이 지속해서 실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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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유컵 서비스 보틀팩토리5 

다음은 ‘보틀팩토리’가 동네 카페, 주민과 함께 유어보틀위크와 

채우장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6 

 

“보통 테이크 아웃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보증금으로 1 천원을 더 받고 

회수되면 돈을 돌려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같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희동이었던 이유는) 진짜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 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유어보틀위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ourbottleweek/) 
6 2021년 4월 29일자. 삼삼삼 프로젝트(https://brunch.co.kr/@333project/5)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가능성을 만드는 곳, 보틀팩토리: 지극히 사적인 인터뷰 0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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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까페에 동참을 부탁할 때) ‘매일 해보자’는 말 대신 ‘딱, 일주일만 

써보지 말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유어보틀위크를 진행할 때에는 카페와 소비자 양쪽 모두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러 

가도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 빨대 대신 메모가 

나갔어요. <빨대 없이 드셔 보는 건 어떠세요? 만약 빨대가 필요하시면 카운터에 

비치된 다회용 빨대를 써주세요.> 일주일 뒤에 그 카페는 다회용 빨대로 

바꾸셨어요. (…)  일단 시작이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어보틀위크를 위해 주변 반찬 가게를 설득하면서) “포장 안 해 놓으면 

손님들이 싫어해”라고 말하시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손님들도 많아요.”라고 

말씀드려요. (…) 유어보틀위크 기간 동안 동네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아,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구나!’ 직접 눈으로 보게 된거죠.” 

“(채우장이 잘 되는 이유는) 앞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뒷부분이 

편한 거예요. (…) 스티로폼에, 랩에, 봉지에 담긴 것들을 가져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와주신 분들이 (…) 힙하다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위 내용을 통해 정리한 보틀팩토리의 행동개입전략 키워드이다. 

 

• 짧게라도 한 번 경험 : 유어보틀위크 

• 쉬운 것부터 시작 : 공유컵 대여 

• 내 주변부터 변화 : 채우장과 유어보틀위크 

• 동네 가게와 지역 네트워크 

• 나도 저들처럼 힙하게 : 인스타그램 

• 감성적 공감대 형성  

• 성취감 

• 소속감과 연대감 

• 친환경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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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목표 행동이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옳다는 전제하에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와 상응한다면, 디자이너가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외부 요소를 디자인해 주는 것으로 목표 행동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1. 몰입의 조건  

어떤 일이 너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다는 것은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개념이나 자의식의 경계도 사라지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몰입했던 경험을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이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이라고 

묘사하여 이를 플로우(flow)라 부르며, 이를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이라고도 부른다(Csikszentmihalyi, 2005).  

 

“최적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오로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Csikszentmihalyi, 2005, p. 88).” 

 

Csikszentmihalyi 와 Nakamura (2001)는 몰입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표 

4에서처럼 여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1. 현 순간에 강력하고 몰입된 집중력을 보이는 상태 

2. 행위와 인식이 합치하여 자아와 외부의 갈등이 없는 상태 

3. 외부를 의식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상실한 상태 

4.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개인적 통제감이 높은 상태 

5. 시간을 왜곡하여 느껴 실제와 다르거나 빠르게 느끼는 상태 

6. 내적 동기가 강하게 부여된 상태로서 경험 그 자체로서 목적과 동

기를 느끼는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상태 

 

위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한(Csikszentmihalyi, 

Abuhamdeh, Nakamura, 2005) 것이 (a) 행위와 의식의 합치 (the merg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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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nd awareness), (b) 통제감 (a sense of control), (c) 시간에 대한 다른 

개념 (altered sense of time)이다. 몰입이란, 내외부 요소가 합치한다면 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는 높은 통제감을 느끼면서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출 수 있고, 행동의 동기가 내적으로 강화된 자기 목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 Nakamura, 2001; 

Csikszentmihalyi et al., 2005).  

이처럼 몰입한 자아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유롭게 외부와 일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외부 정보를 갈등 없이 받아

들이면서 내적으로 안정된 질서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목표와 갈등을 일으키는 외부 정보는 몰입을 방해한다. 왜냐

하면, 개인이 처리하는 외부 정보는 자아와의 관련성에 따라서 평가되고 분

석되는데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조

화의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4 몰입의 본질과 몰입의 정의 

 

Csikszentmihalyi 등(2001;2005)이 제시한 몰입 조건의 고찰을 통해 내

재적 요소(자아, 자의식, 내적 동기)와 외적 요소(상황, 행위, 시간)가 서로 

합치될 수 있는 균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동에 몰입

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challenge)의 수준과 기

No 몰입의 여섯 가지 본질적인 구성요소 (2001) 몰입의 본질(2005) 

1 현 순간에 강력하고 몰입된 집중력을 보이는 상태 a.행위와 의식의 합치 

2 행위와 인식이 합치하여 자아와 외부의 갈등이 없는 상태 a.행위와 의식의 합치 

3 외부를 의식하는 성찰적 자의식을 상실한 상태 a.행위와 의식의 합치 

4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개인적 통제감이 높은 상태 b.통제감 

5 
시간을 왜곡하여 느껴 실제와 다르거나 빠르게 느끼는 상태 c.시간에 대한 다른 

개념 

6 
내적 동기가 강하게 부여된 상태로서 자기목적적 경험, 즉 경험 그 자체에 

목적과 동기를 느끼는 상태 
a.행위와 의식의 합치 

  

몰입의 

정의 

내재적 요인와 외부적 요소의 합치를 통해 행위로 인한 갈등이 없으며, 높은 통제감을 느끼면서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행동의 동기가 내적으로 강회된 자기목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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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능력(skill)의 정도가 균형이 이룰 때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

다(Milan Group, 2001). 그림 17은 사용자를 몰입 구간에 머물도록 하기 위

해서 과제와 기술/능력의 균형과 더불어 점차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몰입 경험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몰입이 어떤 조건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고찰하였다. 

 
그림 17 몰입의 3 채널 모형(Csikszentmihalyi , 1975) 

 
(1) 몰입의 세 가지 조건 

수영을 처음 배우는 아이는 우선 물에서 호흡하는 방법과 물 위에 뜨는 

방법, 발차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이 연습 과정의 목표는 수영의 기초 

실력을 갖춰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초보자는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그가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양팔에 팔 

튜브를 끼우고, 호흡이 능숙하지 않아도 고개를 내밀고 발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영 보드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 도구들은 과제의 

난이도를 낮춰주어 과제를 실력보다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 

‘음파 호흡법’은 물에서 숨을 참고 뱉는 것을 익히는 호흡법으로 이에 

능숙하지 않으면 코나 입으로 물을 들이켤 수 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물을 들이켜게 되면 아이는 수영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자아와 갈등이 생겨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반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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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지속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외부 피드백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아이는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는 몰입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표 5 몰입의 세 가지 조건 

NO 몰입 조건 설명 

1 명확한 목표와 진행 상황 과제의 방향을 알려주고,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2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변화하는 욕구에 무너지지 않고, 몰입 상태에 머무르기 

위한 자신의 행위를 맞춰 나갈 수 있다. 

3 과제의 수준과 능력의 균형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표 5 는 몰입의 세 가지 조건으로 목표와 피드백, 균형 세 가지를 설명해 

준다(Csikszentmihalyi et al., 2005).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목표는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위에 목적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행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준다. 

두 번째 조건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행동의 결과에 따른 

피드백은 얼마나 과제가 잘 수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준다. 피드백을 통해 세부 목표도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주어진 능력과 과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능력과 

과제의 균형은 외부 요소와 내부의 요인이 맞춰진다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통해 몰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사용자의 

성장은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초보자가 수영을 

배우기만 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능력과 과제의 불균형 때문에 몰입 조건이 

깨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과 더불어 성장은 몰입의 중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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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균형과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단계적 성장 

몰입 구간에 머무르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피

드백’을 통한 조화를 통한 자아의 ‘성장’이다(Csikszentmihalyi, 2005). 몰입

은 운동이나 교육처럼 목표 행동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에 많이 적용

되고 있다. 앞서 예로 든 수영처럼 목표 행동(e.g. 일회용 컵 덜 쓰고, 다회

용컵 더 많이 사용하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지식(기술이자 능력) 습득에 

따른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단계적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 18 능력과 과제의 균형을 통한 몰입의 점진적 성장 모형 

그림 18은 Csikszentmihalyi(2000)의 몰입 3 채널 모형을 재해석하여,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성장 관계를 통해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해야 지속적 

행동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균형과 성장은 본 연구가 제안

하는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두 핵심 구성 요소로서, 행동개입

전략을 통해서 단계적 성장을 이루며, 지속해서 행동에 몰입할 수 있다.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은 즉, 사용자의 동기에 상응하는 디자인 개

입전략의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두 요소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할 때 조성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 플랫폼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능력과 과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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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질 때 경험할 수 있고, 이 균형이 단계적 성장을 밟아나가면서 유

지될 때 몰입 상태는 지속할 수 있다. 보틀팩토리의 방식처럼, 사용자가 접

근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부터 차근차근 제공해 주어야 일단 일회용 컵을 

덜 사용한다는 과제에 도전해 볼 마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수행해 낸 성취감과 더불어 생각보다 쉽게 일상에서 실

천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목표 행동에 몰입할 수 있으려면 능력과 

과제의 균형을 토대로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성취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

의 긍정적인 감정을 행동의 결과인 피드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  

피드백은 성취감과, 자신감, 효능감은 균형과 성장을 견인해 주는 행동

개입전략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어떻게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하고 체계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과 설득적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행동 디자인 연구의 행동개입전략 분류체계 고찰  

2 절에서 정의한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단계적 성장을 보여주는 

매트릭스에 들어갈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디자인 연구의 

행동개입전략 분류체계 논문을 Design for Behavior Change(이하 행동변화를 

위한 디자인), Persuasive Technology & Design(이하 설득적 디자인),  

Gamification(이하 게이미피케이션)의 행동개입전략의 세 가지 관점으로 

고찰하는 것이 3 절의 목적이다. 그 결과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 중심으로 

몰입 행동개입전략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3.1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의 행동개입전략 

행동변화를 위한 디자인의 행동개입전략은 Design for Sustainable 

Behavior 와 Design for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 연구를 포함하여 그 

분류체계를 고찰한다. 행동변화를 위한 디자인은 건강한 운동 루틴을 

만들거나 금연을 하는 개인적 행동부터 올바른 분리수거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같은 친환경 행동, 투표율을 높이거나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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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까지 행동개입전략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2000 년대 이후부터 디자인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해 오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제품 기반의 행동개입전략의 

분류체계를 제시한 Lilley(2009)를 필두로 하며, 이는 Geller(2002)의 

행동개입전략의 세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의 행동개입전략은 다시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Geller(2002)와 Lilley(2009)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세부 행동개입전략 추가한 연구 (Weber, 2008; Bhamra et al.,2008; 

Froehlich et al., 2010; Zachrisson & Boks, 2012; Yun et al., 2013)이다. 둘째, 

분류 체계를 좀 더 진전시킨 연구(Tang & Bhamra, 2012; Daae & Boks, 

2017)이다. 셋째, 사용자의 동기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른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툴킷으로 발전시킨 연구(Lockton, Harrison & Stanton, 2008; 

Tromp et al., 2011)이다. 

 

(1) Geller(2002)와 Lilley(2009)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세부 행동

개입전략 추가한 연구 

① 교육성, 동기부여성, 지지성 행동개입전략 분류 

Geller(2002)는 행동개입전략을 교육성, 동기부여성, 지지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9 는 행동변화의 3 단계와 사용자 상태의 변화와 함께 

행동개입전략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  

 
그림 19 행동 변화 3단계와 사용자 상태에 따른 행동개입전략 적용(Ge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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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ler(2002)는 먼저 사용자 상태를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우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의 무의식적 무능(unconscious incompetence)과 의식적 

무능(conscious incompetence) 상태가 있다. 무의식적 무능 상태는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의식적 무능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물을 마신 후 PET 병을 열심히 재활용 수거함에 넣었으나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라벨이나 뚜껑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재활용함에 넣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무의식적 무능 상태이다.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성 행동개입전략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내용물을 세척해서 깨끗한 병을 넣어야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 

교육성 캠페인이나 외부 정보를 통해 알고 있지만, 지하철을 타기 직전에 

정거장에 있는 쓰레기 통에 음료를 마신 빈 병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 때 그는 의식적 무능 상태이다. 이 경우 앞선 무의식적 무능 

상태와 동일하게 행동의 실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문제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행동개입전략이 행동 변화에 더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인 유능 

상태가 되었다면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하지 않지만 행동을 실천하는 

무의식적 유능(unconscious competence)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의식적으로 유능해진 사용자가 올바른 분리수거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행동개입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Geller(2002)는 이러한 사용자의 상태를 다시 행동변화의 3 단계에 맞춰 

정리한다. 1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교육성 

행동개입전략을 통해 목표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 여건과 

기존의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환경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무의식적 무능)면, 그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단계는 목표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하게 되는 단계로서, 동기부여성 행동개입전략을 통해 

의식적인 무능 상태에서 의식적 유능 상태로 변할 수 있다.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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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경우, 캠페인이나 주변 정보를 통해 이미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의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은 따르지 않은 경우, 라벨을 떼고, 뚜껑은 몸체와 

분리하며, 병은 깨끗이 세척하여 수거함에 넣을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을 적용해줘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3 단계는 목표 행동을 반복적으로 모방하면서, 그 행동이 자동으로 

실천되는 자동화 단계이다. 의식적으로 유능한 상태인 사용자가 실제로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으려면 지지성 행동개입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의식적 유능 상태에 이를 수 있고, 

Csikszentmihalyi(1990)가 의미하는 외부의 방해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자발적이면서도 그 의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Geller(2002)의 3 단계 행동 변화와 사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세 가지 행동개입전략은 교육성(instructional), 동기부여성(motivational), 

지지성(supportive) 행동개입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행동개입전략은 교육성 행동개입전략(Instructional 

Intervention)으로, 이는 목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사용자가 무의식적 무능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유능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동 주체자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개인적 상황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기 에너지 사용을 감소를 통한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호텔에서 한 번 쓴 수건은 재사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취지를 알려주는 문구를 노출하기도 한다. 또한, 냉장고 문을 

연 채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경고음으로 문이 열린지 오래됨을 알려 주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주는 전략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다른 집과의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수치와 문구로 알려주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행동개입전략은 동기부여성 행동개입전략(Motivational 

Intervention)으로, 이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전략이다. 즉, 의식적인 무능 상태를 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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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 상태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단순 

교육으로는 행동 변화 효과는 미미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운동하러 나가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동과 같이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더 많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동이 운동을 나가서 살이 빠지게 되는 

것보다 더 즉각적인 즐거움의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행동개입전략은 지지성 행동개입전략(Supportive 

Intervention)으로, 이는 반복적 행동을 통해 목표 행동을 무의식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행동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마다 신호를 주거나 인텔리전트 제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알람으로 알려 주거나 와이파이 비번을 한 번 연결해 놓고 다음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자동으로 연결되는 IoT 환경처럼 스마트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교통 신호에 따라 차를 세울 때마다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한 자동차 디자인도 이 전략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사례이다.  

Geller(2002)는 친환경 행동을 위한 행동변화의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 중 제 3 원칙은 행동에 따른 결과는 즉각(soon)이고, 

확실(certain)하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sizable) 이어야 기존 행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Geller, 2002). 새로운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개입전략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② 제품 기반 행동개입전략 분류  

Lilley, Lofthouse, & Bhamra(2005)는 Lilley(2009)의 그림 21 의 제품 

기반 행동개입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를 더 큰 세 가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교육성 행동개입전략(Educational Intervention)으로, 이 

전략은 Geller(2002)의 교육성 전략인 instructional 과 영문명이 다르게 

사용되었다. Weber(2008)에 의하면 교육성 전략은 일방향의 정보 

전달(linea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과 보상과 처벌(incentives and 

penalties), 죄책감(guilt)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전개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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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ey 등(2005)은 교육을 통한 행동개입전략의 효과의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즉, 일방향적 정보의 전달은 강제성이 매우 약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불러오기 어려워 실패하기 쉬운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보상과 처벌은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딱지를 끊거나 친 환경적이나 친 사회적 행동을 

실천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사용자 본연의 동기를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과 처벌이 

사라지면 행동은 본래대로 돌아온다. 또한, 죄책감은 캠페인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림 20 의 ‘바다거북 눈물의 편지’처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일상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바다거북 눈물의 편지’ 웹페이지 7 는 접속자 

일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매일 사용하는 빨대의 개수를 넣게 

하고 그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피해 정도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귀여운 해양동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한 감성적인 호소이다. 그보다 자신의 일상생활 불편함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그에 따른 행동 변화는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존의 교육성 전략은 한계점이 자명하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이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보여주어 자신의 삶과 연결을 짓기 

어렵게 만들거나, 막상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Geller(2002)가 

이야기 했듯, 사용자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 행동개입전략 (Technological Intervention)으로, 이 

전략은 Geller(2002)의 지지성 전략과 동기부여성 전략에 해당한다.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 제조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제품 자체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내장(e.g. 필립스 에너지 절약 

모니터)되어 있거나 친환경 소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e.g.세탁 

세제를 고형의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소비량을 제한) 하는 경우이다. 이 

                                                
7 그림 출처: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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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기능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력을 제어하므로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행동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에 따른 변화이며, 제품의 철학에 사용자가 

동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부터 하게 되지 않거나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에너지 절약 행동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 일상으로 

목표 행동이 확산되기 어렵다.  

 
그림 20 플라스틱 빨대 제로라이프 제안 '바다거북 눈물의 편지'  

세 번째는 제품기반 행동개입전략(Product-led Intervention)으로 이 

전략은 스크립트를 통한 행동 조종(script & behavioral steering)과 에코 

피드백(eco-feedback), 스마트 제품 및 시스템(Intelligent product and 

systems)을 포함하며, Geller(2002)의 세 가지 전략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는 Lilley(2009)가 교육성, 기술적 행동개입전략에 더하여 새롭게 

제안한 행동개입전략의 분류체계이다. 그림 21 은 행동의 통제권 주체가 

사용자인지 제품인지에 따른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하여 그 각각의 성질을 

설명해 주는 제품 기반 행동개입전략의 분류체계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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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제품 기반 행동개입전략 분류(Lilley, 2009) 

스크립트는 Jelsma(1999)가 처음 제시한 용어로서, Geller(2002)의 

지지성 전략에 해당하는데, 정보 제공만으로 행동변화의 한계점을 보이는 

교육성 전략보다 제품에 내재한 정보로서 행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1에서 사용자와 제품의 행동 통제권의 중간에 있는 행동 

조종(behavior steering)으로 대체되었다. ‘제품에 내장된 사용법(built-in 

manual of artefacts)’(Verbeek & Kockelkoren, 1997)으로서 주로 재질적 

특성이 불러일으키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Norman(1988)의 

어포던스나 Chapman(2015)의 감정적으로 오래가는 디자인(emotionally 

durable design)과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은 목재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목재 제품에 더 감정적으로 

연결됨을 느끼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피컵에서는 “쓰고 버려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이다(Verbeek & Kockelkoren, 1997). 이는 환경 

문제가 재료 자체보다 그와 연관되어 형성된 사용자의 인식이 문제 

행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에코 피드백은 Kluger 과 DeNisi(1996)의 피드백 개입전략 

이론(Feedback Intervention Theory)에 토대를 둔 것으로 Geller(2002)의 

교육성 전략에 속한다. 이는 물리적인 청각이나 시각적, 촉각적인 신호를 

주어 행동의 방향타 역할을 해 주는 사용자의 행동 결정권이 가장 높은 

전략이다. 영국의 Krambrook 사의 전기 주전자가 이 전략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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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사례이다. 사람들은 전기 주전자에 담긴 물이 아직 데워져 있음에도 

정확한 물의 온도를 알지 못한다. 즉, 주전자에 담긴 물 온도를 알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이 제품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물을 끓이게 되고 

이는 에너지 손실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Krambrook 사는 이 

점을 보완하여 전기 주전자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물 온도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문제는 이 사례가 사용자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디자이너가 에코 피드백이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여 삽입하여 출시한 것으로 그 효과성은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드백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받아들여 새로운 행동이 

초래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와 상응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스마트 제품과 시스템은 Geller(2002)의 지지성 전략에 속하는데, 

앞서 예시를 들었던 자동차 정차 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Integrated Motor Assist: IMA)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품에 사용자의 

행동결정권을 넘김으로써 특정 행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동의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동변화에서 효과가 

가장 큰 상위 단계의 자동 변화 전략이다. 2021 년 현재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IMA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조사에서 바람직한 행동이라 여기는 목표 행동을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이 방법은 그 효과가 

다른 방법에 비해 탁월하다. 그렇지만, 전자에서 후자로의 방법을 

채택할수록 사용자는 행동을 제어하려는 제품의 시도를 인지하게 되면, 

자발적 행동 결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에 모멸감을 느끼고 제품의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부작용(Rebound effects)이 발생할 수 있다(Lilley, 

2009). 사람들은 강제성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에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자신들이 몰랐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동적'인 인터벤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변화의 결과적 효과로만 놓고 

본다면 '강제적(coercive)'인 것이 '수동적(passive)'인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Lilley, 2009). 따라서 디자인 인터벤션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사람들의 수용성(acceptability)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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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사람들의 수용성은 효과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맞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본 연구는 그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와 디자인 

제품의 외부적 요소를 맞추기 위한 전략 설계 매트릭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Lilley(2009)의 제품 기반 행동개입전략 분류는 앞서 고찰한 

Geller(2002)의 세 가지 분류(교육성, 동기부여성, 지지성)를 제품기반 전략 

중심으로 분류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림 22는 Geller(2002)와 

Lilley 등(2005)이 분류한 행동개입전략을 비교하고, 이 중 제품기반 전략이 

행동 결정권의 주체가 사용자나 제품에 있는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분류체계이다. 

 
그림 22 행동개입전략 분류 비교(Geller,2002; Lilley et al., 2005)와 제품기반 행동개입전략(Lilley, 2009) 

제품기반 행동개입전략 분류체계 모형(Lilley, 2009)은 행동 결정권의 

양극에 사용자와 제품(서비스과 플랫폼까지 포함)을 놓고 차례로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에코 피드백 전략으로,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행동 유도 전략, 

자동적으로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설득적 기술 전략을 보여준다. 

