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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디지털 방송 기술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지상파서

비스가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DMB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기능들과 더불어 ‘ 디지털 컨버전스’ 를 주도하고 있고, 새 

기술을 통한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멀티태스킹을 지

원하기 때문에, 사용성, 조작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제품들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고, 멀티태스킹이 되는 제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감각양식(Modality) 측면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모달리티와 인터럽션

(Interruption)에 대한 연구는 다중 자원 이론(Multiple resource theory)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과업(Task)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감각양식이 충돌

할 경우, 사용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 멀티태스킹의 지원 여부에 따라

서 과업의 감각양식이 다양한 순서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인터럽션을 일으킬 

때, 사용자의 태스크 수행 능력이나 사용자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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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휴대기기에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가되고, DMB, 휴대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개

념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모바일 컨버전스가 심

화되고 있다. 2006 년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에서 정보기술업계의 컨버전스와 모바일 경

향이 작년보다 더욱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CES 기간 동안 기존에 관념적으로만 다가왔던 컨

버전스 기술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상

용화되어 소개되었으며 DMB 기능과 핸드폰 기능

이 합쳐진 ‘DMB 폰’ 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06 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서비스를 시작한 

DMB 는 삼성경제 연구소 2005 년 10 대 히트 

상품 3 위로 선정되는 등 현재 모바일 시장의 중

심에 서있다(이인훈 2005).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

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한층 풍

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디지털 컨버

전스를 표방한 제품들의 대부분은 화려한 출발과

는 다르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실패의 큰 이유는 기술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

품을 설계하였고, 컨버전스 제품이 사용자에게 최

적의 경험을 제공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컨버전스의 흐름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멀티태스킹 지원에 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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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능들이 하나의 기기에 컨버전스되면서, 단

순히 하나의 기능만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서 보기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지원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맥락(context)의 고려 없이 무조건 모두 동

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최적

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각각의 과업은 다른 

감각양식(modality)을 필요로 하며 여러 과업을 동

시에 수행할 때 이러한 감각양식의 충돌은 사용자

에게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에서 요구하는 감각 양식의 종류, 

과업의 순서, 충돌의 성격이 사용자의 만족도와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2. 이 론 적  배 경 

 

2-1 감각양식 (modality) 

감각양식이란 인간 또는 기계가 정보를 주고

받는 채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 청각 

그리고 다양한 감각을 조합한 감각양식에 대한 연

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심리학의 이론에 따

르면 시각과 청각의 표상이 다르다고 알려져 왔고, 

시각 정보를 지각하는 것은 청각 정보의 그것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다(Baddeley 1981). 시각적인 감

각양식은 과업을 수행할 때 동시에 넓은 범위를 

표상할 수 있어서 복잡한 계산이나 의사 결정 과

업에 적합하다. 반면에 청각적 감각양식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주의를 쉽게 끌 수 있

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적당하다(Gaver 1989). 

 

2-2 다중자원이론 (multiple resource theory)  

인간의 정보 처리 체계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인지 자원을 효

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Knowles 1963). 주의 분야의 연구에서 과거에는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이중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단일 자원 있다고 연구되었다(Anderson 1995). 

이중과제를 수행할 경우, 주의를 통해 각 과제에 

‘ 시간’ 이라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주장되어 왔으

나, 이 경우 주의가 하는 일은 ‘ 시간’ 이라는 단

일 자원의 양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반박으로 네이븐과 고퍼, 그리고 위킨스는 자

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차원으로 되어있으며, 

과업을 수행할 때 과업끼리의 간섭의 정도가 동일 

자원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다중자원 이론이다(Wickens 2002). 브라운은 하나

의 감각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

양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각적 인지 부담을 줄

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험 참가자들

에게 청각과 시각의 신호를 이용하여 시각 추적과

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다른 성격을 가

진 인지적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M.L. Brown 1989). 예를 들어, 두 개의 과업이 

서로 다른 감각양식을 요구한다면, 과업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과업

이 자원으로서 동일한 감각양식을 요구한다면 그 

두 과업은 간섭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감각양식, 

시각이나 청각의 성격 때문에 같은 감각양식을 사

용하는 과업인 경우에도 감각양식의 종류에 따라 

인지적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양의 정보를 제공

한 경우에도 청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할 경우와 시

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결과

를 보이며, 청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할 경우 더 많

은 인지적 부담이 생기는 것을 트리즈만의 실험

(Treisman 1973)을 통해 밝혀졌다.  

 

2-3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서 요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업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거나, 하고 있던 과업

을 다른 과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업을 달성하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몇몇 연구에서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Baddeley 1983)에서 중앙 집행과정(executive control 

process)이 과업의 초기화, 선택, 실행과 종료를 관

2권 234



리한다고 제안하였다(Logan 1982). 이후의 관련 연

구에서는 과업 전환(task switching)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며(JS Rubinstein 2001), 중앙집행과정에

서 어떻게 여러 과업에 자원을 배분하며, 어떻게 

여러 과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Allport 1994; Meiran 1996; JS 

Rubinstein 2001).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연구의 결

과 연속된 과업을 전환할 때, 인지적 부담이 생긴

다고 밝혀졌다(JS Rubinstein 2001). 인지 자원이 한

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여러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인지적 부담이 들 뿐 아니라, 과업 사

이에서 어떤 과업을 행하는지 정하고 과업을 전환

하는데 인지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위의 연구를 통해 멀티태스킹이 사용자입장에

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Anderson 2001).  

  

3. 연 구 모 형  및  가 설 

 

지금까지 감각양식과 다중자원이론, 그리고 멀

티태스킹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청각적 

자극이 있는 과업이 연속되어 나오는 경우와 시각

적 자극이 있는 과업이 연속되어 나오는 경우에 

청각적 자극의 과업이 사용자에게 더욱 인지적 부

담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

거의 감각양식에 대한 연구에 현대인들은 일반적

인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과거의 연구가 주로 시각적 감각양식과 청각적 

감각양식의 충돌 여부에 따른 결과에 주목했다면, 

우리는 시각과 청각이 함께 제공되는 자극의 역할, 

자극이 제공되는 순서의 효과 및 제한된 크기의 

작은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상황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감각양식이 충돌

할 경우 인지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멀티태스

킹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담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시청각 감

각양식에 해당하는 동영상 자극의 경우 시각과 청

각적인 감각양식을 모두 가지고 인지 과정에 영향

을 주겠지만, 청각적인 자극과 충돌하였을 경우 

다른 경우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독립 변수와 관련하여 집단 간 변인으로는 멀티

태스킹 여부를 설정했으며 집단 내 변인으로는 충

돌하는 감각양식의 종류(충돌 안함, 시각, 청각), 

과업의 순서를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로 사용자의 

만족도와 과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자 하였다.   

 

H1. 모바일에서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 할 때