Lilley(2009)는 이 모형을 통해 행동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러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품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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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전략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기능적 매칭 

Weber(2008)는 기능적 매칭(functionality matching)이라는 

행동개입전략을 Lilley(2009)의 세 가지 전략을 토대로 추가로 제시했는데, 

이는 그림 23 에서처럼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행동 적합성을 

토대로 제품의 기능을 에코 피드백(eco feedback)과 행동 조종(scripting), 

인텔리전트 제품과 시스템에 맞춰(forced functionality) 제안하는 것으로써 

디자이너의 의도와 사용자의 실제 사용 행동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23 기능적 매칭 행동 유도 전략(Weber, 2008) 

예를 들어, 공원에서 피크닉 후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면 다수의 사람은 다른 장소에 있는 쓰레기통을 

찾아 나서지 않고, 꽉 찬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 놓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바닥이 아닌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를 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 전체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통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능적 매칭 전략에 따른다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장소에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모아 놓는 



 

 48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Weber, 2008). 이 

전략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던 행동의 패턴으로부터 제품의 기능을 

맞춰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④ 제품을 통한 디자인 행동개입전략  

그림 24 는 Tang(2010)의 디자인 행동개입전략 모형(Design Behavior 

Intervention Model: DBIM)으로서 선행 행동과 습관의 변화에 대한 모형과 

연결해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Lilley(2009)의 행동 결정의 

주체의 축인 사용자와 제품의 기준을 가져가면서 이들을 7 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사용자의 의도(Intention)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용자에게 행동 

결정권이 있는 행동개입전략은 소통형으로서, 사용자에게 변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이다. 에코 정보제공(Eco-information), 에코 

선택(eco-choice), 에코 피드백(eco-feedback)으로 기존의 습관에 대해서 

자각하고 다른 방법을 자각하는 단계이다. 중간 단계는 사용자의 

습관(habis)에 영향을 많이 받는 행동개입전략으로서 외부의 힘과 소통하는 

형태로, 행동의 변화를 지속하는 전략이다. 보상/손실 기반의 행동 유도 

전략인 에코 스퍼(eco-spur)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을 

내장한 에코 스티어(eco-steer)가 이 단계에 속하는 두 가지 전략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게 된다. 제품이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전략으로 변화를 확신할 수 있다. 

에코 테크놀로지(eco-technology)와 클레버 디자인(clever design)이 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자동차의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IMA(integrated motor 

assist)나 변기와 세면대를 같이 놓아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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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디자인 행동개입전략 모형 DBIM(Design Behavior Intervention Model)(Tang, 2010) 

 
그림 25 행동 주체 통제권을 보여주는 행동개입전략 접근 분류(Tang, 2010) 

그림 25 는 그림 24 의 DBIM(Tang, 2010)의 우측에 위치한 

분류체계에서 행동 주체의 통제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개입전략 

분류 모형이다. 사용자 쪽에 결정권이 있는 전략일수록 규범적이고 내재적 

동기의 변화가 크고, 전략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적으로 이로운 방향은 제품 쪽에 결정권이 높은 전략일 수록 높다. 

아무래도 사용자는 의도와 달리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용자의 동기와 의도에 결정권이 높으면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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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줄 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규범과 동기, 수용성이 높은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Tang(2010)의 행동개입전략 

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행동 변화는 어떤 한 

종류의 개입전략보다 행동의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피드백 기술 기반 개입전략 

Froehlich 와 Findlater, Landay(2010)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즉각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의 행동과 상황에 맞추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기술(feedback technology)을 중심으로 환경심리학의 행동변화 연구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용자 연관성 정보(information), 

피드백(feedback), 보상(rewards), 목표 설정(goal setting), 

헌신(commitment), 비교(comparison)라는 여섯 가지 행동개입전략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연관성 정보(information)는 구체성, 시간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구어형 문구로 행동을 유도한다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불을 끄시오'라는 문구가 '방을 나갈 때는 불을 

꺼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문구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피드백(feedback)은 모든 전략의 허브 역할로서, 다른 전략들과 함께 

적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좋다. 또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피드백으로 

나뉘는데, 낮은 단계의 피드백은 특정 문제를 수학에서 틀렸을 때처럼 행동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적해 줄 수 있고, 높은 단계의 피드백은 

수학 등급을 A 로 받았을 때처럼 목표를 위해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와 다른 요소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피드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혼합되어 사용되거나 자주 업데이트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보상(reward)은 인센티브와 보상/처벌로 나뉘는데, 인센티브는 행동 

이전에 그것을 진작시키기 위한 효과를 위해 주어지고, 보상/처벌은 행동 

후에 발생하며, 실제 행동과 연관이 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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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goal setting)은 특히 피드백과 같이 사용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Latham과 Locke(2002)는 35년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목표 설정이 

가진 네 가지 행동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사용자가 목표와 

연관된 활동에 직접 주목하고 노력하게 한다. 두 번째, 목표 중 특히 높은 

목표는 낮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는 꾸준함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목표는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이나 지식을 사용하거나 적용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헌신(commitment)은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바람직한 목표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큰 동기를 부여한다.  

비교(comparison)는 최근 주목받는 사회 관계망 플랫폼인 SNS 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공간 안에서 경쟁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교하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헌신적 행동을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여덟 가지 세부 행동개입전략 분류 

Zachrisson과 Boks(2012)는 Lilley(2009)와 Tang(2010)의 행동개입전략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정보 제공

과 피드백은 동일하다. 중간 단계인 행동 유도단계는 활성화(enabling), 독

려(encouraging), 가이드라인 제공(guiding), 유도(steering)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제품과 기술적인 접근은 행동 강제(forcing)와 자동화된 행동

(automatic)으로 세분화하였다. 활성화나 독려, 강제 등의 용어 선택이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⑦ 사물을 매개로 한 작업 환경에서의 행동개입전략 

Yun과 Scupelli, Aziz, Loftness(2013)는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경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행동 과학의 지속가능한 

행동개입전략을 고찰하고, Geller(2002)의 개입전략 분류에 따라 여섯 

가지의 교육성 전략인 교육 (education), 조언(advice), 자가 모니터링(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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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목표(goals), 비교(comparison), 참여(engagement)와 세 

가지의 지지성 전략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보상(reward)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들은 앞서 고찰한 Froehlich 등(2010)의 여섯 가지 

개입전략에 조언, 자가 모니터링, 참여, 소통, 통제를 추가한 것이다. 

조언(advice)은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지속 가능한지 몰라서 행동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조언은 개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이고, 언제 

사무실을 떠나는지 기록하고, 그에 맞춰 알맞은 조언을 건넬 수 있어야 

조언의 효과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ing)은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존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어떤 구간에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언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전자 

기기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존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더 높은 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참여(engagement)는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해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인터렉티브 에이전트나 아바타, 모바일 폰의 대화형 

알림창(ambient display), 게임 등에 도입된 참여형 개입전략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참여형 전략이 

장기간 사용자의 행동 지속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 전략은 지지성 전략과 함께 적용했을 때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동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물리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 주는  

전략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적 연결망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공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댓글을 달아 

소통하면서, 자신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전기 코드를 한 군데에 너무 많이 꼽거나, 특정 제품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자가 모니터링을 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제품의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시스템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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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더욱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된다(Oinas-Kukkonen & Harjumaa, 2008). 

통제(control)는 행동을 쉽게 만들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전략으로서, 사용과 이해가 쉬운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알맞는 버튼을 찾아 누를 수 있고, 목표 행동에 알맞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작업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동일 행동을 손쉽게 반복할 수 있었다.  

 

⑧ 소 결 

그림 26은 Geller(2002)와 Lilley(2009)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세부 행동

개입전략을 추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어둡게 칠한 부분이 선행에서 추가

된 전략이다. Weber(2008)는 기능적 매칭 전략을 통해 기술을 통한 제품의 

행동변화도 사용자의 요건과 합치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Tang(2010)은 Lilley(2009)의 세 분류를 일곱 가지로 세분화 시켰으며, 선행 

행동 및 습관 연구와 단계를 연결하였다. Froehlich 등(2010)은 사용자의 상

황에 맞게 피드백하면서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참여약속, 목표설정, 비교, 

보상,손실로 세분화하였다. Zachrisson과 Boks(2012)는 행동 유도 전략을 사

용자의 관점으로 활성화, 행동독려, 가이드 제공으로 제안하였다. Yun 등

(2013)은 작업환경이라는 맥락에 맞춰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몰입적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이 작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 행동을 독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동기와 상응하는 외부 요소를 

디자인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행동 강제성을 배제한 피드백 전략

과 행동 유도 전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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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행동개입전략 분류체계를 토대로 세부 행동개입전략 추가한 연구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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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토대로 디자인 전략 판단 기준을 제시한 연구 

① 아홉 가지 차원의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 

Daae 와 Boks(2017)는 행동 결정의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선행 연구(Zaltman, 1974; Jelsma, 1997; Lilley et al., 2005; Elias et al., 2007; 

Bhamra et al., 2008; Wever et al., 2008; Lockton et al., 2010; Lidma & 

Renström, 2011; Tromp et al., 2011)에서 도출한 행동개입전략을 그림 27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을 활용하여 디자인 워크샵에 진행하면서 

얻게 된 55 개의 경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아홉 가지 차원(dimension)의 

전략을 정의하였다.  

 
그림 27 통제권에 따른 행동개입전략 비교(Daae & Boks, 2017) 

그림 27 은 선행 연구의 행동개입전략을 정보 제공(informing), 

설득(persuading), 결정(determining)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Lilley 가 제시한 피드백, 행동 유도, 설득적 기술이라는 용어와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류한 기준은 행동 결정의 통제 

주체로 동일하다. 사용자의 통제 자유도가 하단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전략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어만 다를 뿐 순서와 의미는 

Lilley 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Lockton, Harrison, Stanton(2010)과 

Tromp 등(2011)은 다른 연구들과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새로운 관점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한 연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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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이 두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해 Daae 와 Boks(2017)가 

제안한 디자인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Daae 와 Boks(2017)는 선행 연구가 도출한 전략들이 Lockton 

등(2010)을 제외하고는 주로 제품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전략으로써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행동개입전략을 양극의 차원으로 새롭게 분석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28 처럼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양 축에 놓은 카드 툴킷을 전문가와 이 

분야에 경험이 없는 실무 디자이너들에게 제공하여 워크샵 및 인터뷰를 

통해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 아홉 가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각각 행동 제어(control), 눈에 거슬리는 정도(obtrusiveness), 격려의 

방법(encouragement), 의미 부여(meaning), 실천 목표와 의도의 방향 

(direction), 타인과의 공감(empathy), 비중(importance), 전략의 타이밍 

(timing), 노출의 정도(exposure)이다. Lilley(2009)가 제시한 행동 결정의 

통제 주체는 별도로 빼서 그 축을 토대로 디자인 의도와 사용자 상황에 

맞는 디자인 원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략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이는 

행동 제어 전략 스펙트럼(spectrum of control)이라는 용어로써 설명하였다. 

이 중 그림 26 에서 제시되지 않은 전략은 잊어버린 과정을 

리마인드(remind)하기와 대체제/대안을 어렵거나(make the undesired 

behavior difficult) 쉽게 만들기(make the desired behavior easier)이며 디자인 

원칙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림 28 의 카드 툴킷은 앞면에는 행동 결정의 

통제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른 장단점을 보여주며, 각각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고, 뒷면은 사례와 함께 축 위에 디자인 원칙을 배치하여 

워크샵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툴킷을 

제공하였다.  

그림 29 는 행동 제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 차원을 보여준다. 

행동 제어는 먼저 디자인 원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따로 빼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여덟 가지 차원을 통해 디자이너가 사용자에게 

맞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정도를 정하면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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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행동 제어 전략 스펙트럼 디자인 원칙과 카드 툴킷(Daae & Bok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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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카드 툴킷 사용법과 아홉 가지 차원 카드 (Daae & Boks, 2017) 

② 소 결 

Daae와 Boks(2017)의 연구는 선행 연구의 행동 제어 관점의 

분류체계에서 더 나아가 추가로  여덟 가지 차원의 축을 제시하며, 그에 

적합한 전략을 사용자의 상황과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이들을 서로 맞추어 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툴킷으로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가 제시한 디자인 원칙과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사용자 동기에 맞게 정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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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매트릭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그림 30 은 선행 연구(Weber et al., 2008; Tang & Bhamra, 2012; 

Froehlich et al., 2010; Zachrisson & Boks, 2012; Yun et al., 2013; Daae & 

Boks, 2017)의 행동개입전략을 Lilley(2009)와 Daae 와 Boks(2017)의 분류 

기준과 함께 놓고 정리한 표이다. 그중에서 제품 주도의 강제적인 

개입전략을 제외하고, 사용자 주도에 따른 동기 변화와 전략에 대한 

수용성이 높거나 설득적인 행동개입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행동개입전략을 추후 매트릭스의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행동 변화를 가이드(Lilley, 2009)하는 피드백과 정보 제공 전략: 

• 정보 제공 (information) 

• 피드백 (feedback) 

• 리마인드 (remind) 

2. 행동 변화를 지속(Lilley, 2009)하는 행동 유도와 설득 전략: 

• 행동 활성화 (enabling)  

• 동기부여 (motivational) 

• 참여 약속 (commitment) 

• 목표 설정 (goal setting) 

• 행동 독려 (encouraging) 

• 위협 (threatening) 

• 보상 (reward) 

• 설득 (persuade) 

• 안내 (guiding) 

• 비교 (comparison) 

• 몰입적 참여 (engagement) 

•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 기존 행동 어렵게 (make undesired behavior difficult)  

• 목표 행동 쉽게 (make the desired behavior ea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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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의 우측은 그림 29의 Daae와 Boks(2017)의 여덟 가지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을 전략과 함께 놓고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1.    Obtrusiveness : 얼마나 거슬리도록 디자인 할 것인가? 

2.    Engagement: 행동을 촉진하거나 낙담시켜 독려할 것인가? 

3.    Meaning: 디자인 전략을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인 목적에 맞출 

것인가? 

4.    Direction: 디자이너의 의도와 사용자의 목표가 서로 상응하거나 

대치하는가? 

5.    Empathy: 사용자가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고려하는가? 

6.    Importance: 목표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7.    Timing: 전략을 사용 전과 중간, 후 중 언제 개입하는 것이 좋은가? 

8.    Exposure: 사용자는 얼마나 자주 제품에 노출되는가? 

 

이들은 디자인 의도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달리 적용해 볼 수 있는 

원칙으로서 3장에서 개발할 매트릭스의 디자인 원칙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원칙들을 활용한 워크샵 참여자를 인터뷰한 결과, 위  여덟 가지에 

사용자 통제 주체(control)의 축까지 포함한 9가지 차원 중에서 

디자이너들이 익숙하게 적용하였던 전략은 4가지 뿐이었다(Daae & Boks, 

2017). 이는 통제(control), 눈에 거슬리는 정도(obtrusiveness), 실천 목표와 

의도의 방향(direction), 타인과의 공감(empathy)이었는데, 그 외 다섯 가지 

차원인 격려의 방법, 의미 부여, 비중, 전략의 타이밍, 노출의 정도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실제 디자인 아이디에이션에서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트릭스에서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요소들과 연결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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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선행 세부 행동개입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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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동기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른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툴킷으로 발전시킨 연구  

① 세 가지 사용자 그룹에 따른 행동개입전략 

Lockton 등(2010)은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와 달리 행동개입전략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행동개입전략을 정의한 용어도 

그에 맞춰 수정하였다.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가 행동개입전략을 

거시적으로 분류한 틀을 토대로 그 안에 세부적인 전략을 제안한 것이라면, 

Lockton 등(2008;2010;2012)은 사용자의 성향과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외부 전략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행동개입전략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여러 워크샵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사용자의 특성을 서술하게 하고 

그것을 그림 31 처럼 신중한(thoughtful), 지름길(shortcuts), 핀볼(pinball) 

그룹으로 묶어서 정의하였다. 사용자 특성에 따른 분류는 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 연결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사용자의 첫 번째 그룹은 핀볼(pinball) 그룹은 도구의 힘에 따라 

상황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목표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이들은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 사용자이다. 이들에게는 

어포던스(affordance)와 행동 제어와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동변화의 지름길(shortcuts)을 원하는 효율적인 그룹으로 

도구에 의한 동기부여와 안내 및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 특성을 

띈다. 이들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 선택하는 사용자이다. 여기서 

조정이란, 기본 설정을 목표 행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Lockton 

et al., 2012; Coskun & Erbug, 2016).  

세 번째는 매우 신중한(thoughtful) 타입으로, 이들에게는 자유도가 

높은 전략이 적합하다. 이들은 항상 동기가 충만하며, 열정이 넘치고, 

생각이 깊다. 신중한 타입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피드백을 주는 접근으로도 그 정보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도와 합치된다면, 충분히 행동 변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Lockton et al., 2012; Coskun & Erbu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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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 가지 사용자 그룹(Lockton et al., 2010)8 

손민정과 남택진(2011)은 DwI를 통한 Lockton 등(2010)의 지속할 수 

있는 행동 접근 방법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디자인 전략 재구성에 

활용하였다. 그림 32는 전략을 행동 제어와 동기부여의 두 가지(행동 

가능하게 도와주는 방법과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로 나누어 총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세부 디자인 전략은 Abrahamse, Steg, Vlek, 

Rothengatter(2005)와 지속할 수 있는 행동 유도 방법(Fang & Hsu, 2010)과 

함께 고찰하여 재구성하였다. 

행동 제어는 Norman(1998)의 행동 유도를 위한 강제적 기능뿐 아니라 

자동화 기능과 비효율적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용자가 의도와 관계없이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다. 두 번째인 행동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이다. IoT 시스템처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 실천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쉽게 도와주는 방법, 사용상 동선이 

편리하도록 도구를 배치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환경적 걸림돌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보다 쉽게 행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인지적 

접근이다. 사용자 행동에 피드백을 주거나 사용자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과 

                                                
8 그림 출처: Design with Intent 툴킷

(http://designwithintent.co.uk/docs/designwithintent_cards_1.0_draft_rev_s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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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대응하여 기능이 변하는 인터페이스 활용, 가시성 증대, 적재적소에 

메시지를 제시하는 전략으로써 사용자의 행동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구와 감성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설득시키는 전략도 포함한다.  

 
그림 32 지속할 수 있는 상호작용 디자인 행동 접근 전략 (손민정과 남택진, 2011) 

Lockton 등(2010)은 행동개입전략을 행동을 제어하고 가능케 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으로 접근하여, 사용자와 도구(외부 

요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디자인 

과정에 적용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 선행 연구의 분류와 차이점이다.  

그림 33은 사용자를 성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한 Lockton 등(2010;2012)이 개발한 ‘Design with 

Intent(이하 DwI)’라는  여덟 가지 렌즈의 디자인 아이디에이션 카드형 

툴킷으로 101가지 디자인 패턴을 총  여덟 가지 렌즈로 나누어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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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덟 가지 렌즈는 각각 주변환경으로 행동 변화(Architectural), 

목표행동 교정(Errorproofing), 상호작용(Interaction), 게임디자인 

요소(Ludic), 형태와 의미의 연관(Perceptual), 직관적/인지적 

판단(Cognitive), 마키아벨리안 행동 메커니즘(Machiavellian), 원치 않는 

행동 방어(Security)의 관점이다. 

 

 
그림 33 DwI 툴킷의 여덟 가지 렌즈 

이 툴킷은 그림 34 처럼 101 가지의 행동 패턴을 사례 이미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을 한 가지씩 삽입한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하여 워크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가 포함된다.  

 
그림 34 DwI 툴킷 카드 사례: Angles를 활용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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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사용자 그룹에 따른 DwI 렌즈와 101 행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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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선행 연구를 통합한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보여주는 그림 

31과 Lockton 등의 세 가지 사용자 그룹에 적합한 DwI 툴킷의  여덟 가지 

렌즈와 그에 해당하는 101가지 패턴을 매칭(Lockton, 2013)한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이다. 사용자 그룹에서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데로 

따라가는(pinball) 그룹을 제외한 신중한(thoughtful) 그룹과 

효율적(shortcuts)인 그룹이 사용자의 내재적 요인과 상응하는 외부 요소를 

받아들일 것이라 보아 이들에 해당하는 렌즈와 패턴을 적용하여 세부 

행동개입전략 목록에 참고할 것이다. 신중한 그룹은 주변환경으로 행동을 

변화(Architectural)시키는 관점을 제외한 일곱 가지 렌즈 중 일부 행동 

패턴을 연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그룹은 마키아벨리안 행동 

메커니즘(Machiavellian)과 원치 않는 행동 방어(Security)의 관점을 제외한 

여섯 가지 렌즈의 행동패턴 중 일부를 연결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경험 관점의 제품의 행동개입 전략 매트릭스 

Tromp 등(2011)은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제품이 행동 변화에 

영향에 미치는 전략을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2 대 2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네 구간에 들어가는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배치하였다. 그림 36 의 Influence 

Framework(Tromp et al., 2011)는 외부 요소의 통제 수준과 드러남 정도를 

두 축으로 놓고 네 구간을 정의하였다. 외부 요소의 통제 수준이 높고 

드러남 정도가 명백한 구간은 강압적인(coersive) 전략이 적합하고, 드러남 

정도가 은근한 구간은 명확하게 결정(decisive)하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적합하다. 또한, 외부 요소의 통제 수준이 낮고, 드러남 정도가 명백하다면, 

사용자를 설득하는(persuasive) 전략이 적합하고, 드러남 정도가 은근하다면 

사용자를 매혹(seductive)시키는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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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외부 요소 통제 수준과 드러남 정도에 따른 Influence Framework(Tromp et al., 2011) 

다음은 열한 가지 디자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제 1 원칙. 목표하지 않은 행동에 인지할 수 있는 방해물을 만들어 

준다(Create a perceivable barrier for undesired behavior (pain)).  

예를 들면, 주차하면 안되는 장소에 빨간색 경고 폴(pole)을 여러 개 

고정해 놓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물리적인 방해물을 보면서 그 장소에 

주차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전략의 

경우 그 효과는 확실할 수 있지만, 지속 정도는 상황에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길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 2 원칙.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어 준다(Make 

unacceptable user behavior overt (shame)).  

이 전략은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주는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행동들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영업자에 들어갈 때 체크해야 하는 QR 체크인 과정은 

입구에서 코드를 찍고 들어갈 때 백신에 관한 정보(‘백신 접종 후 14 일이 

지났습니다’ 혹은 ‘백신 1 차 접종 완료하였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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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그것이다. 방역처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이에 반감을 품을 수 있는 

전략이다.  

제 3 원칙. 제품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 행동을 꼭 해야 되는 

행동으로 만들어 준다(Make the behavior a necessary activity to perform to 

make use of the product function).  

이 전략의 경우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 Niedderer(1999)는 컵들끼리 서로 기대고 있어야 서 있을 수 있도록 

‘social cup’을 디자인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컵 디자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반드시 목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실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꼭 거치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의지나 동기와 맞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제 4 원칙. 특정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을 제공한다(Provide the user 

with arguments for specific behavior).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담배 패키지에 담배때문에 손상된 폐 이미지

를 삽입하였다. 흡연으로 망가지는 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

여주어 흡연 행위를 예방하거나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는 직접 행동을 바

꾸려 하기 보다 외부 정보를 통해 행동을 제시하거나 형성하거나 바꾸어서 

접근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 습관적으로 흡연하고 있

는 이들에게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제 5 원칙. 행동을 제시한다(Suggest actions).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트리거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시보드 기어 사인으로 운

전자가 바로 기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예가 그렇다. 자동차의 사례는 생

명과 연관되어 있어, 특별히 강제하지 않고 간단한 사인만으로도 행동을 변

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인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동기가 약한 경우

라면 행동을 항상 이끌어 낼 수는 없는 설득적 전략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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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원칙. 동일 행동에 다른 동기(의미)를 부여한다(Trigger different 

motivations for the same behavior). 

농구 골대처럼 디자인한 휴지통은 점수가 농구처럼 할 때처럼 내용물을 

맞춰서 넣으면 올라가지만, 쓰레기를 버린다는 형태와 의미가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을 가진 동일한 행동을 개입시켜 달성할 수 

있으며, 이전에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행동은 이 새로운 연결을 통해 사용

자의 내적 동기를 활성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경우도 의미를 치환한 

형태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과 잘 맞아야 한다. 만약 의미가 다

른 상황에 잘 부여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행동을 더욱 안 하게 되는 역효과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 7 원칙.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Elicit emotions to 

trigger action tendencies).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 하기 위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취

한다. 행동을 강화시키는 사전 요인이나 결과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찡그리거나 웃는 얼굴을 통해 운전자들

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속한다. 긍정적인 피

드백을 얻고자 하는 보상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다.  

제 8 원칙.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행동을 유도한다(Activate 

physiological processes to induce behavior).  

Go-to-Move 테이블은 회의 중 서서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서 있으

면 더 활동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전략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물

리적으로 신체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 선호되는 태도를 갖추도록 자극해 주

는 전략이다. 앉아서 하는 회의보다 서서 하는 회의가 집중력을 더 올려주

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 그림 38의 8번 원칙의 사레처럼, 엎드려서 하는 

것은 기존의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 줄 수도 있

다. 

제 9 원칙. 자동적인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트리거를 

준다(Trigger human tendencies for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s).  

시각적인 비대칭이나 색상의 부조화를 바로잡으려는 본능이나 학습된 

기능에 기대어 제품의 형태나 기능에 사용자로서 불편한 요소를 심어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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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도한 대로 제품이 

수정된다면, 사용자가 목표했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긍정

적인 결과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만 이 원칙도 이미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하려는 목표 행동이라면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다.  

제 10 원칙.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준다(Create 

optimal conditions for specific behavior).  

자연적으로 목표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황을 디자인해서 만

들어 주는 전략이다. 회사의 복도에 비치된 커피머신은 사람들이 복도 공간

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서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는 

자연스러운 행동개입전략이다.  

제 11 원칙. 목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으로 만든다(Make 

the desired behavior the only possible behavior to perform).  

버스 정류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정류장 간의 간격을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적당한 거리를 참고 하여 그에 따라 그 위치를 배치하는 것이다. 동기

가 낮은 사용자는 이렇게 간격이 강제적으로 띄어져 있는 것을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 요소의 개입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도 느

끼지 않기 때문에 은근하게 행동에 순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Tromp 등(2011)은 각 구간에 해당하는 총 열한가지의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였다. 그림 37 은 사례와 함께 각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제 1 과 2,3 원칙은 강압적 전략에 속하고, 제 4 와 5 원칙은 설득적 

전략, 제 6 과 7 원칙은 매혹시키면서도 설득적인 전략이다. 8 과 10 원칙은 

매혹시키는 전략, 제 9 와 11 원칙은 결정적 전략이다. 이렇게 열 한 가지의 

디자인 원칙 중에서 강압적 전략인 제 1,2,3 원칙과, 결정적 전략인 제 9 와 

11 원칙을 제외하고, 설득적 전략과 매혹시키는 전략인 제 4, 5, 6, 7, 8, 

10 원칙 여섯 가지는 몰입형 행동개입전략 정의에 참고할 수 있다. 그림 

37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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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Influence Framework의 열 한 가지 디자인 원칙(Tromp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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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 결 

Lockton 등(2012)과 Tromp 등(2011)은 각각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의 

관점의 DwI툴킷과 외부요소의 경험적 관점으로 정리한 매트릭스 및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였다. 행동 결정의 주체에 따라 개입전략을 정리한 선행 연구

가 일방향의 관점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두 연구는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틀로서 사용자와 디자인을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2대 2 매트릭스에 맞는 행동개입전략을 X축의 드러남을 Y축

의 통제에 추가하여 외부 요소인 개입전략을 좀 더 다각화시킨 관점으로 바

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해 주었다.  

그림 38는 Geller(2002)와 Lilley(2009)의 행동 결정 주체의 축을 토대

로 통합한 그림 31의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사용자 경험적 관점으로 개입전

략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 시킨 그림 36의 Tromp 등(2011)의 2대 2 매

트릭스에 배치한 것이다. 그림 35에서 사용자와 외부 요소의 상호작용 관점

을 더한 Lockton 등(2010)의 사용자 그룹과 DwI툴킷의  여덟 가지 렌즈 

입혀 선행 연구의 행동개입전략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매트릭스의 행동개입전략 배치는 Daae와 Boks(2017)의 행동 결정 주체

의 축 위에 놓인 순서를 토대로 하였고, Lockton 등(2012)의 사용자 그룹에 

따른 101가지 행동패턴의 내용을 고찰하여 교차적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신중한(thoughtful)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주도적이고 명백하게 

정보가 보이는 설득적 전략이 효과가 있는데 목표행동 교정(Errorproofing)

의 경우 ‘conditional warning’은 상황에 따라 행동에 경고를 주는 전략의 

패턴명으로 정보 제공 및 피드백과 연결될 수 있어 해당 개입전략 근처에 

배치하였다. 또한, 형태와 의미의 연관(Perceptual)의 경우 ‘watermarking’은 

구매하는 과자 봉지에 소비자의 이름을 적게 하여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

는 행동을 막는 전략의 패턴명인데 이는 목표 행동을 실천하기 전에 서약을 

하는 참여 약속(commitment)와 같은 전략으로 보아 같이 붙여서 배치하였

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연구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유사한 전략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론의 문제 정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관련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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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무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되지 않는 용어

의 사용이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 개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없어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익숙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 문제였다. 

따라서 친숙하지 않은 용어는 유사한 기존 용어로 통합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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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선행 행동개입전략 통합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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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설득적 디자인의 행동개입전략  

Fogg(2009)는 행동을 초래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동기(motivation), 

능력(ability), 프롬프트(prompt)를 도출한 공식 ‘B=MAP’를 제시하였다. 그림 

39 는 이 공식을 그래프 화한 것으로 프롬프트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이 모형은 동기와 능력에 맞는 프롬프트인 각 구간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의 특징을 제시해 준다. 프롬프트는 즉각적인 행위를 초래하는 

명령체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행동개입전략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동기를 내재적 요인으로 보고, 그와 상응하는 외부 개입 요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모형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39 B=MAP 공식(Fogg, 2009) 

첫 번째 프롬프트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동기는 높으나 능력은 

낮은 사용자를 위해 능력을 보충해 주는 지지성 전략이다. 두 번째는 

스파크(spark)로서 능력은 좋으나 동기가 부족한 이를 위해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시그널(signal)로서 동기와 능력이 모두 상위 구간에 속할 

때 단순 신호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Fogg(2009)의 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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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동기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전혀 

행동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 머무는 사용자는 동기를 

높여주는 스파크 전략을 쓰든, 능력을 올려주는(과제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전략을 개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프롬프트 중에서 사용자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은 스파크 뿐이지만, 

행동이 지속해서 발생하려면 동기뿐 아니라 행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향상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전략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시그널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Fogg(2009)의 행동 모형은 

행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부 요소의 균형을 토대로 지속적 실천을 위한 

행동개입전략의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림 40 행동 모형의 세 가지 요소(Fogg, 2007) 

그림 40 은 그림 39 에 앞서 Fogg(2007)가 제안한 초기 행동 모형이다. 

프롬프트는 트리거라는 용어로 설명되었지만, 세 가지 프롬프트는 현재 모형과 

동일하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Fogg(2007)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쁨(pleasure)과 아픔(pain), 희망(hope)과 

두려움(fear), 사회적인 수용(acceptance)과 거절(rejection)이다. 먼저 기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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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은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제품의 기능에 녹이는 것은 효과가 큰 가장 본능적인 동기부여 전략이라 

말한다.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은 기쁨과 아픔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나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은 아주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백신의 

폐해가 두려우면서도 3 차 부스터 접종을 결심하는 것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때문에 업데이트를 미루는 행동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인 사회적인 수용과 거절은 사회적인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받아들여질지 신경을 쓰면서 

행동하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그룹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온라인 

세상에서의 사회관계망이 발달한 요즈음,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그 플랫폼의 기능을 디자인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요인은 과제를 단순화시켜 능력을 향상해주는 것이다. 과제를 

단순화시키는 요소는 시간, 돈, 물리적인 노력, 지적인 고뇌, 사회적 일탈, 

비일상적인 방해 요인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돈이 

내 수준보다 많이 들거나, 물리적인 노력과 지적인 고뇌를 요구하는 일, 사회적 

일탈을 해야 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과제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과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방해 요인의 장벽을 줄여나가는 일이 

외부 요소의 개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Fogg(2009)의 행동 모형이 제시해 주는 것은 세 가지의 전략을 

사용자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과 과제를 단순화시켜주는 방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내외부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행동을 지속해서 발생시키는 행동개입전략의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2.3.3 게이미피케이션의 행동개입전략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 디자이너 Nick Pelling(2011)이 2002 년에 

제안한 용어로 게임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이른다. 즐거움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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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게임 요소라면, 이는 게임 외 맥락에서 

자발적이고 몰입적인 놀이 경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플레이어의 동기를 유발하고, 게임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지속해서 유발되는 상태를 몰입이라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의 수준에 맞춘 

단계의 성장을 통해 초심자로부터 마스터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게임 레벨 체계의 역할이다.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플레이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Schell, 2008; Zicherman & 

Cunningham, 2012; Chou, 2015; Karimi & Nickpayam, 2017)을 고찰하고 

자연스럽게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는 행동개입전략을 정리하면서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와 통합하고자 하였다. 

 

① Schell의 게임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렌즈 

Schell(2008)은 게임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렌즈를 제시하면서, 디자이

너가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총 113가지의 렌즈 중에서 5가지를 통해서 즐거

움과 몰입 경험 및 목표 설정, 능력 향상,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자아 정체성

과 공동체에 관한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림 41 즐거운 경험 분류(Sch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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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렌즈는 즐거움(pleasure)이다. 그림 41 은 Schell(2008)이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pleasure)을 분류한 것이다. 

기대감(anticipation), 성취감(anticipation), 승리의 기쁨(triumph over 

adversity), 선택권(possibility), 경이와 벅차오름(wonder), 

깨끗함(purification), 깜짝 놀람(surprise), 스릴감(thrill), 선물 준비하면서 

느끼는 행복감(gift giving), 유머러스함(humor), 악당을 처단한 

즐거움(delight in another’s misfortune)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동기부여 

요소로서 행동 사전과 사후의 감정이 함께 뒤섞여 있다. 기대감과 선물 

준비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선택권은 행동의 사전적 감정이고, 그 외 행동의 

결과적 감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을 통한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행동의 어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42 몰입 렌즈(Schell, 2008) 

두 번째 렌즈는 몰입(flow)이다. 그림 42는 플레이어의 관심을 집중시

킬 수 있는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던져봐야 할 몇 가지 질문을 제

시한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가졌는지 플레이어와 디자이너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게임 요소 중에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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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수준의 과제가 제공되면서 플레이어의 실력이 점차 늘도록 하고 있

는지, 디자이너가 의도한 속도로 플레이어의 속도가 늘고 있는지와 같은 질

문들이다. 몰입의 조건은 Csikszentmihalyi(1990)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앞

서 고찰한 균형과 성장에 관한 내용과 같다. 게임을 디자인할 때에 그 두 

조건이 어떻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질문들이다. 또한, 이 질문

들은 몰입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목표 행동 실천을 위한 행동개입전략 설계

에도 필요하다.  

 

 
그림 43 목표 렌즈(Schell, 2008) 

세 번째 렌즈는 목표(goal)이다. Schell(2008)은 좋은 게임의 목표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목표의 명확함이고, 둘째는 

성취 가능한 목표, 즉 플레이어의 능력에 맞아야 하고, 목표를 이뤘을 때 보

상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3의 목표 렌즈에서도 몇 가지 

질문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들 역시 명확하고, 성취할 수 있으면서 

보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용자의 

목표 설정 주도권에 대해 묻는 것과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의 혼용적 

제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 렌즈는 능력(Skill)이다. 그림 44도 플레이어의 능력에 맞게 게

임이 디자인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질문 거리를 던져준다. 능력과 과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연습을 계속해서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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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입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44 능력 렌즈(Schell, 2008) 

 
그림 45 공동체 렌즈(Sch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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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렌즈는 공동체(community)이다. Schell(2008)은 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플레이어는 집단으로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합심하여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림 45 는 그 조건을 

지지하기 위해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 거리이다. 이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변 환경이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신입과 플레이어, 오래된 

플레이어들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벤트가 제공되는지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집단으로 플레이했을 때의 

이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다.  

 

② Zicherman과 Cunningham의 개방과 변형 가능 체계 

Zicherman과 Cunningham(2012)은 강력하게 플레이어의 동기를 유발

하는 방법으로 플로우와 행동의 강화를 살펴보았으며, 초심자가 마스터가 

되는 단계적 성장(Dreyfus, 1980)을 고찰하였다. 플로우는 이미 

Csikszentmihalyi(1990)와 Schell(2008)의 문헌에서 고찰하여 반복하여 다루

지 않고, Dreyfus(1980)의 단계적 성장 모형은 3장에서 매트릭스의 틀을 구

조화해나가면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 게임의 관점으로 간

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모든 플레이어는 성장의 단계를 모두 밟아나갈 필

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좋은 게임은 개방적이고 변형 가능한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는 어떤 단계든 본인이 떠나고 싶

을 때 떠날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래야만 게임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바꿔볼 수 있는 의지가 생겨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체계의 개방성과 변형 가능성을 제품

이나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에도 사용자의 의도와 동기를 존중해 주는 한 방

식으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③ Chou(2015)의 팔각형 게이미피케이션 프레임워크 

Chou(2015)는 그림 46처럼  여덟 가지 항목을 각 꼭지점으로 둔 팔각

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각각 의미(meaning)와 힘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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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 예측불가성

(Unpredictability), 예방(Avoidance), 희귀함(Scarcity), 소유권(Ownership), 

성취감(Accomplishment)이다. 꼭지점별로 게임에서 적용하는 전략을 정리

하여 한눈에 게임 요소와 연결되는 게임 전략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림 46 사용자 중심의 팔각형 게임 전략 프레임워크(Chou, 2015)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이너가 게임 전략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게임 디

자인의 세부적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게임 외의 다른 제품이나 플랫폼에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Schell(2008)의 즐

거운 경험 분류를 더욱 상세하게 전개한 것으로,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받아 상황에 지속해서 

몰입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고찰하였

다.  

Chou(2015)의 프레임워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심적 동기부여 요소는 

특정 상황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서사의 흐름(epic meaning) 속에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과 자아의 발전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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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을 느낄 수 있도록 피드백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empowerment) 하여 스스

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몰입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그리고 몰입 상황에서 소유권을 경험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점 중 하나라는 것도 발견하였

다. 더불어 사회적인 연결과 영향력(social influence) 아래 있다는 점을 활

용하여 이를 동기부여 요소로 활용하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희소가

치(scarcity)와 기다림에 대한 동기부여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즉

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온종일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욕구

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명품 브랜드의 자신들의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식

을 보면 희소성의 효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ility)은 행동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것도 이 요소의 일환

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loss)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초래되는 것이다.  

 

④ Karimi와 Nickpayam의 동기부여 디자인 원칙 

Karimi와 Nickpayam(2017)은 사용자에게 내외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제안한다. 

1.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라 (Increase in user satisfaction). 

지속해서 사용자의 행동 진전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개

인적 목표를 성취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낙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라(Conveyance of optimism). 

게이미피케이션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며, 성취감

과 성공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이다.  

3.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라(Facilitation of social interaction). 

게이미피케이션은 사회적 교환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의 공동체로 

진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4. 거시적인 의미를 해결하라(Provision of meaning).  

게이미피케이션은 개인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최상의 문제를 해결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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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47 자기 결정 이론-게임에서의 동기부여 모형(Deci & Ryan,2000) 

이 네 가지 원칙은 그림 47의 내재적 동기부터 사회적 동기, 외적 동기

를 보여주는 Deci와 Ryan(2000)의 자기 결정 이론 모형을 통해 개인으로부

터 사회, 외부와 연결되는 흐름이 설명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개인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어 강해지고, 사회적 동기는 공동체 내의 비교와 경쟁에서 

기반하여 성장하며, 외적 동기는 행동에 따른 보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사

용자 동기부여의 세 개 층위의 관점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⑤ 소 결 

그림 48에서 보다시피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은 Schell(2008)의 렌즈 분

류를 토대로 본다면, 즐거운 경험과 몰입, 목표, 능력, 공동체가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다. Zicherman과 Cunningham(2012)은 사용자 주도

의 플랫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개방과 변형 가능한 체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Chou의 경우, Schell의 게이미피케이션 전

략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궁극적인 틀은 같다. 역시 서사의 

흐름을 통해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 

주도적으로 체계를 변형할 수 있는 힘을 쥐여 주고,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Karimi와 Nickpayam(2017)도 동일하게 개인의 성

장과 자기 결정 상황,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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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선행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의 고찰과 비교 

이번에 고찰해 본 게이미피케이션의 전략은 Tromp 등(2011)의 매트릭스의 

네 구간 중에서 매혹 시키는 전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비교하는 전략 또한, 기초적으로 적용되

어야 하는 전략이기는 하다. 따라서 그림 49은 설득적 전략을 1번으로 놓고, 

매혹 시키는 전략을 2번으로 놓아 이것이 게이미피케이션 전략과 연결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용자 주도에 가까운 두 구간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품 주도의 나머지 두 구간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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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매혹시키는 전략과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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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2 장은 선행 행동 연구를 통해 행동의 내외부 요소간 상호관계성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개입전략 연구를 세 가지 관점인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설득적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고찰하여 단계적 성장을 

위한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쥐여 

주면서,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의도와 동기가 상응하는 행동개입전략이 분류 

기준과 전략을 상세하게 도출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보틀팩토리 사례는 사용자의 자가적 동기를 토대로 특정 상황에 

몰입하여 목표 행동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전략의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용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까지 그 흐름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몰입의 3 채널 모형(Csikszentmihalyi, 2005)은 능력과 과제의 균형 

및 점진적인 성장을 토대로 하는 단계형 매트릭스의 구조를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 선행 연구의 유사한 개념의 용어들을 디자이너가 익숙하게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림 50 은 Lockton 

등(2010)과 Tromp 등(2011)의 선행 행동개입전략 연구에서 유사 용어는 

통합하였다. 주황색으로 색칠한 전략은 게이미피케이션 연관 전략으로서 

주로 매혹시키는 전략에 속해 있지만, 목표 설정과 비교의 경우는 설득적 

전략에 속한다. 이 두 구간에 적용된 사용자의 그룹(Lockton et al., 2012)은 

문헌의 정의에 따라 효율적인 지름길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매혹시키는 

전략이 적합하고, 신중한 사용자에게 정직한 정보 제공 중심의 설득적 

전략이 적합하다고 분류하였다. 하지만 매혹시키는 전략이 사용자 동기를 

유발하기에 이 분류는 사용자 그룹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기보다는 행동의 

단계적 접근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목표 행동 

초반에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설득적 전략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점차 상황에 익숙해 지면서 효율을 따지게 되는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고, 매혹 시키는 전략의 적용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단계적 적용 

논의는 3장에서 이어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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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사용자 동기부여형 선행 행동개입전략의 통합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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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 

 

 

2 장은 1 장에서 제기한 외부 조건만의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사용자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3 장의 목적은 행동의 몰입적 단계를 디자인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2 장에서 정의한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와 통합하여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구간 모형과, 점진적 성장의 단계와 그 특성을 

보여주는 Dreyfus(1980)의 성장 모형(Dreyfus Skill Acquisition Model)을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행동 

몰입의 단계에 따라 사용자 동기를 강화하는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을 

제안할 것이다.   

 

제 1절 매트릭스의 구조화 

3.1.1 Csikszentmihalyi의 몰입 구간의 경험 

Csikszentmihalyi(2005)는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과제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조금씩 과제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을 몰입 구간(flow channel)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다.  

그림 51 의 경험 변동 모형(The Experience Fluctuation Model)(Dell 

Fave, Massimini & Bassi, 2011)은 능력과 과제의 관계를 두 축으로 여덟 

구간의 감정을 정의하고, 몰입과 비몰입의 조건을 설명해 준다.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3채널 모형과 동일하게 X축은 능력, Y축은 

과제로 놓고 개인마다 상이한 판단 기준을 원형 가운데에 놓고 주관적 

기준(subjective mean: 이하 SM) 0 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X 축 능력은 

개인이 외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the personal capabilities possessed 

to cope with)을 의미하며, Y 축 과제는 행동에 대한 외부의 환경적 기회를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인식(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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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action)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행동 내재적(능력)이고, 

외부적(과제) 요소와 일치하는 정의이다.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에서 능력과 과제의 균형 관계에 

따라 몰입 구간은 1 번과 2 번, 3 번이고, 두 축의 불균형 상태로 비몰입하는 

구간은 4번부터 8번까지이다.  

 

그림 51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 

구간 2 번에서 개인은 능력과 과제가 SM 보다 더 높으며 즐거움과 

득의양양한 감정에 기반한 몰입(flow)을 경험한다. 구간 1 번은 과제의 

수준이 SM 보다 다소 높고, 능력은 SM 과 같아서 과제가 

도전적(arousal)으로 느껴지지만 불안(anxiety)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구간 

3 은 과제의 수준은 SM 과 같고, 능력은 그보다 높아서 과제를 

통제(control)할 수 있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구간 2 번의 몰입 상태에 있다가 능력이 올라가면 구간 3 번의 통제 

구간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새로운 과제를 받으면 구간 1번의 도전 구간으로 

움직이면서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구간 7 번과 8 번의 경우 능력은 SM 보다 낮지만, 과제는 그보다 

높거나 같다. 따라서 능력에 비해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불균형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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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위자는 불안감(worry & anxiety)을 느끼게 된다. 구간 4번과 5번의 

경우 과제는 SM 보다 낮고, 능력은 그보다 높거나 같다. 그래서 역시 두 

축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지나치게 편안함(relaxation)을 느끼거나 

지루(boredom)해 하게 된다. 구간 6번은 과제나 능력이 모두 SM에 미치지 

못하여 그 상황을 냉담(apathy)하게 된다. 이 중 비몰입하는 구간인 구간 

4 번부터 8 번까지는 본 연구가 개발하는 매트릭스의 경험 구간에 해당되지 

않고 구간 1 번부터 3 번까지의 도전(arousal)과 몰입(flow), 통제(control) 

경험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2 몰입 구간(Csikszentmihalyi,2005)을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과 통합한 모형 

그림 52 는 Csikszentmihalyi(2005)의 몰입 3 채널 모형을 3 대 3 

매트릭스로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아홉 개의 구간 중에서 능력과 과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감(좌측 상단)과 지루함(우측 하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구간과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 Bassi & Dell Fave, 

2016)의 몰입 경험 9을 통합한 모형이다. 낮은 능력에 비해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불균형이 초래된 불안감은 그림 51 의 구간 8 번과 같으며, 그 결과 

행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높은 능력에 비해 쉬운 과제가 주어짐에 

                                                
9 그림 51에 따라 각각 도전(arousal), 몰입(flow), 통제(control)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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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초래된 지루함은 그림 51 의 구간 5 번과 같으며, 이 경우 행위자는 

도전적 의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행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52 의 일곱 몰입 구간은 도전, 몰입, 통제의 경험이 각각 두 

세개씩 배치되어 있다. 도전적 경험은 능력에 비해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능력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제공했을 때 느낄 수 있다. 몰입적 경험은 매트릭스의 중앙을 관통한다. 즉, 

능력과 과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다. 초기 

몰입 단계에서 사용자의 능력은 차후 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낮으며, 따라서 

이와 균형 관계를 맺는 주어진 과제의 수준도 낮다. 그렇지만 이 능력과 

과제의 낮음 정도는 그림 51 의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에서처럼 개인의 수준(SM)보다 낮아서 냉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구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구간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성장을 경험할 

수 없어 냉담이나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행동 실천을 

위해서 균형과 성장의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제의 경험은 

능력에 비해 과제가 쉬운 상태로서 행위자가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행동을 반복하여 연습할 수록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과제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가 계속 

제공되면, 행위자는 금새 경험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몰입 구간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그림 52 는 행위자의 능력과 과제의 수준이 서로 균형을 깨지 

않아야 행위자가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능력과 

과제 두 축의 균형 관계가 유지되면서 단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건을 디자인해야 행위자가 지속해서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어서 Dreyfus(1980;2004)의 성장 모형에서 행위자의 단계적 

성장 과정과 심리적 기능 상태를 고찰하여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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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Dreyfus의 성장 모형 

2 장에서 고찰한 선행 게이미피케이션 전략 연구를 살펴보았다. 게임은 

플레이어의 동기를 유발하고, 게임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해서 

부여하는 것으로서, 게임 연구는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제공10해 주면서, 그를 초심자로부터 마스터로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이 

때 게임의 레벨 체계는 능력과 과제의 균형 관계를 유지시켜 플레이어의 

몰입도를 지속시켜주는 장치이다. Dreyfus(1980)의 성장 모형은 초심자로부터 

마스터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게임의 각 레벨의 동기부여 장치들 때문에 

플레이어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의 능력은 성장하게 된다.  

게이미피케이션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최근 들어 더욱 많은 

어플리케이션(APP) 서비스에서 게임의 동기부여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기능을 

디자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53 는 자발적 동기부여 요소를 적용한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첫째, 좌측 상하 이미지는 사용자가 공유컵 서비스인 

‘보틀팩토리’의 파트너 카페나 매장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클럽이라는 

APP 이다. 고객은 제로클럽 APP 으로 매장 QR 코드를 찍은 후,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제로클럽 멤버들간의 리더 보드 11  를 통해 비교와 경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둘째, 중간 상하 이미지는 아디다스 멤버십 서비스로 

‘크레이에터스 클럽’ 12이다. 멤버십은 총 4 단계로 각각 챌린저(challenge), 

플레이 메이커(playmaker), 게임 체인저(gamechanger), 아이콘(icon)이며, 

등급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제공된다. 아디다스 고객들은 멤버십 등급에 따라 

혜택의 이점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등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셋째, 우측 상하 이미지는 지역 기반 

중고마켓 ‘당근마켓’ App 이다. ‘당근마켓’은 매너온도의 차등과 활동 배지를 

                                                
10 이를 게임의 레벨 체계(level system)라고 부른다. 
11 리더보드(Leaderboad)는 고객 그룹이 특정 기간에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경쟁 상대와 성과 비교를 통해 사용자에게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준

다. 
12 아디다스 크리에이터스 클럽(https://www.adidas.co.kr/creatorsclub)은 이메일이 있는 사용자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레벨을 올려서 추가 할인 및 런타스틱 유료 버전 등의 리워드 혜

택을 받으려면 브랜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제품 리뷰 등의 과제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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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지역 기반 중고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사용자들 간 매너 있는 거래 

문화를 정착 시키는 도구로써 활용한다. 

 
그림 53 게이미피케이션 자발적 동기부여 요소 APP 적용 사례: 제로클럽, 크리에이터스 클럽, 당근마켓13 

Dreyfus(1980) 성장 모형은 사용자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이 모형은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1 단계는 

초보의 기술을 가진 노비스 (novice)이고, 2 단계는 1 단계에서 기술이 좀 더 

발전된 어드벤스드 비기너 (advanced beginner), 3 단계는 어느 정도 기술과 

                                                
13 그림 출처: 제로클럽APP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bottlefactory.zeroclub&hl=ko&gl=US), 크리에이터스 

클럽 (https://www.adidas.co.kr/creatorsclub), 당근마켓(연구자의 개인 APP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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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능숙해 진 컴피턴스 (competence), 4 단계는 매우 원활하게 기술과 

과제를 처리는 프로피션트 (proficient), 5 단계는 기술과 과제를 자유롭게 갖고 

노는 게 가능한 엑스퍼트 (expert)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1 과 2 단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놓인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만을 볼 수 있으며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집중한다. 이 단계를 지나 과제를 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가진 3과 4 단계 이후의 사용자부터는 맥락의 흐름을 살필 수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망할 수 있게 되므로, 타인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4 단계 이후부터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고, 마지막 5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과제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통달한 상태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단계의 사용자에게 외적인 방해요인은 모두 사라지고, 그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4 는 능력과 과제의 XY 축을 토대로 계단형으로 

사용자의 능력이 성장하는 다섯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54 성장 모형(Dreyfus, 1980) 

3.1.3 몰입과 도전, 통제의 일곱 단계 

그림 55 는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의 몰입 경험과 

Dreyfus(1980)의 성장 모형의 사용자 성장 다섯 단계를 3 대 3 의 단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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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에 통합하여 완성한 모형이다. 각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화살표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따라서(e.g. Lockton 등(2012)의 신중한 

그룹 vs 효율적인 그룹) 단계가 진행되는 방식도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5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 (일곱 단계 정의) 

그림 55 에서 몰입 경험은 일곱 단계14로 정의하였다. 그렇지만, 사용자에 

따라 단계를 밟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부터 마스터까지 

경험한다고 보았을 때 실제로는 다섯 단계에서 일곱 단계까지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1단계는 초심자(novice) 몰입 단계로서 첫 몰입 행동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목표 행동이 아직 몸에 익숙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입에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2단계는 사용자에 따라 초심자 

도전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15 

사용자가 도전적이라면, 과제의 수준을 높여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초심자 도전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안정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14 초심자 몰입 단계, 초심자 도전 단계,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자신감 생긴 도

전 단계, 능숙한 통제 단계,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총 일곱 단계이다. 경험 변동 모형(그림 52)과 성장 

모형(그림 54)을 통합하여 각 단계의 명칭을 정의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이를 사용자의 변화에 따른 욕구와 외부 방해 요인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Cash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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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쉬운 과제를 해결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을 획득하는 단계인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계는 초심자 도전 단계이거나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에서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로 진입했던 사용자가 초심자 도전 단계를 

밟고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바로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사용자의 몰입 기간은 

1 단계인 초심자 몰입/도전 단계에 비해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능력이 성장하였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후 4 단계는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나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5 단계는 경계 없는 몰입 단계나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사용자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6 단계로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16   

 
그림 56 무한 반복하는 몰입 단계의 지속을 통한 성장 

모든 사용자가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밟아나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동기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의 행동개입전략이 능력과 

과제의 균형적 관계처럼 상호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단계는 점진적으로 

                                                
16 3단계에서 초심자 도전 단계로 진입한 사용자의 경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 



 

 100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부터 

진입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목표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이자 새로운 목표 행동의 초심자 몰입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림 56 와 같이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는 무한히 상승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3.1.4 행동 단계별 심리적 기능 상태 

그림 57은 성장 모형(Dreyfus. 1980)와 심리적 기능 상태를 함께 보여준다. 

맥락적 사고는 회상(recollection)이고, 전체를 조망하는 사고는 

인식(recognition)이다. 상황에 관한 직관적 사고는 결정(decision)이며, 몰입으로 

가는 사고는 새로운 상황을 깨달는 인식(awareness)의 관점이다.  

 
그림 57 성장 모형에 따른 심리적 기능 상태(Dreyfu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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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심자(novice)의 몰입 단계에서 사용자는 맥락에 따라 과제를 

해석하기 어렵고, 개별적 기능과 부분적인 인식에 그 사고가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능숙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찰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어드벤스드 비기너(advanced beginner)는 비로소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사고를 

갖추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컴피턴스(competence)가 되면,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목표 행동을 다루는 일에 능숙해지는 

프로피션트(proficient)가 되면 직관적 사고가 가능해 진다. 마지막 엑스퍼트 

(expert)단계에서는 외부와의 경계를 느낄 틈 없이 행위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몰입 단계의 사용자는 성장 모형(Dreyfus, 1980)에서 

전문가라는 의미의 엑스퍼트(exper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이미 성장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로 해석될 수 있어 새로운 목표 행동으로 전환하여 지속해서 

몰입하며 성장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는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대신 

외부와의 경계가 없는 몰입 단계로 명명17하였다.  

 
그림 58 심리적 기능 상태 추가한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 

각 단계별 심리적 기능 상태(Dreyfus, 1980)를 그림 55 의 매트릭스에 입힌 

것이 그림 58 이다. 이 심리적 기능 상태는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는 기준으로 

                                                
17 그림 55와 58의 가장 상위 단계의 명칭은 ‘경계 없는 몰입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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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것이다. 이를테면, 초심자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는 서로 

비맥락적, 맥락적 사고나 부분과 전체적 사고의 차이로 인해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을 선택하는 디자인 원칙이 달라진다. 그림 58 은 심리적 기능 

상태를 통합한 매트릭스로서, 단계별로 전략을 선택하는 디자인 원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단계별 디자인 원칙과 그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를 도출하기 위해 

Cash 등(2020)의 매트릭스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선행 행동개입전략 분류 

연구를 고찰한 결과와 통합하여 세부 행동개입전략이 포함된 매트릭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 

3.2.1 단계별 디자인 목적 정의 

매트릭스는 총 일곱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표 6 에서 각 단계별로 

디자인 목적을 정의하였다.  
표 6 단계별 디자인 목적 정의 

NO 몰입 단계 유형 디자인 목적 

1 초심자 몰입 단계 목표 행동에 일정 시간 몰입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2 초심자 도전 단계 
도전을 성공시켜 후속 행동에 자신감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3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목표 행동을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4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현재의 과제 해결 능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5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꿔서 그 결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경계 없는 몰입 단계 
새로운 목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일정 시간 

몰입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첫째, 초심자 몰입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목표 행동에 일정 시간 

몰입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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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기에 아직 갖춘 능력이나 주어지는 과제의 수준이 단순하다. 따라서 

외부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몰입의 순간을 짧게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둘째, 초심자 도전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도전을 성공시켜 후속 행동에 

자신감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과제 

초기의 동기는 높다. 그렇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쌓지 

못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목표 행동을 냉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과제의 

수준을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목표 행동을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능력이 성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처음으로 쉽게 느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상황을 통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에게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만, 쉬운 

과제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지루함에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현재의 과제 해결 

능력에 만족하기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다음 단계인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를 

지나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와 달리 

능력이 더 성장한 상황이므로 자기 효능감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추후 

단계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꿔서 그 결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경계 

없는 몰입 단계 전 단계로서 좌절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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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새로운 목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일정 시간 몰입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림 56 의 무한 반복 성장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이 단계는 

새로운 목표 행동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첫 번째 목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달성한다. 따라서 

이것과 연결되는 새로운 목표 행동을 발견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꾸준히 달리기’가 

큰 목표 행동이라면, 첫 번째 목표 행동은 ‘주 3회 1시간씩 집 앞 공원에서 

달리기’이고, 두 번째 목표 행동은 ‘가을에 개최하는 단거리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설정할 수 있다. 

 
3.2.2 여덟 가지 디자인 원칙 

사용자의 성장 단계에 따른 심리적 기능 상태(Dreyfus, 1980)는 총 여덟 

가지이다. 비맥락과 맥락적 사고, 부분과 전체적 사고, 분석과 직관적 사고, 

관찰과 몰입적 사고이다. 행동 몰입 단계가 점차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서 

심리적 기능 상태도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18 표 7 에서 이에 따른 

디자인 원칙을 문장으로 풀어서 정리하였다.  
표 7 여덟 가지 디자인 원칙 

NO 
심리적 기능 상태 

(Dreyfus, 1980) 
매트릭스에 맞게 단계별로 정의하는 디자인 원칙  여덟 가지 

1 비맥락적 사고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2 부분적 사고 작은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라. 

3 분석적 사고 작은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주어라. 

4 관찰적 사고 쉽게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름길을 마련해라. 

5 맥락적 사고 외부 자극의 의도와 고객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연결시켜라. 

6 전체적 사고 
전체적으로 행동의 연결고리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7 직관적 사고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의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라. 

                                                
18 그림 58의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매트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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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몰입적 사고 
새로운 목표 행동을 찾아 다시 초보자 몰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해라. 

 

첫째, 비맥락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원칙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부분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아직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작은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분석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직관적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따라서 ‘작은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용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였다. 넷째, 관찰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행동에 몰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 요소의 방해 때문에 행동 실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방행요인의 벽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쉽게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름길을 마련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맥락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행위의 내외부 요소의 연결을 잘 시킨다. 그에게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의 의도와 고객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연결시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섯 째, 전체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조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전체적으로 행동의 연결 고리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일곱 

째, 직관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라’는 원칙을 제시였다. 여덟 째, 몰입적 사고 상태의 사용자는 

새로운 목표 행동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 행동을 찾아 다시 초심자 몰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로독 

연결’해 주는 전략을 디자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3.2.3 사용자의 내외부 동기와 행동개입전략 

① 내외부 동기를 강화시키는 선행 행동개입전략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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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디자인 원칙과 더불어 제공할 세부 행동개입전략은 2장에서 

고찰한 세 가지 관점19을 기준으로 도출하고,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20 중

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59는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을 자기 

결정 이론의 동기부여 모형(Deci & Ryan, 2000)의 세 가지 분류 기준21으로 

분류한 것이다. 내재적 동기부여 전략은 ‘동기부여’, ‘행동 독려’, ‘목표 설정’, 

‘몰입적 참여’ 전략이고, 사회적 동기부여 전략은 ‘(소셜)커뮤니케이션’과 ‘비

교’ 전략이다. 외부적 동기부여 전략은 ‘행동 활성화’와 ‘보상’, ‘목표 행동 쉽

게’ 전략이다. 그림 59는 이렇게 동기부여 모형(Deci & Ryan, 2000)의 축으

로 행동개입전략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Influence Framework의 네 가지 매

혹 시키는/설득적 전략 원칙(Tromp et al., 2011)22과 퍼실리테이터, 스파크, 

시그널 전략23 및 게이미피케이션 전략24을 하부 항목으로 가져와 이를 연결

시켜 제시하였다. 

                                                
19 각각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설득적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 관점의 행동개입전략이다.  
20 행동개입전략이 외부로 드러나는 정도(x축)와 통제권의 주체(y축)(Tromp et al., 2011)에 따라 생성된 

네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 통제권의 주체가 사용자 주도적인 매혹적 전략과 설득적 전략으로 행동개입전

략(그림 50)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행동 활성화, 동기부여, 행동 독려, 커뮤니케이션, 비교, 목표 설정, 

몰입적 참여, 보상, 목표 행동을 쉽게’ 전략이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으로 분류되었다. 
21 내재적(intrinsic), 사회적(social), 외부적 (extrinsic) 동기의 세 가지 분류를 제시하였다(본문 그림 47). 
22 Tromp 등(2011)가 두 가지 축(드러남 정도와 통제권 주체)으로 생성한 네 구간 중에서 매혹시키는 

전략과 설득적 전략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되는 네 가지 원칙(본문 그림 37)이다. 이 원칙들은 ‘동일 행

동에 다른 동기(의미)를 부여한다(제 6원칙),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제 7원칙)’,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시켜서 행동을 유도한다(제 8원칙), ‘특정 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준

다(제 10원칙)’이다. 
23 Fogg(2009) 행동 공식 B=MAP의 구성 요소인 동기(Motivation)와 능력(Ability)을 두 축으로, 행동이 

발생하는 세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개입전략 세 가지이다(본문 그림 39). 
24 Schell(2008)의 렌즈를 기준으로 Chou(2015)와 Karimi과 Nickpayam(2017)의 동기부여 디자인 원칙

을 분류하여 도출하였다(본문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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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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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의 행동 변화 욕구와 외부 요소의 행동 방해 수준에 따

른 BPS 매트릭스 디자인 원칙 고찰 

1 장에서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하여 내재적 요인과 외부 조건에 따른 

행동개입전략 개념 연구(Coskun & Erbug, 2017; Daae & Boks, 2017; Cash 

et al., 2020)를 고찰25하였다. 그 중 Cash 등(2020)이 개발한 BPS(Behavioral 

Problem/Solution) 매트릭스는 사용자의 행동 변화 욕구(change demand)를 

X 축으로, 외부 요소의 행동 방해 수준(behavioral constraint)을 Y 축으로 

설정한 2 대 2 매트릭스이다. 두 축을 통해 생선된 네 구간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였다. BPS 매트릭스는 문제와 해결책을 

바로 연결시켜서 행동개입전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매트릭스이다. 이 연구는 선행 행동개입전략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각 

행동개입전략 26의 성공율을 토대로 매트릭스 네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 매트릭스가 토대로 한 

성공적인 행동개입전략을 각 단계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60 은 BPS 매트릭스와 그 핵심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이다. 

사용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록 행동개입전략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혼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X 축은 변화에 대한 욕구로서 새로움(novelty), 행동의 범위(scope), 

빈도수(frequency)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한다. 새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고, 없을 수록 새롭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행동의 범위는 과제가 어려워질 수록 넓어진다. 

빈도수는 습관이 될 수록 올라간다. 즉, 사용자에게 익숙하고, 수행하기 

쉬우면서, 가끔 하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변화 욕구는 

작고, 새롭고, 어려운 과제이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변화 욕구가 크다고 정의하였다.  

                                                
25 본문 표 2. 
26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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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축은 외부 요소의 행동 방해 수준으로서 환경적인 기회, 사회적인 

기회, 기술적인 기회 세 가지로 판단한다. 환경적인 기회를 통해  물리적인 

맥락을 바꿀 수 없고, 사회적인 기회를 통해 사회적인 맥락을 바꿀 없으며, 

기술적 기회를 통해 사물이나 도구를 바꿀 수 없다면, 방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외부 요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록 방해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림 60 BPS 매트릭스과 핵심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원칙(Cash et al., 2020) 

그림 61 은 네 구간에 배치한 행동개입전략을 COM-B 모형(Michie et 

al., 2011)27과 Influence framekwork (Tromp et al., 2011)28의 분류 기준으로 

그 성공율이 가장 높은 전략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Tromp 등(2011)의 

Influence Framework의 네 구간29으로 그 성공의 비율을 분류하였다. 

                                                
27 COM-B 모형은 보건 정책 분야에서 개발한 행동 이론 기반 연구로 Ölander와 Thøgersen (1995)의 
MOA 모형을 토대로 하여 그 요소가 동기(motivation), 능력(ability), 기회(opportunity)로 동일하다. 
28 본문 그림 36. 
29 결정적 전략(decisive), 강압적 전략(coercive), 매혹 시키는 전략(seductive), 설득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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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BPS 매트릭스 네 구간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전략(Cash et al.,2020) 

먼저, 변화욕구가 낮고(Low Change demand: 이하 LC), 방해 요인이 

적을 경우(Low Behavioral constraints: 이하 LB), 기회제공전략이 가장 

성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제공전략은 개별 전략이 여러 전략을 

혼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한다. 그림 60 에서처럼 기회제공전략을 

다섯 가지 디자인 원칙으로 설명하였다.  

 

1. 눈에 띄게 명백하게 드러내라(Make it salient). 

2. 기준을 세워라(Set standards). 

3. 피드백을 보여줘라(Present feedback). 

4. 선택권을 골라서 제시해 줘라(Selectively present choices). 

                                                
(persuasive)(본문 그림 36)이다.  



 

 111 

5. 가이드를 제공해라(Provide guidance). 

 

변화 욕구가 낮고(LC), 방해 요인이 많을 경우(High Behavioral 

constraints: 이하 HB), 동기부여전략이 가장 성공율이 높다. 

동기부여전략도 기회제공전략처럼 개별 적용이 효과가 좋다. 다음은 다섯 

가지 디자인 원칙이다. 

 

1. 트리거를 줘라(Use triggers). 

2. 타인 행동 말해주거나 보여줘라(Tell or show what others do). 

3. 눈에 띄게 명백하게 드러내라(Make it salient). 

4.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해 줘라(Present possible consequences). 

5. 가이드를 제공해라(Provide guidance). 

 

변화욕구가 높고(High Change demand: 이하 HC), 방해 요인이 적을 

경우(LB)에도 동기부여전략이 가장 성공율이 높지만, 개별 전략보다 혼용 

전략이 더 효과가 좋다. HC와 LB 구간의 혼용 전략이다.  

 

1. 트리거를 줘라(Use triggers) & 참여도를 높여라(Enhnace 

commitment). 

 

변화 욕구가 높고(HC), 방해 요인이 많을 경우(HB)에는 능력향상전략

이 제일 성공율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혼용 전략이 더 효과가 좋다. 다음은 

피드백, 가이드라인,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개입전략을 중심으로 한 일곱 가

지 디자인 원칙이다. 

 

1. 피드백을 보여줘라(Present feedback) & 타인 행동 말해주거나 보여

줘라(Tell or show what others do). 

2. 피드백을 보여줘라 & 정보를 시각화 해서 보여줘라(Present 

information figuratively). 

3. 피드백을 보여줘라 & 목표를 정하도록 하라(Se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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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드백을 보여줘라 & 보상을 줘라(Present rewards). 

5. 가이드를 제공해라(Provide guidance) & 참여도를 높여라(Enhnace 

commitment). 

6. 가이드를 제공해라(Provide guidance) & 트리거를 줘라(Use triggers). 

7. 보상을 줘라 & 목표를 정하도록 하라(Set goals). 

 

결정적이거나 강제적, 매혹시키는 전략보다도 설득적 전략이 가장 행동 

변화의 성공율이 높다(Cash et al.,2020). 매혹시키는 전략보다 설득적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은 겉으로 두드러지게(apparent) 행동개입전략의 

존재를 드러나기 때문에 사용자 침투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BPS 매트릭스(Cash et al., 2020)를 고찰하여 그림 62 의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초심자 몰입 단계는 

사용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따라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의 두 가지 

기준을 포함하였고,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는 

그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1 과 2 단계로 나누어 전략 선택 

기준을 제안하였다. 각 단계별 디자인 원칙은 앞서 디자인 원칙 여덟 

가지 30 를 도출한 과정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부 

행동개입전략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장 사례 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30 본문 표 6의 디자인 원칙 여덟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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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 개발 

 

 

 



 

 114 

제 3 절 디자인 원칙 제안 

그림 63 은 단계별 사용자 명칭이 맨 상단에 위치하고, 이어서 디자인 

목적31, 그와 맞는 디자인 원칙 여덟 가지 중 해당하는 단계에 해당 하는 네 

가지를 각각 배치하였다. 맨 하단은 사용자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행동개입전략의 세부 내용을 제공하여 그림 63 처럼 단계별로 

제공하였다.  

 
그림 63 단계별 디자인 원칙에 따른 세부 행동개입전략 적용 

3.3.1 매트릭스 몰입적 행동의 일곱 단계 

매트릭스의 각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어서 행동개입전략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각각 초심자 몰입 단계, 초심자 도전 단계,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 경계 없는 몰입 단계의 

일곱 단계이다. 

 

                                                
31 디자인 목적을 단계별로 정의할 것이다. 단계별 디자인 목적은 디자인 원칙과 더불어 이제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고 분류한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이 디자인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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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심자 몰입 단계 

목표 행동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능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제를 제공해야 사용자가 좌절감으로 기존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표 행동을 실천해 볼 수 있다. 그림 64 는 초심자 몰입 

단계에서 도전 단계로의 발전에서 디자인 원칙과 세부 행동개입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 좌측은 초심자 몰입 단계의 디자인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초심자가 목표 행동에 일정 시간 

몰입해 보는 경험을 해 보도록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의 

변화 욕구는 내재적 동기를 형성하는 인지적 요소인 태도, 신념, 의도 등에 

따라 낮을 (LC) 수도 높을 (HC) 수도 있다. 또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실천하는 단계이므로 외부로부터 방해 요인은 많을 것 (HB)이다.  

만약 변화 욕구가 낮다 (LC X HB) 면, 개별적인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행동 유도의 효과가 더 좋다(Cash et al., 2020). 다음은 

디자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정보를 제공하여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구체적 

행동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타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용자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둘째, 작은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그에 따라 

목표 행동을 실천하면, 즉각적인 보상이나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공감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 결과 후속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쉽게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름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 지름길은 사용자가 기존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표 행동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나 트리거로서 서비스나 

플랫폼에 포함시켜 디자인해야 한다. 

만약 변화 욕구가 높다 (HC X HB) 면, 개별적인 행동개입전략보다는 

여러 전략을 혼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Cash et al., 2020).  

첫째, 변화 욕구가 낮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보자 단계에서는 비맥락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 때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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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타인의 행동과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또한, 

피드백 정보는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둘째, 부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작은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과 피드백을 주어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바로 다음 단계의 세부적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도록 서비스나 플랫폼을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쉽게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름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 지름길은 변화 욕구가 낮을 때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에 더불어 사용자의 참여 약속(commitment)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적으로 연결된 보상 체계도 디자인해야 한다. 

 

 

 

 

 

                                                
32 참여도를 높이는 구체적 전략은 선행 연구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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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초심자 몰입에서 도전 단계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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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심자 도전 단계 

초보자 도전 단계는 변화 욕구가 높았던 초보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진입하는 

단계이다. 그림 64 에서 초심자 몰입 단계와 함께 보여주었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변화 욕구가 높고, 과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방해 요인도 많다. 이 

단계의 디자인의 목적은 사용자가 성공적인 도전으로 성장을 더 빨리 

경험하고 그다음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사용자가 도전적 과제를 제공받았을 때 심리적 부담감은 적게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도와주는 스크립트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협업을 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혼자 도전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팀을 맺어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sikszentmihalyi, 

2005). 

둘째, 현재의 행동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긍정적인 

결과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 해서 제공해야 

한다. 아직 초보자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목표 행동으로 인한 효과에 

집중하고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증요하다. 

 
(3)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목표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보고 감정과 보상 및 개인적 성장 등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성장을 경험한 사용자는 초심자 단계에서 

벗어나 그 행동을 단순하게나마 통제가 가능한 단계 (Advanced Beginner’s 

Control)로 진입하게 된다. 그림 65 는 단순한 통제가 가능한 단계의 디자인 

원칙을 보여준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이전 단계의 경험을 통해 성장시킨 

그의 능력에 비해 기존과 같이 주어진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과 

과제는 불균형 관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다음 단계의 

목표 행동, 즉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 초기 

목표 행동을 통제해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경험을 하기 위해 지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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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변화 욕구는 낮으며, 과제 수준은 

능력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방해 요인은 적다.  

그림 65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비로소 맥락에 따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첫째,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행동개입전략보다 실제 

행동의 결과와 능력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트리거로서 스파크(Fogg, 2009)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외적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으로서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Tromp et al., 2011)이다. 또한, 트리거와 함께 목표 행동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서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디자인해야 한다. 즉 제품,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행위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성공과 성취의 경험(Karimi & Nickpayam, 

2017)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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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는 도전 과제를 성공시킨 경험을 거쳐왔거나 

쉬운 목표 행동이지만 그것을 안정적으로 통제해 본 경험을 거쳐온 뒤에 

온다. 이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사용자를 이 단계에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림 66은 이 단계의 디자인 

원칙을 보여준다. 자신감이 생긴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변화 욕구가 높다. 방해 요인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과제의 

수준이 높게 느껴지는 초반에는 많지만, 점차 디자인 장치의 도움으로 

적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첫째, 외부자극이 부여하는 의도와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적 사고가 가능해진 

사용자에게 사진이 생각하는 바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만큼 방해 요인과의 마찰로 인한 저항감도 적게 느낄 수 있다. 이는 방해 

요인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는 디자인 원칙이다. 변화 욕구가 

높은데, 방해 요인이 많거나 적을 때는 여러 행동개입전략을 혼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Cash et al., 2020). 이 상태에서 외부요인의 방해로 목표 행동 

실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과 가이드라인, 보상을 주는 것이 그 주된 방법이다. 

둘째,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정해 움직일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로드맵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수치나 시각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참여율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위치나 결과가 유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방해 요인이 

적어졌을 때는 사용자가 목표 행동에 몰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이다.  

셋째, 트리거를 주면서 참여도를 높인다. 목표 행동을 수행할 때는 

트리거가 작동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디자인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행동보다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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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5)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 

전문가로 도약하는 도전 단계는 맥락적, 전체적, 직관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관찰적 사고에 머무른다. 이 단계의 사용자는 도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변화 욕구가 높고, 이전보다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아 처음에는 

방해 요인이 높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켜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단계이면서, 디자인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점차 

방해 요인이 적어질 수 있다. 이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방해 요인을 적게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즉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도구를 바꿀 수 있는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림 67 은 디자인 원칙은 공유하지만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에서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세부 

행동개입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 중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디자인 

원칙은 그림의 좌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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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에서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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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부자극이 부여하는 의도와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적 사고가 가능해진 

사용자에게 사진이 생각하는 바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만큼 방해 요인과의 마찰로 인한 저항감도 적게 느낄 수 있다. 이는 방해 

요인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는 디자인 원칙이다. 변화 욕구가 

높은데, 방해 요인이 많거나 적을 때는 여러 행동개입전략을 혼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Cash et al., 2020). 이 상태에서 외부요인의 방해로 목표 행동 

실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과 가이드라인, 보상을 주는 것이 그 주된 방법이다.  

둘째,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정해 움직일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시각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수치나 시각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참여율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위치나 결과가 

유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방해 

요인이 적어졌을 때는 사용자가 목표 행동에 몰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이다.  

셋째, 트리거를 주면서 참여도를 높인다. 목표 행동을 수행할 때는 

트리거가 작동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디자인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행동보다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준다.   

넷째,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이 단계의 직관적 기능은 상황에 대한 빠른 판이 

가능하게 성장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6)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단계는 그림 67 의 우측에 



 

 124 

위치한다. 자신의 능력과 수행하는 행동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용자의 변화 욕구는 낮으며 방해 요인도 

적다. 이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통제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것으로 개별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혼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Cash et al., 2020).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직관적 사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첫째, 

외부자극을 경험하고 목표 행동을 실천한다고 마음 먹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동 여정이 

사용자의 기존 행동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익숙한 여정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행동을 눈에 띄게 만들어 준다. 다른 행동보다 사용자가 한다면 

잘 수행할 수 있는 목표 행동을 더 부각되게 만들어서 디자인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보고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시한다. 그 결과 자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피드백과 그 정보를 

시각화 해서 보여줌으로써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경계 없는 몰입 단계 

이 단계는 목표 행동의 실천하기 위한 자아와 외부와의 일치가 

이루어져 몰입하게 된 최종 단계로서 동일한 행동으로의 몰입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 행동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의 목표 행동을 위한 초심자 몰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68 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나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경계 없는 몰입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단계는 처음으로 몰입적 사고가 가능해 진다. 

사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와의 경계를 느낄 틈 없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 행동을 정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전략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시 초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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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단계의 전략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받고 난 후에는 

능력을 향상하여 다음 단계 목표 행동으로의 성장이 가능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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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경계 없는 몰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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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행동개입전략의 세 가지 기준별 비교 분석 

디자인 목적 및 원칙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분

류한 세 가지 기준인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에 따라 그

에 해당하는 단계들을 한데 묶어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1) 동기부여전략 

그림 69는 사용자 변화 욕구와 외부 기회 정도에 따라 동기부여전략이 

효과적(Cash et al., 2020)으로 적용되는 세 단계를 묶어 놓은 표이다. 단계의 

디자인 목적과 심리적 기능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디자인 원칙을 세부 

설득적 행동개입전략과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과 함께 적용하면서 개입전

략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기부여전략은 초심자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자신감 생

긴 도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변화 욕구에 따른 사용자 성향에 따라 

적용 전략이 달라지는 초심자 몰입 단계와 두 단계로 나뉘어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2단계에서 이다. 

단계의 진입로인 1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2단계에 적용 동

기부여전략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전략이 목표 행동에 사용자가 머

무르는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과제에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Cash 등(2020)이 제시한 

BPS 매트릭스의 디자인 원칙보다 행동 디자인 연구의 행동개입전략 분류체

계 고찰을 통해 동기부여형을 중심으로 분류한 행동개입전략은 동일한 동기

부여전략 아래 묶여 있음에도 그 내용이 더 세부적이면서 심리적 기능 상태

에 따른 디자인 원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경우 변화 욕구가 낮은 사용자에게 방해 요인이 많

을 때 동기부여전략이 필요하다. 개별적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Cash 등

(2020)이 제시한 원칙들은 외부적 요소를 활용한 동기부여전략이고, Tromp 

등(2011)이나 Fogg(2009), Chou(2015)의 전략은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스파크 전략이다. 이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몰입의 경험을 단기간이라도 경

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Tromp et al., 

2011)해 주거나 서사의 흐름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환기시켜 동기를 부여하

는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전체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자신감 생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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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단계나 직관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는 변화 욕구가 

높은 2단계에 적용되는 것이 초심자 몰입단계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단계의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Cash 등(2020)처럼 혼합적 

전략과 시그널을 주는 전략은 동일하나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는 사용자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Chou, 2015)의 적용을 제안한 

반면,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물리적 과정을 활성

화 시켜서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Tromp et al., 2011)을 제안한다는 점이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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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동기부여전략의 단계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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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력향상전략 

그림 70 은 능력향상전략이 효과적(Cash et al., 2020)인 두 단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합쳐 놓았다.  

능력향상전략은 변화 욕구가 높아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가 높지만, 

외부 요소가 주는 방해 요인이 많아서 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변화 욕구가 높은 초심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와 초심자 도전 단계,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1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동기부여전략과 달리 여러 행동개입전략을 혼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Cash et al., 2020). 비맥락적 사고에서 맥락적 사고, 전체적 사고, 

직관적 사고로 심리적 기능 상태에 따른 디자인 원칙이 변해 가는 모든 

단계에 적용이 된다. 기회제공전략은 사용자의 자체적 동기가 높기 때문에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퍼실리테이터 전략(Fogg, 

2009)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심축 전략은 피드백 제공과 가이드라인 제공, 

보상 주기 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와 초심자 도전 단계의 경우 특정 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조성해 주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도전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비정기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 단계인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나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세부 행동개입전략의 

경우 개인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주도적으로 체계를 변형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초반 단계와 상위 단계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능력향상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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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능력향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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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제공전략 

그림 71 은 사용자 변화 욕구와 외부 기회 정도에 따라 기회제공전략이 

효과적(Cash et al., 2020)인 두 단계를 비교할 수 있게 묶어 놓은 표이다.  

기회제공전략은 변화 욕구도 낮고, 외부로부터 비롯된 방해 요인도 

적을 때 그에 대한 동기를 스파크(Fogg, 2009)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전략이 효과적이고 눈에 띄게 만들거나 

기준을 세워주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와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기회제공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사용자는 맥락을 읽기 시작한, 초심자보다 

약간 수준이 높아진 사용자로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눈에 띄게 제공해 주어 그 행동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사용자는 능력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어서 

새로운 기회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생각치 못한 부분을 눈에 

띄게 제시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행동의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게끔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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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기회제공전략 



 

 134 

제 4절 소 결 

3 장의 목적은 행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토대로 

행동의 단계별로 몰입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세부 행동개입전략과 함께 

배치된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Csikszentmihalyi 의 능력과 과제의 균형 관계를 구성 요소로 매트릭스의 

XY 축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Dreyfus(1980) 성장 모형의 단계별 명칭을 

참고하여, 능력과 과제가 각각 저, 중, 고의 세 구간으로 분류되는 3 대 3 

계단형 매트릭스를 완성하였다. 그 결과 생성된 아홉 구간에 적용할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리적 기능 상태를 고찰하였다. 

경험 변동 모형(Dell Fave et al., 2011)의 여덟 가지 구간 중에서 세 가지 

몰입 경험인 도전(arousal), 몰입(Flow), 통제(control) 만을 토대로, 성장 

모형(Dreyfus, 1980)과 통합하여 매트릭스의 기본 구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일곱 단계가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타났다. 각각 초심자 

몰입 단계, 초심자 도전 단계,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 경계 없는 몰입 

단계이다. 그 중 세 구간은 몰입 단계이고, 도전과 통제 단계는 각 두 구간 

씩이다. 사용자에 따라서 단계적 성장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33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행동을 경계 없이 몰입하게 되는 것을 첫 목표 

행동의 완결로 본다면, 그것으로 몰입을 통한 성장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목표 행동를 설정하고 초심자 몰입 단계로 진입하여 이 

과정을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균형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34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심리적 기능 상태(Dreyfus, 1980)를 기준으로 정의한 여덟 가지 

디자인 원칙 35을 토대로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각 단계별 디자인 원칙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36 .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2 장에서 정의한 사용자 주도의 매혹 

                                                
33 본문 그림 55. 
34 본문 그림 56. 
35 본문 그림 62. 
36 본문 그림 64, 65,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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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전략과 설득적 전략의 디자인 원칙에 따라 정리한 목록을 자기 결정 

이론의 동기부여 모형 (Deci & Ryan, 2000)에 맞추어 재구성 37하였다. 

그리고 BPS 매트릭스(Cash et al., 2020)를 고찰하여,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을 세부 행동개입전략의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세부 행동개입전략은 선행 행동 디자인 연구(Fogg, 2009; Lockton et al., 

2010; Tromp et al., 2011; Yun et al., 2013; Chou, 2015; Karimi & 

Nickpayam, 2017; Cash et al., 2020)를 고찰하여 도출한 것을 세 가지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 매트릭스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단계별 디자인 

목적을 제시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 원칙의 심리적 상태와 맞는 행동 

단계를 찾아서 바로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정리하였다.  

 

 

 

 

 

 

 

 

 

 

 

 

 

 

 

 

 

                                                
37 본문 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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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분석 

 

3 장은 매트릭스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매트릭스의 일곱 단계를 

사용자의 심리적 기능 상태(Dreyfus, 1980)에 따라 여덟 가지 디자인 원칙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Cash et al., 2020)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4 장의 목적은 3 장에서 개발한 매트릭스에 세 가지 사례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지속해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개입전략의 세부 기능을 

행동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72 목표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눈 사례 분석 

목표 행동을 서로 다른 층위로 나누고, 그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림 72 는 목표 행동의 세 가지 층위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개인적 

목표를 실천한 ‘아디다스 런타스틱’이고, 두 번째 사례는 공동체 문화를 

토대로 개인적 목표를 실천한 ‘당근 마켓’, 세 번째 사례는 개인을 통해 

공동체의 목표를 실천한 ‘보틀팩토리’를 선정하였다. 매트릭스를 통해 분석 

사례의 세부 기능과 실제로 사용해 온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와 함께 비교 

분석하여, 디자이너가 의도한 기능이 실제 사용자의 동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만약 지속해서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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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첫째, 각 사례들을 소개하고, 

세부 기능을 정의한다. 둘째, 매트릭스의 단계별 디자인 원칙을 토대로 세부 

기능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세부 기능을 매트릭스에 배치하고, 사례를 

오래 사용한 사용자 인터뷰 데이터 38 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의도와 실제 사용자의 실천 단계와 기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절 개인적 목표 실천 사례 분석 ‘아디다스 런타스틱’  

그림 73의 ‘런타스틱’은 아디다스가 2015년 인수한 브랜드로서 2009년 

오스트리아에서 창업하여 GPS 기반의 운동 기록 음성 코치 서비스를 

모바일 APP 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런타스틱의 사명은 운동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 (Through sports, we have the power to change 

lives.)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운동 기록을 통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3 아디다스 런타스틱 로고39 

아디다스는 2019년 멤버십 기반의 크리에이터스 클럽(Creators Club)을 

시작하였고, 운동을 할 수록 실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받는 아디다스 런(adidas running by runtasic)과 아디다스 

트레이닝(adidas Training by runtasic)의 두 가지 APP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74 에서처럼 아디다스 멤버십 서비스인 크레이에터스 

클럽은 4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챌린저(challenger), 플레이 

메이커(playmaker), 게임 체인저(gamechange), 아이콘(icon)이며, 등급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제공된다. 아디다스에서 개최하는 달리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런타스틱 APP 을 사용하여 운동하고, 제품을 구매한 후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포인트를 쌓게 되면 등급을 점차 올릴 

                                                
38 ‘보틀팩토리’의 경우 언론 인터뷰와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아카이빙 책자(보틀팩토리, 2021), 남
궁혜진(2021)의 고객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39 그림 출처: 런타스틱 공식 홈페이지(https://www.runtastic.com/) 



 

 138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멤버십 프로그램은 아디다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런타스틱 APP 을 통해 운동하면서 아디다스 행사 등의 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vities)에 참여하면서 포인트를 쌓고 등급을 올리면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기능이다.   

 
그림 74 아디다스의 크레이에터스 클럽 4단계 프로그램40 

‘런타스틱’은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운동하고 난 뒤 그 기록을 SNS 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준다든가 런타스틱 공동체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운동 계정을 

팔로우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실시간 기록(Live tracking) 기능을 

켜 놓고 운동을 하면, 팔로워들과 서로 운동하는 과정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고 응원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2019 년에 504 만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던 Run for the 

Oceans 이벤트를 개최 41하였는데, 런타스틱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이지만, 개인의 목표들이 모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1.1 세부 기능 분석 

표 8은 ‘런타스틱’의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

전략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런타스틱’은 다양한 기록과 그에 따른 피드

                                                
40 그림 출처: 아디다스 크리에이터스 클럽 공식 홈페이지(https://www.adidas.com/us/creatorsclub) 
41 Run for the Oceans 공식 홈페이지(https://www.adidas.co.uk/runforthe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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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기능 및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스 클럽과 보상 체계가 

연결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유료 전환 시 제공

되는 기능은 더욱 많아진다. GPS 실시간 기록과 실시간 음성 코치, 공동체 

기능 활성화, 성공한 운동 기록 외부 공유, 포인트 보상과 목표 설정의  여

섯 가지 세부 기능을 매트릭스의 디자인 목적과 원칙을 토대로 분석해 볼 

것이다.  

표 8 런타스틱 세부 기능 분류 

NO 행동개입전략 분류 세부 기능 

1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GPS 실시간 기록 

2 동기부여전략 실시간 음성 코치 

3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공동체(community)기능 활성화 

4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성공한 운동 기록 외부 공유 

5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포인트 보상 

6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목표 설정 

  

(1) 기능 1: GPS42 기반 실시간 기록 

‘런타스틱’은 위치 기반으로 사용자가 달리는 동안 실시간으로 운동 내

용을 기록해 주며 지도상에 거리도 이미지로 기록해 준다. 그림 75는 사용

자가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APP 화면으로 달린 시간과 거리, 속도

(Pace), 소요 열량과 함께 지도상으로 지나온 길(track)을 보여주며, 맨 하단

은 기록을 멈출 수 있는 슬라이드(slide to pause)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능의 하부 항목으로 색상으로 운동 경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달

리기 속도 및 경사도의 변화를 색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기록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기록 기능은 이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서 변화 욕구가 낮은 사

용자이면서 방해 요인이 많은 환경에 있는 경우나, 변화 욕구는 높지만, 방

해 요인이 적은 환경에 놓인 반대의 경우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다. 달리는 

순간이나 달리고 난 이후에 시각적인 데이터로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기 때

                                                
4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으로서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이 가능

한 모든 지역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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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명백하게 자신의 행동을 매 순간 수치화시켜주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축적된 기록은 능력향상의 토대가 된다. 

 
그림 75 기능 1: GPS 기반 실시간 기록43 

첫째,, GPS 기반 실시간 기록 기능은 동기부여전략이다. 변화 욕구가 낮

은 초심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인 경우,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비맥락

적 사고와 부분적인 사고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백한 달리기 기록을 

즉각적으로 피드백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전략(Cash et al., 2020)인데, 실시

간 기록 기능이 이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의 사용

자는 전체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행동의 연결고리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사용

자는 직관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이 세 단계의 사용자에게 

                                                
43 그림 출처: 런타스틱 공식 홈페이지(https://www.runtas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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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고 시각적 정보를 보여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 필요

한데 그림 75의 런타스틱의 실시간 기록 화면 UI는 이에 부합한다. 

실시간으로 기록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 데이터의 축적기능 때문에 기능 1 은 사용자의 

능력을 향상해줄 수 있다. 기록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쌓여 

피드백을 통한 전략적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초심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 보다 어느 정도 기록이 축적된 초심자 도전 단계 이후의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물론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달리기 기록을 데이터로 피드백 받으면서 그 시각적인 그래프로 

스스로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인지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초심자 도전 

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와 자신감 생긴 몰입 1 단계의 전체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는 어느 정도 기록이 쌓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Cash et al., 2020) 나갈 수 

있다. 그림 76 은 기능 1 을 매트릭스의 행동 단계와 디자인 원칙에 따라 

적합한 세부 행동개입전략만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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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기능 1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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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2: 실시간 음성 코치 

사용자가 운동하는 중간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화면으로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런타스틱’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음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어폰을 

착용한 사용자는 음성으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여 달리는 

도중에도 기록을 안내받거나 운동 방향을 코치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달리고 있으면서도 운동 거리와 속도의 변화(pace), 열량 소모량 등을 

음성으로 받는 것이다.  

 
그림 77 기능 2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이처럼 이 기능은 행동에 즉각적인 트리거를 주고, 명백하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전략이 포함된 단계는 

동기부여 전략이 효과적인 초심자 몰입 단계이다. 또한, 이 기능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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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시그널 전략(Fogg, 2009)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7 은 이 기능을 매트릭스의 행동 단계와 디자인 원칙에 

따라 적합한 세부 행동개입전략만을 정리한 것이다. 

 
(3) 기능 3: 공동체 기능 활성화  

‘런타스틱’ APP의 커뮤니티 메뉴를 들어가면 플랫폼 사용자들 간 서로

의 계정을 팔로우하여 서로의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할 수 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달리기 중 GPS 

기반 실시간 기록 기능을 켜 놓으면, 사용자 중에서 서로 계정을 팔로우 하

는 팔로워들끼리 기록을 공유하면서 비교 경쟁할 수 있고, 응원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있는 팔로워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

다. 그림 78은 이러한 기능이 설명하는 APP 화면이다. 

그림 79는 공동체 기능 활성화가 타인의 행동을 말해주거나 보여주기를 

동기부여전략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것은 마치 특별한 재능을 선물 받은 주인공

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상황을 설계하는 서사의 흐름(epic meaning) 전략

(Chou, 2015)이 적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팔로워 간 응원 메시지를 보내

는 기능은 초심자 몰입 단계에서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용자를 위해 작은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트리거 주기(Cash et al., 2020) 전략을 적용하

고 있다 볼 수 있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스파크 전략(Fogg, 2009)이 

적용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전 목표와 이벤트는 

자신의 능력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동기를 유발하며, 다른 이들

의 기록을 공유 받으면서 도전 욕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 시그널 전략(Fogg, 2009)은 응원 메시

지와 맞는 전략이다. 또한, 공동체에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고 타인의 기록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 또한,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Chou, 2015) 전략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적

극 플랫폼에 적용한 것이 바로 가상 하프 마라톤 이벤트라 볼 수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땀흘리며 참여하는 마라톤 축제는 전면 중지되었다. ‘런타스틱’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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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하프 마라톤이 이벤트로 개최되었다. 총 

21.09km의 거리를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달릴 수 있다. 이 기

능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루트를 정해서 달릴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경쟁할 수 있어 전체 마라톤의 순위가 매겨진다. 참여자들은 또한, 서

로 팔로우할 수 있으며, 서로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사

용자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그림 78 기능 3: 공동체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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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둘째, 그림 80에서처럼 이 기능은 도전적 과제 참여를 통해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참여도 

높이기 전략(Cash et al., 2020)의 혼용이 이 기능과 부합한다. 사용자는 ‘런

타스틱’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도전 과제 중 참여하고자 하는 목

표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다. 아직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비맥

락적 사고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에 참여하면서 가이드라인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심자 도전 단계에서는 분석적 사고에 따라 자아의 발전과 

성장 전략(Chou, 2015)이 이 기능과 부합한다. 자아의 발전과 성장 전략은 

포인트나 뱃지, 리더보드 등을 통해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해 주어 사용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아디다스에서 개최하는 Run for the Oceans44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44 일회용품 소비행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디다스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캠페인으로 4년째 개최되고 있다. (출처: https://www.runtastic.com/mediacenter/en/run-

for-the-ocean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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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에 도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보상 전략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

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1단계의 사용자는 ‘런타스틱’ APP이 제공

하는 다양한 도전 목표를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도전하려 하고,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

어 낸 경험을 하게 되면, 능력은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강제

적으로 특정 목표에 참여하도록 종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성취해 내는 경험

을 얻게 된다. 자신감 생긴 도전 1단계의 사용자에게는 이전보다 보상과 더 

높은 목표를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런타

스틱’이 제공하는 가상 파트너 기능이 하부 항목으로서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가상 파트너 기능은 실제 선수와 경쟁하면서 달릴 수 있는 기능으로 

프로의 수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80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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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림 81 에서처럼 기능 3 은 기회제공전략을 제공한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관찰적 사고에 따라 선택권을 골라서 제시하기 

전략(Cash et al., 2020)이 효과적이며, 참여를 약속하게 하여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행동을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전략(Perceptual)(Lockton et al., 2010)이다. 

 
그림 81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기회제공전략) 

(4) 기능 4: 성공한 운동 기록 외부 공유  

기능 3이 내부 사용자들과의 기록 공유를 위한 기능이었다면, 기능 4는 

외부 지인들과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기능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외부 세상과 공유하고, 그 결과로 높아진 자기 효능감을 

토대로 그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림 82 는 사용자가 

자신의 운동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드는 화면을 

보여준다. 이 기능은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을 모두 

적용하였다.  

첫째, 성공한 운동 기록 외부로 공유하기는 동기부여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전략 중에서 트리거를 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나, 서사의 

흐름(Chou, 2015), 스파크 전략(Fogg, 2009)이 이 기능과 부합한다.  

둘째, 능력향상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분석적 사고 기능에 따라 

피드백 제공과 정보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전략과 맞는다. 초심자 도전 단계

의 전략 중 퍼실리테이터 전략(Fogg, 2009), 자아의 발전과 성장(Chou, 

2015), 미완성 전략(Lockton et al., 2010)과 부합한다. 자아의 발전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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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외부로 성공한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사

용자가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을 자신의 본래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그 성

취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완성 전략은 미완의 

상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완성을 독려하는 

전략이다. ‘런타스틱’의 운동 기록을 이미지로 만드는 기능은 이 플랫폼에서 

형식만을 제공할 뿐, 사진과 기록의 수치를 채워나가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

다. 따라서 이 미완성 전략과 맞는다 볼 수 있다. 그림 83은 기능 4에 적용

한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을 분석하여 보여준다. 

 
그림 82 기능 4: 성공한 운동 기록 외부 공유 화면45 

 

                                                
45 그림 출처: 런타스틱 공식 홈페이지(https://www.runtas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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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5) 기능 5: 포인트 보상(목표 달성 및 행사 참여) 

포인트 보상 기능은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이 적용되었다. 달릴 

때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또한, 

아디다스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나 APP 에 출석할 때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게 된 포인트는 아디다스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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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인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멤버십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별화된다.  

첫째, 그림 84 의 동기부여전략이다. 이는 작은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초심자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의 분석적 사고와 연관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분석적 사고에 따라 트리거 주기(Cash et al., 

2020)와 맞으며,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의 맥락적 사고에 따라 트리거 

주기와 참여도 높이기(Cash et al., 2020)의 혼용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참여도는 아디다스 멤버십과 마라톤과 같은 이벤트 참여를 통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줌으로써 사용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차별화된 혜택을 주어 

높일 수 있다. 또한, 희소가치(Chou, 2015)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 전략은 

기다림의 시간 끝에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보상이나 원하는 물품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으로서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얻기 위해 원치 않는 행동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이 기능은 능력향상전략이 적용되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분석적 사고에 따라 보상 주기와 목표 정하기, 가이드라인과 보상 주기 

전략의 혼용(Cash et al., 2020)이다. 초심자 도전 단계에서는 맥락적 사고의 

자아의 발전과 성장(Chou, 2015)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84  기능 5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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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기능 5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셋째, 기회제공전략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사고에 따라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Cash et al., 2020)인데, 포인트 보상 기능은 

사용자에게 그가 성취한 레벨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해 준다. 이는 

성공과 성취의 경험(Karimi & Nickpayam, 2017)으로도 연결된다. 능숙한 

통제 단계에서는 직관적 사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목표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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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보상을 걸고 그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Tromp et al., 2011)과 연관된다. 그림 

85는 기능 5에 적용한 능력향상전략과 기회제공전략이다. 

 
(6) 기능 6: 목표 설정 

‘런타스틱’ 사용자는 APP 에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림 

86 에서처럼 트레이닝 플랜(Training Plan)이라는 콘텐츠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상위 개념의 목표, 예를 들어 ‘3 개월 안에 체지방율 5% 

낮추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운동과 

식단 가이드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큰 목표를 위한 작은 달성 목표를 

제안해 준다. 또한, 챌린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림 86 기능 6: 목표설정46 

 

                                                
46 그림 출처: 런타스틱 공식 홈페이지(https://www.runtas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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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기능은 능력향상전략과 기회제공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그림 87 의 능력향상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부분적 사고에 

따라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과 목표 정하기(Cash et al., 2020)가 목표 설정 

기능과 통한다. 초심자 도전 단계에서는 맥락적 사고에 따른 자아의 발전과 

성장(Chou, 2015)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 기능은 자신감 생긴 

몰입 1단계에서 전체적 사고에 따른 자기 결정 상황(Karimi & Nickpayam, 

2017)을 제공해 준다.  

 
그림 87 기능 6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둘째, 그림 88 의 기회제공전략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의 눈에 띄게 하거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가이드를 제공(Cash et al., 2020)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표 

설정을 통해 이 전략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전체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전략(Cash et al., 2020)으로 목표 설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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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기능 6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기회제공전략) 

4.1.2 ‘런타스틱’ 사례 분석 지도 

‘런타스틱’의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89 처럼 세부 기능을 

매트릭스에 배치한 분석 지도를 통해 디자이너가 의도한 기능들이 사용자 

행동의 어느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란색은 이어서 후술할 심층 인터뷰 참여자가 사용하는 기능을 표시한 

것이고, 회색은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하였지만, 

인터뷰 참여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다. 매트릭스에 세부 기능을 배치 

분석해 봄으로써 세부 행동개입전략이 같다고 하더라도 매트릭스에서 

제시한 기준과 각 단계의 디자인 원칙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89 의 분석 지도는 ‘런타스틱’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가 

매트릭스의 전 단계에 거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심자 몰입 

단계는 아래 칸은 변화 욕구가 높은 사용자, 위 칸은 변화 욕구가 높은 

사용자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의 배치를 보여준다.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에서 아래 칸은 변화 욕구가 높고,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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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많은 1 단계이고, 위 칸은 변화 욕구는 높고, 방해 요인이 적은 

2단계를 배치하였다.  

  

그림 89 런타스틱 세부 기능의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 지도  

본 매트릭스를 기존 서비스 분석 과정에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의 디자인 기능을 설계하는 초기 과정에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행동개입전략을 더 구체화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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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런타스틱’ 디자이너의 의도와 실사용자 비교  

앞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플랫폼의 기능을 매트릭스의 행동개입전략 세 

가지 기준과 행동 몰입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매트릭스에 배치한 그림 89 를 통해 디자이너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계한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은 디자인을 

제공하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파악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자 C 와 줌으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1 시간 진행하였고, 표 9 는 그 내용을 그가 사용하는 기능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을 행동 내외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정의한 

행동 모형47에 적용한 그림 90 을 통해 ‘런타스틱’을 통한 사용자 C 의 목표 

행동 형성 과정을 먼저 알아보았다.   

표 9 런타스틱 사용자(2014-2016) C가 사용한 기능48 

기능 세부 기능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 기능 

1 

GPS 기반 실시간 기록 
＂자기가 걷고 뛴 코스를 gps로 남겨준 게 좋았어요. 지도에 어떻

게 뛰었고, 몇 분 동안 뛰었고 평균 속도가 얼마고, 구간을 뛰는 동

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오거든요.” 

색상으로 운동 경로 표시 

“구간을 뛰는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요. 등고선 그래프 

처럼. 뛰었다가 걷다가 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면, 기록 내지는 

다음 번에 뛰었을 때 비교용으로 하는 기능 같은 것이 있었고. 

고도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코스가 얼마나 되었고 등으로” 

데이터 축적 

“레코드를 남겨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그 코스가 

남아있으니. 유료 전환은 안 했었어요. 기능을 많이 쓰지는 

않으니깐.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 하에서 만족스러웠어요” 

2 실시간 음성 안내 
“(무료버전은)음성으로 알려주는 랩타임을 2키로까지만 알려줘요. 1

키로 뛰고 나면, 지금까지 속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어폰으로. 유료 

전환을 해야지 그 이상의 거리는 알려주는 것이 아쉽기는 했어요.” 

4 성공한 운동 기록 공유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페북을 많이 쓸 때. 서로들 쏟아낼 때. 나

중에는 기분이 좋던지 다른 코스를 뛴 특별한 날만 올리게 되더라고

요.” 

                                                
47 본문 그림 11. 
48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런타스틱 사용자 C는 앞서 분석한 여섯 가지 세부 기능 중에서 세 가지 기

능 1, 2, 4를 사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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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상호관계성 행동 모형의 런타스틱 사용자(2014-2016) C의 인터뷰 

C 는 주변인의 SNS 에서 ‘런타스틱’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본래 

달리기를 통해서 살을 뺐었던 경험이 있어서 꾸준히 뛰면 살이 빠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 APP 을 쓸 때는 덜 바빴었거든요. 퇴근이 이르고, 집에 오면 

7 시 이렇기 때문에 밥 먹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죠. 아직 어렸고. 회사에서 

시키는 것 잘하고 넘기고 이런 성향이었어서. 그 당시에만 딱 그랬어요. 그 땐 

좀 편했었어. 그래서 좀 더 운동 열심히 했었죠.”  

 

당시 현재만큼 직장 일이 바쁘지 않았었고, 업무의 수준도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던 터라 퇴근 후에는 직장에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운동뿐 아니라 영어 공부와 같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이 플랫폼을 열심히 쓰던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는 주변의 영향으로 

‘런타스틱’에 대한 열린 마음이 본인의 경험에 따른 달리기에 대한 긍정적 

마음과 워라벨이 보장되었던 당시의 삶의 패턴 덕분에 일주일에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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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 APP 을 키고 달리기를 할 수 있었다. 이후 2019 년에 잠시 

이용하다가 현재는 일이 바빠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달리기를 비롯한 

운동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명의 지인이 함께 개인 SNS 계정에 ‘런타스틱’ 기록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물려 초반에는 함께 서로의 기록을 많이 

공유했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는 본인의 평소 수준보다 높은 기록을 

올렸을 때 가끔 공유하곤 했었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SNS 공유를 통해 

받는 피드백은 그렇게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초창기에는 많이들 썼기 때문에 ‘좋아요’ 숫자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었고, 나중에는 본인이 기분 좋게 뛰었던 

날이나 다른 코스를 뛴 특별한 날에만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달리기 자체의 희열을 느낄 때가 

많았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었기 때문에 계속 

달리게 되었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딱히 이 플랫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달리기에 더 자신감 있게 몰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런타스틱을 통해서 달리기 능력이) 성장을 했으면, 계속 썼겠지만 보조 

수단에 가까운 거 같고, 운동은 알아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초심자에서 살짝 

벗어난 수준이었죠. 마라톤 10 키로 나가면 잘 뛸 수는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대회를 나가서 얻는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높이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혼자 뛰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C 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았고,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인 GPS 

기반 실시간 기록과 음성 안내, 운동 경로 표시, 타인과 본인의 기록을 

공유하는 정도로도 만족스러웠으며, 따라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외 

다양한 기능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자신이 달리기를 통해 더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좀 더 나은 기록 활동을 위해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도전 목표들도 자신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C 는 이 플랫폼이 본인의 달리기 수준을 성장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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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가까웠으며, 자신의 수준은 초심자를 살짝 벗어난 정도였다고 

스스로 평하였다. 그림 91 은 인터뷰 중 C 씨가 제공한 본인 기록 데이터를 

보여주는 APP 화면이다. 2013 년 기록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사용자는 이 데이터에 이어서 달리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플랫폼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 즉,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이 데이터 축적 기능은 여전히 동기부여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91 C가 제공한 런타스틱 데이터 기록 화면 

그림 92 좌측 매트릭스는 디자이너가 의도하여 설계한 기능의 배치를 

보여주고, 우측 매트릭스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그의 행동 단계와 사용한 

기능을 배치한 것으로서 서로 비교해 보면 제안된 의도와 실사용 경험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이 모두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런타스틱을 통해 몰입의 단계를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C 는 본인이 정한 목표 이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런타스틱을 사용한 3 년 동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초심자 몰입 단계와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에 오랜 기간 머물렀고,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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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과 같이 외부 요인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게 된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된 플랫폼은 

개인의 의지를 가장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디자이너의 제안과 

사용자에 따른 단계적 성장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결과 이 매트릭스는 사용자의 성향과 성향에 맞게 그들이 이 플랫폼에서 

몰입의 단계를 모두 경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행동개입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략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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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아디다스 런타스틱의 의도된 기능과 실제 활용 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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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체 내 개인적 목표 실천 사례 ‘당근마켓’  

두 번째 사례는 중고 직거래 플랫폼인 당신 근처의 동네 커뮤니티가 

사명인 ‘당근마켓’이다. 2015 년 직장인 기반의 ‘판교장터’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 그림 93의 ‘당근마켓’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 플랫폼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 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 년 4 월 누적 가입자 2000 만 명을 달성하며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림 93 당근마켓 로고49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의 직거래 마켓과 동네생활 정보 공유, 지역 

광고 기능 세 가지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 기반의 직거래 마켓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동네생활 정보 공유나 지역 광고 기능보다 

더 세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사례 분석은 동네 기반 직거래 

마켓의 세부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4.2.1 세부 기능 분석 

‘당근마켓’은 GPS 기반으로 4~6km 반경에 있는 동네 인증 

사용자들과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기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달리 집 근처에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어 포장이나 

택배발송이 필요가 없어 포장 쓰레기 발생도 줄일 수 있다.  

표 10은 ‘당근마켓’의 여섯 가지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

략, 기회제공전략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10 당근마켓 세부 기능 분류 

NO 행동개입전략 분류 세부 기능 

1 동기부여전략, 기회제공전략 GPS 기반 동네 인증 

2 동기부여전략, 기회제공전략 직거래 

                                                
49 그림 출처: 당근마켓 공식 홈페이지(https://www.daa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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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1:1 당근채팅 

4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키워드 설정 및 알람 

5 동기부여전략 보상 체계 

6 동기부여전략 당근 가계부 

  

(1) 기능 1: GPS 기반 동네 인증 

‘당근마켓’의 GPS 기반 동네 인증은 이 플랫폼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

인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유입된 초반에 동네 주민과의 장터 참여에 동기를 

유발하지만 이후 전략적 영향력은 점차 적어진다.  

 
그림 94 기능 1: GPS 기반 동네 인증(동기부여전략, 기회제공전략) 

그림 94는 동네를 인증하고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다. 사용자는 자기 

위치에서 최소 6개에서 최대 47개의 동네까지 선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

신의 위치에 따라서 동네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간편하게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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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맨 하단 지도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정한 지역에 대해 명확하게 피드백 받고, 그에 따른 직거

래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첫째, 그림 95의 동네 인증 기능은 동기부여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

계의 관찰적 사고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쉽게 목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름길이며,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전략(Cash et al., 2020)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2단계와 자신감 생긴 도전 2단계의 사용자에게는 전체적 사고에 따라 

피드백 제공과 정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전략(Cash et al.,2020)이며, 사회

적 연결과 영향력(Chou, 2015)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림 95 기능 1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둘째, 그림 96의 기회제공전략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사고에 따른사용자에게 눈에 띄게(Cash et al., 2020)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

켜주며, 이렇게 위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네 커뮤니티 

기반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Tromp et al., 2011) 전략이다. 능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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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관찰적 사고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위치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다양하고 동네별로 차별화된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전략(Cash et al., 2020)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당근마켓에는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타지역과 달리 싱싱한 참돔이 값싼 가격에 올라온다50. 

 
그림 96 기능 1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기회제공전략) 

 
(2) 기능 2: 직거래 

‘당근마켓’은 지역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국구 기반인 기존 중고 

거래 서비스(e.g.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와 달리 택배 발송보다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의 위험성은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점이 이 플랫폼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택배로도 거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물건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거래 방식을 직거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구 서비스에 비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직거래는 판매자와 협의 가능하다면 택배 발송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바로 원하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50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당근마켓 근황…jpg”이라는 제목의 포스팅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426167)이 올라와 있다. 바닷가에 근접한 

지역 특성 때문에 가능한 지역 특산품이다. 이 점이 지역 기반의 당근마켓의 차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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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은 기능 2에 적용된 동기부여전략과 기회제공전략으로 설명한

다. 

 
그림 97 기능 2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기회제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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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거래는 동기부여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사용자에게는 직

거래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기 때

문에 명백하기 만들기 전략(Cash et al., 2020)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2단계

의 전체적 사고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 전략(Chou, 

2015)이다. 자신이 위치를 인증한 동네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고, 판매자

로서 영향력 또한, 행사할 수 있다. 자신감 생긴 도전 2단계의 직관적 사고

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

(Tromp et al., 2011)이다. 클릭 몇 번으로 쇼핑이 이루어지는 요즘 세상에 

직접 몸을 움직여 상대방을 만나 거래를 하는 것이 매력이 당근마켓을 사용

하게 하는 동기요인 중 하나이다.  

둘째, 기회제공전략이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 직거래는 물건을 눈에 띄게 하여 주고, 올바른 거래 

문화를 형성하도록 가이드를 제공(Cash et al., 2020)하기도 한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직거래란 두 

사람 간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로서,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게 하여서 행동에 관한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전략(Perceptual) (Lockton et al., 

2010)이 될 수 있다. 

 
(3) 기능 3: 1:1 당근 채팅 

‘당근마켓’의 거래는 채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하는 물건이 올라왔

다면 관심 버튼을 눌러서 관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알

림으로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채팅을 통해 문

의하고 답변을 받으며 직거래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직거래 약속을 잡을 때 

약속 시간도 예약 설정할 수 있어서 이 플랫폼 내에서의 손쉽게 일정을 관

리할 수 있다. 또한, 채팅 창 상단에 사기 이력이 있는 업자를 차단하는 기

능과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는 행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가 디자인되어 있다. 그림 94는 당근채팅창

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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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기능 3: 1:1 당근채팅 

그림 100은 기능 3을 매트릭스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으로 분석한 것

으로 능력향상전략과 기회제공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1 당근채팅은 능력향상전략이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부분적 

사고와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타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전략이자, 피드백을 주면서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거래를 통해 사용자들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상을 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기도 하다. 

초심자 도전 단계 사용자에게는 퍼실리테이션 전략(Fogg, 2009)으로서 

특정한 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전략(Tromp et al., 

2011)이다.  

둘째, 기회제공전략이다. 단순한 통제 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는 원하는 물건을 바로 채팅으로 연락하고, 판매자가 답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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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을 통해 그 소식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 이는 눈에 띄게 하는 

전략(Cash et al., 2020)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직관적,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피드백 주는 전략 (Cash et al., 

2020)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99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4) 기능 4: 키워드 설정 및 알림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그 목록만 볼 수 있으



 

 171 

며, 그림 100처럼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물품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관심을 표한 제품의 가격이나 상태가 변동될 때에도 

알림을 받아서 물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관심 물품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자주 ‘당근마켓’을 방문하도록 사

용자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그림 100 기능 4: 키워드 설정 및 알림 화면 

그림 101은 기능 4에 적용된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이다.  

첫째, 키워드 설정 및 알림 기능은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부분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트리거 주기 전략(Cash et al., 2020)이다. 또한, 자신

감 생긴 도전 2단계의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트리거이자 참

여도를 높여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기도 하며, 시그널 전략(Fogg, 

2009)으로 아주 간단한 신호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다. 즉, 알람이 울

리는 순간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당근마켓’을 클릭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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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둘째, 이 기능에 능력향상전략이 적용되었다. 사용자는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차단하고,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습득과 선정 과정이 간편해진다. 따라서 능력이 올라간다. 초심자 몰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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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적,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 이는 퍼실리테이션 전략(Fogg, 

2009)이자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전략(Tromp et al., 

2011)이다. 초심자 도전 단계의 사용자에게는 비정기적인 알람을 통해 행동

을 강화시켜주는 전략(Lockton et al., 2010)이다. 자신감 생긴 도전 1단계의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도 퍼실리테이션 전략(Fogg, 2009)과 비정

기적 강화보상 전략(Lockton et al., 2010)이 연이어 적용된다.  

셋째, 그림 102에서처럼 기회제공전략이 이 기능에 적용되었다. 키워드 

설정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올라오는 동시에 알람을 주기 때문에, 사용

자에게 원하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맥락적 사고에 따라 눈에 띄게 만들기와 가이드 제공(Cash et 

al., 2020)전략과 특정 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Tromp et 

al., 2011)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는 직관적 사고

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눈에 띄게 하는 전략은 바로 물건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102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기회제공전략) 

 
(5) 기능 5: 보상체계  

‘당근마켓’은 거래 건수가 많고, 거래 매너로 좋은 피드백을 받을수록 

높은 매너온도가 받는다. 매너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100도까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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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첫 구매 온도는 사람의 체온 36.5도에 맞춰져 있다. 그림 103은 이 플

랫폼의 보상체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사용자 아이디를 눌렀을 때 볼 수 있

는 온도와 활동 뱃지 등의 프로필 화면을 보여준다. 타인의 온도는 물건 목

록의 세부 화면에서 아이디 하단에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고, 아이디를 클

릭하면 뱃지도 볼 수 있다. 활동량에 많을수록 활동 뱃지가 자동 부여된다. 

수십 수백 개 이상의 물건을 판매해야만 뱃지를 모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의 보상체계는 유입용이라기보다는 유지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몇 개만 더 모으면 전부 다 모으게 된 일정 단계를 넘은 사용자가 더 열의

를 가지고 모으고 싶게 만들어 놓은 전략이다.  

  

그림 103 기능 5: 보상체계 

그림 104는 기능 5를 매트릭스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으로 분석한 것

으로서 동기부여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부분적 사고

와 분석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이 보상체계가 트리거(Cash et al., 

2020)이자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서사의 흐름

(Chou, 2015) 전략이다. 또한, 자신감 생긴 몰입 2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

능해진 사용자에게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전략(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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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이다. 자신감 생긴 도전 2단계의 전체적 사고가 가능해진 사용자에게

는 트리거와 참여도를 높여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 될 수도 있다.  

 

그림 104 기능 5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6) 기능 6: 당근가계부 

당근가계부는 매월 사용자의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을 보여준다. 금액

을 합친 액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구체적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본

인이 사용하지 않던 중고 물품을 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본 듯한 느낌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의 사용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림 105는 

당근 가계부 화면이다. 화면의 맨 하단에 사용된 ‘12월에는 판매 건수가 없

으시네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라든지 ‘6월에는 당

근마켓에서 두 개의 물건을 판매하셨네요. 근처 이웃과의 중고거래로 소소

한 재미를 느끼고 있나요?’와 같이 월간 거래 건수와 금액에 따라 행동유도

하는 멘트의 내용이 달라지며 이는 상황에 따라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제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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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당근가계부 

그림 106은 기능 6을 매트릭스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으로 분석한 것

으로 동기부여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부분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당근 가계부 기능이 사용자의 행동을 

명백하게 보이게 하고, 기존 ‘당근마켓’의 거래량을 토대로 다른 행동유도

멘트를 노출하여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자신감 생긴 몰입 단

계 2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이 기능은 판매 행동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전략(Cash et al., 

2020)이고, 시그널 전략(Fogg, 2009)이기도 하다. 자신감 생긴 도전 2단

계의 직관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도 피드백 제공과 정보 시각화 전략

과 시그널 전략이 이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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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기능 6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 분석(동기부여전략) 

4.2.2 ‘당근마켓’ 사례 분석 지도 

그림 107 은 ‘당근마켓’의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당근마켓’의 기능은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에서 변화 욕구가 높고 방해 요인이 많은 1 단계의 사용자를 위한 

능력향상전략보다는 변화 욕구가 높고 방해 요인은 적은 2 단계의 사용자를 

위한 동기부여전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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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당근마켓 세부 기능의 매트릭스 분석 지도 

 

4.2.3 ‘당근마켓’ 디자이너의 의도와 실사용자 비교 

‘런타스틱’ 사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당근마켓’의 실사용자로서 

2019 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D 와 비대면으로 1 시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표 11 에서 그 내용을 기능과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행동 모형51에 적용한 그림 108 을 통해 ‘당근마켓’ 사용자 

D의 목표 행동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51 본문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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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당근마켓 사용자(2019-현재)가 사용한 기능 

기능 세부 기능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 기능 

1 
GPS 기반 동네 

인증 

“당근마켓이 지역기반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하는게 편리한 거 

같아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번개장터는 전국구라 매물이 더 많아서 두 개 

같이 쓰고 있어요.” 

2 직거래 

“번개장터는 수수료를 받지만, 당근마켓은 개인끼리 하니까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와 직접 가격도 서로 깎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의문점 있는 물

건은 안 사고, 내가 흔히 쓰고 있는 상표-맥심 모카 골드, 에브리타임 같

은 거-들이 내 자신에게 검증이 되는 것 중에서 싸게 파는 물건만 사고 있

어요. 커피 같은 거는 미리 체크를 해 보고 매일 한 번씩 꼭 들어와서 봐

요. 좋은 거는 나오자 마자 없어지기 때문에. 

번개장터에 안나오고, 배송비랑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한 거를 찾고, 좀 떨어

져 있는 곳에서 파는 물건을 살때도 있는데 택배로 그럴 때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3 1:1 당근채팅 

직업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팔고 있는 품목이 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덜 순진한 면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쪽은 내가 접근은 잘 안해요. 문자를 주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답장이 잘 안와요. 적극적인 판매 의사가 적은 거 같고. (그런 

사람들) 꺼리는 이유는 더 비싸게 나올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탁기를 

하나 보는데 N 동에서 떴던 것들이 S 동에서 뜨고 또 다른 데에서 뜨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 건지. 내용 보면 

똑같고, 생산연월이 나오는데, 신뢰를 못하는 정보처럼 보여서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때는 안전 장치가 없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D 는 중고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많은 사용자다. 본래 전국구 기반의 

번개장터를 오랜 기간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역기반의 ‘당근마켓’ 광고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매매하면 편리할듯 하여 2019 년에 가입하게 된 

이후 10 번 정도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사용자는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기보다는 다른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전국구 기반의 번개장터에서 물건이 더 다양하게 올라오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신 안전한 거래에 대한 장치가 있어 두 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근마켓’은 근거리에서 바로 물건을 받아올 수 

있어 급히 필요하거나 카시트나 에어프라이어, 의류 건조기처럼 택배로 

거래하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을 주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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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상호관계성 행동 모형의 당근마켓 사용자 D(2019-현재)의 인터뷰 

“당근마켓이 지역기반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하는게 편리한 거 

같아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번개장터는 전국구라 매물이 더 많아서 두 개 같이 

쓰고 있어요. 홍삼정 같은 거. 전국적인 거니까. 마라톤화 같은 거는 매물이 

나오니까. (당근마켓으로는) 에어프라이어, 아내 염색약이나 건조기를 샀어요.”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의 차이점으로 전국구와 지역기반이라는 점도 

있지만, 수수료의 유무도 D 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번개장터가 매력적이지만, 

사용자들끼리 가격도 조정해 가면서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당근마켓의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었다. D 는 최대한 안전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매물 포스팅을 검열하고 

있었다.  

 

“번개장터는 수수료를 받지만, 당근마켓은 개인끼리 하니까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와 직접 가격도 서로 깎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의문점 있는 물건은 안 

사고, 내가 흔히 쓰고 있는 상표들-맥심 모카 골드, 에브리타임 같은 거-이 내 

자신에게 검증이 되는 것 중에서 싸게 파는 물건만 사고 있어요.” 



 

 181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팔고 있는 품목이 뜨잖아요. 그쪽은 내가 접근은 잘 안해요. (그런 사람들) 

꺼리는 이유는 더 비싸게 나올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탁기를 하나 보는데 

N 동에서 떴던 것들이 S 동에서 뜨고 또 다른 데에서 뜨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 건지. 내용 보면 똑같고, 생산연월이 나오는데, 

신뢰를 못하는 정보처럼 보여서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때는 안전 장치가 

없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림 109 에서 당근마켓의 의도된 기능과 실제 활용 기능 비교해 볼 수 

있다. 좌측 매트릭스는 ‘당근마켓’이 의도하여 설계한 기능의 배치를 

보여주고, 우측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D 의 행동 단계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배치한 것으로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의도된 

기능과 실사용 경험의 틈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당근마켓’ 사용 경험의 몰입 단계를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D 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국구 기반의 ‘번개장터’와 비교하면서 두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즉, D 는 ‘당근마켓’이 사용자의 능력향상과 새로운 기회제공을 

위해 제공하는 키워드 설정이나 보상체계, 당근가계부와 같은 기능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목표하는 바는 

모두 달성하였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장터 기능 

이외 동네 정보를 공유하는 ‘당근마켓’의 새로운 기능들은 매트릭스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D 는 이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 즉 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이 플랫폼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욕구와 맞지 않는다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적 목표와 동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사용자의 

몰입 단계는 단계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용자가 내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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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빠져 있는 경우, 아무리 효과적인 동기부여전략이나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훌륭한 행동개입전략의 설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동기와 

외부 조건-디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이 지향하는 성장 방향이 서로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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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당근마켓의 의도된 기능과 실제 활용 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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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인을 통한 공동체 목표 실천 사례 ‘보틀팩토리’  

세 번째 사례는 앞서 2 장에서 몰입적 경험을 통한 지속적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보틀팩토리’이다. 정다운(2017)은 일회용 

컵이 수집-운반-선별-재활용되는 길을 6 개월간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을 

기록 52하고 영상 ‘쓰레기여행 53 ’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이 5%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혼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자신이 디자인 스튜디오로 쓰던 공간에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도서관처럼 공유컵으로 대여해 주는 

보틀클럽을 열었고, 2018 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일회용품이 없는 

공유컵 카페 ‘보틀팩토리’를 열었다. 현재는 ‘보틀라운지’라는 카페 겸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및 대안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림 110 은 현재 

‘보틀팩토리’ 로고이다. 

 
그림 110 보틀팩토리 로고54 

버릴 것 없는 장터 채우장의 시작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와 쓰레기 없이 

장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쓰레기 없는 장보기,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55 . 그리고 일회용품을 

일주일만이라도 덜 써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유어보틀위크(Your Bottle Week) 와 보틀클럽 카페를 이용했을 때 보상받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APP 제로클럽을 만들었다. 

그리고 캐릭터 굿즈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이 모여 함께 일회용품 없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살롱도 개최하였다.  

 

                                                
52 https://brunch.co.kr/@dawoonchung/4 
53 https://www.youtube.com/watch?v=wriD5hBciTA 
54 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55 https://bottlefactory.co.kr/bottleLab/project/jZfNucdSrQzREXyjY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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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세부 기능 분석 

표 12 는 앞서 분석한 두 사례와 같이 ‘보틀팩토리’의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Cash et al., 2020)의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어서 매트릭스가 제시하는 디자인 목적과 원칙을 토대로 

총 여섯 가지 세부 기능이 해당하는 행동개입전략을 단계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기부받은 텀블러 대여 서비스와 ‘보틀팩토리’가 디자인한 공유컵 

리턴미 컵을 제공하는 카페, 일회용품 없는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사인 유어보틀위크와 채우장이 있다. 또한,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제로클럽 APP과 리워드 굿즈, 커뮤니티 랩이 그 기능들이다.  
표 12 보틀팩토리 세부 기능 분류 

NO 행동개입전략 분류 세부 기능 

1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기부 받은 텀블러 대여 

è 일회용품 없는 카페 
2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자체 제작한 공유컵 

리턴미 컵(공유컵) 

3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일회용품 없는 삶의 경험 제공 : 

유어보틀위크/채우장 

4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제로클럽: 포인트 적립 및 파트너 매장 사용 

5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리워드 굿즈: 펀딩 금액에 따라 보자기나 가방, 

스티커 제공 

6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커뮤니티 랩 

 

(1) 기능 1과 2: 일회용 컵 없는 카페 

일회용 컵 없이 운영하는 카페는 기부받은 텀블러 대여 서비스인 보틀

클럽에서 운영의 편의성과 공유컵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규

격화된 자체 제작 공유컵인 리턴미 컵을 제공하는 보틀라운지로 발전하였다.  

① 기능 1: 기부받은 텀블러 대여 

일회용 컵 없는 카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던 ‘보틀팩

토리’ 초창기 실험 당시, 그림 111에서처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동네 주민으로부터 기부받아 여기에 ‘보틀팩토리’ 스티커를 붙이고, 도서관 

시스템처럼 카드를 쓰고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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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기능 1: 기부받은 텀블러 대여56 

그림 112는 기능 1을 단계별 디자인 목적과 디자인 원칙에 따라 그와 

매칭되는 세부 행동개입전략을 세 가지 행동개입전략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

석한 것이다. 텀블러를 대여하는 서비스는 초심자 몰입 단계와 초심자 도전 

단계에서 능력향상전략을 적용하고,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에서 기회제공전

략을 적용하였다.  

도서관의 책 대여 서비스처럼, 보틀클럽 카페의 텀블러를 대여할 때 대

                                                
56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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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카드를 쓰고 빌려 가고, 추후 카페 앞의 수거함에 담아서 반환하는 형식

이다. 이전에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공유컵 서비스의 초기모델이다. 대

여 카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의 기록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자신의 행동

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텀블러를 소지하지 않고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어, 능력을 높여주는 퍼

실리테이터 전략으로서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조건

이라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몰입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세척과 

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더 상위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틀팩토리’는 이후 자체적으로 공유컵을 제작하게 되었다.  

첫째, 기부받은 텀블러를 대여하는 기능은 능력향상전략이다. 초심자 몰

입 단계의 비맥락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Tromp et al., 2011) 퍼실리테

이션 전략(Fogg, 2009)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사용자들은 텀블러 

대여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대여카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정보

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 받으면서 참여도를 높일(Cash et al., 2020) 수 있었다.  

둘째, 이 기능은 기회제공전략이기도 하다.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의 관

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다는 특정행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Tromp et al., 2011)주었

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성공과 성취의 경험을(Karimi & Nickpayam, 2017)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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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기능 1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② 기능 2: 자체 제작한 공유컵 리턴미 컵 

텀블러를 기부받아 대여하던 보틀클럽에서 더 다양한 공간, 카페나 외

부 행사 등에서 ‘보틀팩토리’의 공유컵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격화된 

다회용컵을 자체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다양한 크기와 뚜껑 형태의 기존 

텀블러들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13에서처럼 

컵을 간편하게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고, 슬리브가 없어도 음료의 뜨거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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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가움이 손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가벼우면서 단단하고 

투명한 재질의 에코젠으로 리턴미 컵(Return me Cup)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컵은 판매가 아닌 공유만을 위해 개발된 점이 특이점이다. 환경적 

선택을 위해 개발된 만큼, 개인이 텀블러를 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

존 행태를 파악하고,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배제

한 것이다. 리턴미컵은 ‘보틀팩토리’의 공유컵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카

페와 각종 외부 행사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기능은 능력향상전략과 기회제공전략으로 능력향상전략의 세부 행동

개입전략은 기능 1과 같다. 그러나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이 다르다. 

따라서 디자인 목적과 디자인 원칙, 세부 행동개입전략이 서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인 만큼, 사용자의 행동 단계에 따라 개입전략을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능 1의 초심자 

몰입 단계의 비맥락적 사고, 부분적 사고,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 

특정 행동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퍼실리테이션 전략이라는 것

은 기능 2와 같다. 그렇지만 그림 114의 매칭분석처럼 기능 2의 같은 단계

의 사용자의 심리적 기능 상태는 비맥락과 관찰적 사고 두 가지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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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기능 2: 자체 제작 공유컵 리턴미 컵57 

 

                                                
57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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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기능 2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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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3: 일회용품 없는 일상의 경험 제공 

유어보틀위크는 연희동과 서촌, 인천 배다리마을에서 일주일 간 수십 

개의 가게에서 일회용 컵 없이 음료나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채우

장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연희동 보틀라운지에서 개최하는 동네 상인

들이 모여 생활용품과 음식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그림 115의 유어보틀위크

와 채우장은 동네 상인과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기존의 행태를 바꿔보자고 

하기보다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의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가벼

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작한 행사들이다.  

그림 116 은 동기부여전략의 관점으로 이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기능 

3 은 개인 사용자에게 행동의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동네 가게와 

주민이라는 커뮤니티를 토대로 행동에 몰입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의 디자인 목적은 ‘현재 과제 해결 능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자인 원칙인 

관찰적 사고(쉽게 행동할 수 있게 지름길을 만들어 줘라)와 분석적 

사고(작은 행동에도 즉각적 보상을 줘라)인데 이것이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Chou, 2015)과 매칭되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공동체 안에서 

증폭되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17 의 기능 3 은 능력향상과 기회제공전략이기도 하다.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전략으로 초심자 도전 단계의 자아의 성장과 

발전(Chou, 2015)과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에서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사람들이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안들을 없애고, 그 틈을 인식하게 

하는(Lockton et al., 2010)으로 이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사용자들은 당연한 듯 마트에서 스티로폼과 비닐에 쌓여있는 음식을 

구매해 오곤 하였는데 이를 환경에 해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어보틀위크나 채우장처럼 일주일만이라도 집에 

있는 용기를 들고 와서 담아가 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기존 행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새로운 행동의 이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이 변하고 

궁극적으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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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기능 3: 일회용품 없는 일상의 경험 제공58

                                                
58 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194 

 
그림 116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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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기능 3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 

(3) 기능 4: 제로클럽 

제로클럽은 ‘보틀팩토리’가 운영하는 카페와 파트너 카페 및 다양한 행

사에 참여하면 코인(보상 포인트)를 받아 파트너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모바일 APP이다. 코인이 쌓일수록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그림 112의 

상단 좌측 화면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측 상단 이미지처럼 사용

자가 코인을 쌓기 위해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보틀팩토리’가 브랜드 초기부터 제안하였던 ‘안주셔도 괜

찮아요’ 거절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일회용 컵을 받지 않고 거절했을 때(3

점), 본인이 가져간 다회용컵(5점)이나 다회용기(10점)를 사용하였을 때 얼

마만큼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는 것

이다. 지킬 수 있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록 높은 코인을 얻도록 설계를 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를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좌측 하단 이미지는 이렇게 쌓인 코인 점수의 리더보드로서 제로클럽의 모

든 참여자들의 순위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순

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용자라면,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점수

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로클럽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목표를 세워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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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화면은 그 동안 ‘보틀

팩토리’의 서비스 혹은 파트너 카페에서 코인점수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도록 APP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18 기능 4: 제로클럽59 

 

                                                
59 그림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bottlefactory.zeroclub&hl=ko&g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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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클럽은 나무의 성장을 보여주어 사용자의 점수가 쌓이는 것을 시각

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리더보드를 통해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자신의 순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절

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제로클럽은 그림 119의 동기부여전략을 적용하였다. 초심자 몰입 

단계의 비맥락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트

리거와 타인의 행동, 가능한 결과 제시 및 가이드라인 제공(Cash et al., 2020)

받았다. 또한, 특별한 재능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주도록 

상황을 설계하는 전략(Chou, 2015)이다. 행동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나 그렇게 적립한 코인을 

기부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2단계의 맥락적 사고가 가

능한 사용자는 피드백 제공과 동시에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동기를 부

여받는데, 이 기능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9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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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림 120의 능력향상전략이다. 이 전략은 Cash 등(2020)의 전략

에 맞춰잘 설계가 되어 있다. 초심자 몰입 단계에서 ‘제로클럽’ 사용자는 피

드백을 받고 타인의 행동(점수를 통한 위치)을 알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에 

따라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 그것에 잘 따른

다면 그것이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도는 높아질수 

밖에 없다. 초심자 도전 단계의 사용자에게는 자아의 발전과 성장을 경험

(Chou, 2015)하고, 보상을 통한 행동 강화(Lockton et al., 2010),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완성을 유도하는 미완성의 형태 제시(Lockton et al., 2010)  전

략을 적용하고 있다. 자신감 생긴 몰입 1단계의 사용자에게는 능력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로클럽의 가이드

라인과 보상, 시각적으로 명확한 결과 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그림 121의 기회제공전략이다. 이 전략은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의 관찰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에게 파트너 카페에 방문하고, 기존 거래방

식이 달라서 신선한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Cash et al., 2020)해 주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성공(Karimi & Nickpayam, 2017)시켜보도록 쉽게 상황을 설

계하여 목표한 행동에 지속해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전략인 

것이다. 능숙한 통제 가능 단계의 사용자에게는 눈에 띄게 행동을 만들고 

행동의 기준을 세워주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어 행동을 지루해하지 않

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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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능력향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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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기능 4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기회제공전략) 

(4) 기능 5: 리워드 굿즈 

2019년 유어보틀위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틀팩토리’는 펀딩을 진행하

였다. 그림 122처럼 펀딩에 참여해준 이들에게 리워드 상품으로 엽서, 장바

구니, 일회용품 거절 스티커, 도시락 수저 가방을 제공한 것을 기능 5로서 

그림 123에서 분석하였다. 펀딩 금액에 따라서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구성

이 달라지게 하였다. 그림 123은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향상하는 본 기능

을 단계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리워드 상품을 제공하여 펀딩을 진행한 것

의 목적은 유어보틀위크(2019) 행사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행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초심자 몰입 단계와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에서 트리거를 주고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Cash et al., 2020)이나 초심자 도

전 단계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상을 부여하는 능력향상전략

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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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기능 5: 리워드 굿즈60 

                                                
60 그림출처: 유어보틀위크 텀블벅 펀딩(https://tumblbug.com/ybw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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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기능 5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능력향상전략) 

(5) 기능 6: 커뮤니티 랩, 함께 고민하는 살롱 

커뮤니티 랩은 ‘보틀팩토리’기 유어보틀위크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일 밤 사용자들과 동네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소회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캠페인보다 사용자들이 주체가 되는 

대화의 장을 그림 124 에서처럼 보틀라운지 카페에서 제공한 것이다.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e.g. 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원재분배, 음식쓰레기 퇴비화 등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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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기능 6: 함께 고민하는 살롱, 커뮤니티 랩61 

 

                                                
61 그림 출처: 보틀팩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bottle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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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심자보다는 

‘보틀팩토리’의 공간과 서비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랜 기간 

공감하여 사용해 온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 6 은 그림 125 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감 생긴 몰입 단계 

2 단계 이후의 상위 단계의 사용자가 참여하게 된다. 커뮤니티 랩은 

동기부여전략과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첫째, 동기부여전략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2 단계의 전체적 사고가 

가능한 사용자는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Chou, 2015)을 행사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으며, 자신감 생긴 도전 단계의 직관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사용자는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행동을 유도(Tromp et al., 2011)전략 

처럼 보틀라운지라는 동네 살롱에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능력향상전략이다. 자신감 생긴 몰입 1 단계의 사용자에 커뮤니티 

랩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Karimi & Nickpayam, 2017)한다. 자신감 생긴 도전 1단계의 사용자는 

주도적으로 체계를 변형(Chou,2015)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커뮤니티 랩은 참여자들에게 동네의 환경변화를 위해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셋째, 기회제공전략이다. ‘보틀팩토리’의 커뮤니티 랩은 함께 고민하는 

살롱이라는 이름처럼 참여자들이 조별로 함께 모여 동네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듣고 함께 

나누는 공론장을 마련하였다62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사안들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주고, 참여를 약속하도록 만들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Lockton et al., 2010)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62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보틀라운지에서 공론장 등을 진행하였다 (https://brunch.co.kr/@n-talk-

with/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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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기능 6의 단계별 행동개입전략 매칭분석(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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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보틀팩토리’ 사례 분석 지도 

‘보틀팩토리’의 세부 기능을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 

세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림 126 처럼 각 세부 기능을 

매트릭스에 배치한 분석 지도를 통해 디자이너가 의도한 기능들이 사용자 

행동의 어느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26 보틀팩토리 디자이너의 의도를 분석한 매트릭스 

4.3.3 디자이너의 의도와 실사용자 비교 

‘보틀팩토리’가 2018 년부터 동네 커뮤니티에서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 

행사를 진행해오며 목격한 연희동 가게와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기록한 것(보틀팩토리, 2021)을 토대로 표 13 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기능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였다. 연구자가 실제로 사용자들을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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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보틀팩토리’에서 출판한 서적과 보틀라운지의 공간성에 대해 

연구(남궁혜진, 2021)를 참고하였다.  
표 13 보틀팩토리(2021)의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 

기능 세부 기능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 기능(보틀팩토리, 2021) 

1 
자체 제작 리턴미 

컵 제공 

“(초창기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은 커피감각은)커피 맛을 최

적의 상태로 전하기 위해서 테이크아웃 판매도 안했고요..버티기가 너무 힘

들어지다 보니..시작하게 된거예요. 막상 시작하면서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과연 될까?평소처럼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요. 간단한 문구 하나가 행동을 바꾼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커피감각 사

장님 인터뷰)” 

2 
일회용 컵 없는 

일상 경험 제공 

“다회용기에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동네에 살아서 좋다. 약

간의 수고스러움이 의외로 엄청 큰 만족이다. 좀 흐트러져도, 모양이 망가

져도 락앤락 통에 싸 오는 기분이 좋다.(hsmoon 921)” 

“직접 용기를 가져다 담아 오면, 음식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느낌이 

들어 좋다. 예전에 용기를 들고 가는 게 번거롭다 느꼈는데 이제는 먹고 

나서 치우는 쓰레기 처리가 더 불편하다. …무엇보다 용기와 천주머니를 가

지고 다니는 일은 정말 힙해 보여.(row_slow)” 

“오늘은 미리 락앤락 용기 챙겨 가서 고구마와 옥광밤을 깨끗하게 담아왔

지. 채소 코너 담당 직원분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면서 신발 담는 부직포 

주머니가 사용하기에 좋다며 새로운 제안까지 해주셨다. 늘 가던 곳들, 그

리고 먹는 것들이 내 의지로 바뀔 수 있음을 경험하는 중이

다.(classic.lim)” 

3 제로클럽 

“(경복상회에서 쌀을 용기에 담아 사면서) 제로클럽 앱으로 큐알코드를 

찍었더니 쌀과자도 주셨음. …연희동 주민들 너무 부러워. 나도 이 동네 

살래…(marine.kang)” 

“…김밥으로 주문하고 챙겨 간 락앤락을 내밀었다. 제로클럽 앱 큐알코드를 

찍었더니 앱 속 나의 나무가 또 한 뼘 자랐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는데 아직 내 나무에는 꽃만 피어 있다. 귀욤뽀짝한 이 나무가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어찌나 뿌듯하던지.(row_slow)” 

 

 

사용자들은 리턴미 컵과 일회용 컵 없는 일상 경험을 제공하는 

유어보틀위크와 채우장 및 보상 코인을 모을 수 있는 제로클럽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틀팩토리’가 2018 년 처음으로 유어보틀위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네 있는 여러 카페에 도움을 요청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없는 

일주일을 지내보자는 ‘보틀팩토리’의 제안에 고객들이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난색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고, 실제 경험해 본 

결과 이 행사가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로부터 자발적으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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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를 위해 적극 의견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중 커피감각이라는 

카페의 운영진과의 인터뷰이다.  

 

“(커피감각은) 커피 맛을 최적의 상태로 전하기 위해서 테이크아웃 판매도 

안했고요. (그런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 막상 (유어보틀위크) 

시작하면서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과연 될까?평소처럼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간단한 문구 하나가 행동을 바꾼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틀팩토리’의 파트너 

카페들은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리턴미 컵을 제공하고, “만약 빨대가 

필요하시면 카운터에서 스테인리스·유리 빨대를 사용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비치해 놓았다. 카페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고객들은 일회용 

빨대를 찾지 않았고, 그 성공에 힘입어 이후 2 번의 행사에 개최하는 동안 

참여 카페의 수는 초기의 일곱 군데에서 50 여군데까지 늘어났으며 종목도 

쌀집과 떡집, 반찬가게, 마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지역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구 서촌과 인천의 동구 배다리까지 확대되었다.  

 

“다회용기에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동네에 살아서 좋다. 약간

의 수고스러움이 의외로 엄청 큰 만족이다. 좀 흐트러져도, 모양이 망가져도 락

앤락 통에 싸 오는 기분이 좋다.(hsmoon 921)” 

“…예전에 용기를 들고 가는 게 번거롭다 느꼈는데 이제는 먹고 나서 

치우는 쓰레기 처리가 더 불편하다. …무엇보다 용기와 천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정말 힙해 보여.(row_slow)” 

“채소 코너 담당 직원분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면서 신발 담는 부직포 

주머니가 사용하기에 좋다며 새로운 제안까지 해주셨다. 늘 가던 곳들, 그리고 

먹는 것들이 내 의지로 바뀔 수 있음을 경험하는 중이다.(classic.lim)” 

 

‘보틀팩토리’ 사용자들은 다회용컵과 용기에 음식을 담아가는 것을 

번거롭다고 느끼기보다 멋지다(hip)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신들이 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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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곳이 행사 기간 동안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 그곳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변화도 좋다. 또한, 환경을 위해 자신이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다. 일회용품이 주는 당장 편안함 

보다 이후 쓰레기 처리를 더욱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용자 인식의 변화이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밥으로 주문하고 챙겨 간 락앤락을 내밀었다. 제로클럽 앱 큐알코드를 

찍었더니 앱 속 나의 나무가 또 한 뼘 자랐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는데 

아직 내 나무에는 꽃만 피어 있다. 귀욤뽀짝한 이 나무가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어찌나 뿌듯하던지.(row_slow)” 

 

 제로클럽은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바일 APP 이다. ‘보틀팩토리’의 다양한 시도들에 공감하고 경험해 보고 

있는 사용자라면 이 APP 을 통해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에 

가까워지는 자신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보틀팩토리’의 여러 관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행동 모형에 적용하여 

먼저 그림 127 은 남궁혜진(2021)의 보틀라운지 카페 단골손님의 지속적 

방문 이유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들의 행동형성 과정을 

그려보았다. 남궁혜진(2021)에 의하면, 보틀라운지 카페에는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을 둔 이들이 오랜 기간 이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으며, 우연히 집 근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남성/여성)과 

종(인간/동물), 나이(어린이/어른), 음식 취향(육식/채식)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는 보틀라운지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공감하며 

방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보틀라운지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것을 알고 지속해서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오직 이곳에서만 커피를 사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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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카페 휴무일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커피 한 

잔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환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내재적 가치와 외부적 조건에 

부합하는 브랜드가 존재할 때 이를 통해 목표 행동은 지속해서 실천될 수 

있으며,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7 보틀라운지 카페 사용자 행동 모형 

그림 128 과 129 는 ‘보틀팩토리’가 채우장과 유어보틀위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목표 행동 시도와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보틀팩토리(2021)의 지난 3 년을 기록한 아카이브의 행사 주체와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모형을 완성하였다.  

그림 128 에서처럼 채우장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도 영위하고 싶다는 ‘보틀팩토리’ 대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동네 마트에서는 브로콜리 하나에도 스티로폼과 비닐랩 포장이 

씌워져 있어서 동네 소규모 상인들을 모아 포장 없이도 장을 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직접 포장 

용기를 가져와 반찬을 싸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과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편리하다고 

여겼던 일회용 포장보다도 이 방식이 간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211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인식의 변환이 이루어 지고 채우장에서 

참여하고, 소비하는 행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8 보틀팩토리의 채우장 시작과 결과 행동 분석 

그림 129 에서처럼 유어보틀위크는 텀블러 대여를 통해 일회용 컵 없는 

카페를 실험하고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주변 카페들도 이 흐름에 

동참시키고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였다. 환경 단체나 공공 기관에서 

진행하는 정보 제공형 캠페인이나 기업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하는 

일시적 캠페인과 달리 사용자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자 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일회용 컵 없이 다회용컵 만으로 

파트너 카페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컵과 운반 및 

세척 등의 제반 작업 등이 필요한 제약이 있었고, ‘보틀팩토리’와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파트너를 모으는 것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외부 요소였다. 여러 카페에서 유어보틀위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트너 카페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행동유도 문구 등을 

준비하여 배포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살롱처럼 모여서 자신들이 

관심있는 주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유어보틀위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카페의 수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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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보틀팩토리의 유어보틀위크 시작 계기과 결과 행동 분석 

그림 130 은 ‘보틀팩토리’의 의도된 기능(좌)과 남궁혜진(2021)과 

보틀팩토리(2021)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한 기능을 

매트릭스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보틀팩토리’의 단골손님들은 초심자 몰입 

단계와 단순한 통제 가능 단계, 초심자 도전 단계에 그쳤던 ‘런타스틱’과 

‘당근마켓’보다 더 진행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로 분석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표 8 과 그림 128, 129 에서 

고찰한 사용자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보틀팩토리’가 제공하는 가치와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맞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발적인 

동기를 토대로 행동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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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보틀팩토리의 의도된 기능과 실제 활용 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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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4 장은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행동의 내재적 요인과 상응하는 

행동개입전략 설계를 돕는 틀로써 매트릭스의 효용성 및 디자인 실무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례들은 각각 개인적 목표를 실천한 

‘아디다스 런타스틱’와 공동체 문화를 토대로 개인적 목표를 실천한 ‘당근 

마켓’, 개인적으로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목표를 실천한 

‘보틀팩토리’를 선정하였다. 개인적인 목표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아디다스 런타스틱’과 ‘당근마켓’의 경우 이 플랫폼을 3 년 

이상 사용한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디자이너의 의도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능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틀팩토리’를 실제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하위 단계에서부터 

상위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의 두 사례보다 더 폭넓은 행동 단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틀팩토리’는 공동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내재적 동기와 필요에 의해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런타스틱’이나 ‘당근마켓’과 같다. 또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당근마켓’과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틀팩토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은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림 111 에서 실제로 장기간 ‘보틀팩토리’를 사용한 이들의 행동 

단계를 살펴보면, 하위 단계에서부터 상위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의 두 

사례보다 더 확장된 범위의 성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틀팩토리’의 기능은 사용자들의 필요와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앞서 고찰한 정다운 대표의 여러 언론 인터뷰와 지난 

3 년간의 유어보틀위크와 채우장의 기록(보틀팩토리, 2021)에 따르면, 모든 

기능들은 대표 자신과 그가 제안한 ‘일회용품 없는 일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실험을 거쳐서 검증되면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플랫폼을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다른 두 사례와 확연한 차이점이다.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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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실사용에서 행동 

단계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앞의 두 사례와 ‘보틀팩토리’를 실제 사용한 사례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사용자 동기를 

활성화하여 행동 몰입의 단계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행동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미완성한 

행동개입전략을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사용자가 목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외부 요인을 파악하고 난 후 맥락적 사고가 가능해 진다면, 함께 기능을 

완성시켜나갈 수 있도록 미완성한 기능을 제공하여 그 성장의 틈을 남겨 

놓아야 한다. 기능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Lockton 등(2010)이 제시한  여덟 

가지 행동개입전략 렌즈 중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아 완성을 독려하거나 

방향성을 은근하게 제시하는 장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상호작용 렌즈의 

Partial completion 과 Tunneling&Wizard 행동 패턴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보틀팩토리’의 정다운 대표의 사례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가 

유어보틀위크를 시작하기 위해 찾아갔던 <커피감각>이라는 카페로부터 

‘일회용품 일주일만 써보지 말까요?’라는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카페가 따를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고객에게 나눠 줄 ‘빨대를 안 써보면 어떨까요?’라는 문구 스티커를 

제공하였고, 카페는 이를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서 경험한 사용자의 변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안 쓰는 카페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들도 한 줄 문구로 겪은 인식의 변화로 기존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사용자를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와야 하며, 이것을 다시 

온라인에서 확산할 수 있는 이미지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Tromp 

등(2011)이 제안한 외부적 요소로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으로서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과 연대감과 소속감을 자극하는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Chou(2015)의 전략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나왔던 

사용자가 다시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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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팩토리’의 락앤락커 서포터즈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힙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트렌드의 선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유어보틀위크와 

채우장을 자신의 SNS 에 공유하여, 그 문화가 그들의 힙한 이미지와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용자에게 어려운 과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Karimi 와 Nickpayam(2017)은 개인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자기 결정 상황을 제공하여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틀팩토리’의 커뮤니티 랩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대화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기능이다. 여러 사용자가 모여서 

함께하는 살롱은 개인에게는 어려운 문제더라도 풀어낼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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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부 조건 변화에만 치중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의 

한계점(Song et al., 2020)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능력과 외부적 요소인 과제의 균형(Csikszentmihalyi, 

2005; Csikszentmihalyi et al., 2005)을 토대로 성장(Dreyfus, 2004)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행동개입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는 단계형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Skinner, 1953; Neisser, 

1976)를 정의하고, 몰입 이론의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성장을 구조로서 그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동기부여형 행동개입전략을 중심으로 행동 디자인 

연구(Lilley, 2009; Daae & Boks, 2017; Lockton et al., 2010; Tromp et al., 

2011)와 설득적 디자인 연구(Fogg, 2009), 게이미피케이션 연구(Schell, 2008; 

Chou, 2015; Karimi & Nickpayam, 2017)를 고찰한 결과, 세부 

행동개입전략 분류와 통합한 디자인 원칙을 정의하였다. 세부 

행동개입전략은 사용자 변화 욕구와 외부 방해 요인에 따른(Cash et al., 

2020) 동기부여전략, 능력향상전략, 기회제공전략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완성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매트릭스를 세 

가지 사례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행동 단계별 몰입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로드맵  

매트릭스를 활용한 사례 분석의 목적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행동개입전략이 행동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향후 행동개입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틀로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매트릭스는 사용자 동기를 강화하는 몰입 

행동개입전략의 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각 

사례의 세부 기능들을 행동 몰입의 단계별로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사용자의 능력과 세부 기능에 적용된 행동개입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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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 분석을 위해 활용한 사용자의 데이터는 

사례별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한 사람의 데이터로서 그의 성향이나 

상황, 동기 등의 내재적 요인이 국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배경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함께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패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사람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자와 사용자의 차이를 한눈에 확실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어, 단일 

모수 분석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매트릭스는 행동의 몰입 조건인 능력과 과제의 균형과 성장의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 행동개입전략 디자인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 

주었다. 사례의 세부 기능들을 매트릭스의 행동 단계별 몰입 

행동개입전략들에 맞게 배치하여, 한 서비스 내에서 이들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는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디자인된 기능들의 의도를 행동 몰입의 단계적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낮아진 사용자의 동기를 

강화시키거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 행동개입전략을 수정해야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매트릭스를 활용한다면, 추후 디자인 원칙의 수정 및 세부 전략 보완이 

용이해 진다는 의미로서, 매트릭스가 가진 디자인 로드맵의 도구적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실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분석함으로써, 제품이나 플랫폼에서 

디자인한 행동개입전략이 사용자의 동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사례 분석 대상인 세부 기능들을 정의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사례 분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세부 기능들을 

사례에서 추출하여 정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례에 따라 대상 선정 기준이 달라져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분석 과정을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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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분석 대상을 추출하고 정의하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면 매트릭스의 

초기 접근성을 높여주고, 결과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에 제안된 세부 행동개입전략 일부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디자인 과정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피드백 주고 참여도 높이기(Cash et al., 2020)’나 ‘퍼실리테이션 

전략(Fogg, 2009)’은 구체적인 하위 전략을 묶어서 설명해 주는 추상적 

개념의 상위 전략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 체계 및 리더보드를 

활용한 자아의 설정과 발전 전략(Chou, 2015)’처럼 더 구체화된 하위 

전략을 매트릭스에 함께 배치하였다. 하지만 매트릭스에 이러한 추상적이고 

구체화된 상하위 수준의 행동개입전략들이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략 설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구체적인 

행동개입전략의 효과성을 실험한 연구를 고찰하여 구체적인 행동개입전략을 

추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상하위 계층구조로 나누어 주어 매트릭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지속적 몰입 행동 실천을 위한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사례를 들어 행동개입전략의 실제 사용자의 실천 

단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의 결과에 따른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사례 분석 대상의 세부 기능 선정 기준을 제시해 주어 

매트릭스의 도구적 접근성을 높이고, 실무에서 단계별 디자인 원칙을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개입전략의 상하위 구조를 나누어 재분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의 성향과 내외적 동기, 생활 환경, 주변인의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집적하여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내외부 동기 요인의 상호관계성에 기반으로 한 매트릭스 연구를 

더욱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Coskun 과 Erbug(2017)는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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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친환경적 행동)의 중심으로 사용자 그룹을 분류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그룹을 환경 민감도, 의도, 사회적 지지도와 태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그에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와 달리 행동의 

단계에 따른 행동개입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에 따른 체계화 된 전략 설계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아 적용해 본다면, 국외의 

사례와는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과정에 수반하는 복잡한 인지적 결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툴킬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매트릭스 개발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적합한 행동개입전략 선택을 

위해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단계별로 디자인 목적과 디자인 원칙 및 그와 맞는 세부 

개입전략을 연결하여 선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목표 

고객의 니즈와 목표 행동 단계 및 습관, 주변 상황을 서술하는 키워드로 

입력하면 곧바로 적합한 행동개입전략을 제안받을 수 있는 단계형 

행동개입전략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과 같은 툴킷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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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a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y Matrix of Seven Levels of 

Engagement with Design Principles 

-Balance and Growth between Skill and 

Challenge- 

 

Gahyung Song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application of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in public policies for solving environmental, health, 

economic, and educational issues. In the design field, user experience (UX) 

designers actively apply these intervention strategies studied in other fields 

such as behavioral economics (i.e., the nudge), persuasive technology, and 

gamification to persuade users indirectly to engage with a product or service. 

This study started by examining the Zero U (0U) Cup service design 

project and applications of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hanged 

only the user'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default option." These are 

limited in effect if presented without an internal transformation of the user’s 

perception for behavioral change. Therefor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ernal behavioral factors is found to be ke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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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continuous behavioral 

change in use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systematically integrated, step-

by-step matrix that can be referenced when designing behavior intervention 

strategies throughout the entire design process. This matrix is based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insic and external behavioral 

factors. It includes detailed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based on the design purpose and principles on each behavioral level. 

This study uses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In the first chapter, the 

research problem was defined, and its direction was set. In the second chapter,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to define structural elements of 

the matrix based on Skinner’s antecedent-behavior-consequence (ABC) 

model and Neisser’s perceptual cycle model (PCM). Based on 

Csikszentmihalyi’s flow theory, systematized matrix structure states that 

balance and growth between intrinsic (skill) and external (challenge) 

behavioral factors result from engaging challenges at a level appropriate to 

one's ability. To propose engaging behavioral intervention design principles, 

studies on motivat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reviewed. In the third 

chapter, each stage of action showed different a design purpose based on the 

user's psychological functional state based on the Dreyfus skill acquisition 

model and detailed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In the fourth chapter, the matrix was applied to cases, evaluating 

them according to seven levels of engagement of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ontinuous behavioral practices. The following three cas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didas Runtastic” for personal goals of users, 

“Danggeun Market” for personal goals of users within the community, and 

“Bottle Factory” for creating a zero-waste lifestyle community through 

personal goals of users. The case service features were analyzed to discover 

their practicability by actual users. 



 

 238 

Our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the matrix clearly visualized service 

features designs based on the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of each level. 

Second, the matrix functioned as a roadmap for designers based on the 

balance and growth between skill and challenge, which are conditions of 

designing continuously engaging behavior. The comparison matrix provided 

guidance for designers for future design improvements. Third, the service 

features of each case were analyzed to discover the extent to which the 

designed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fit the user's motivation. Fourth, it 

was discovered that the matrix lacked objective criteria, to choose and define 

features of case stud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these when analyzing 

cases using the matrix so designers can easily access the tool. Finally, some of 

the detailed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proposed by the matrix were 

too abstract (i.e., “provide feedback and increase participation” or 

“facilitation”) to directly apply to design projects. To compensate for this 

limitation, more practical strategies, for example, a “design reward system 

and leaderboard for accomplishment” were included in the matrix. However, 

it was discovered that a mixture of conceptual and practical strategies without 

providing hierarchy confuses designers, highlighting a direction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behavioral design, skill, challenge, balance and growth,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y, desig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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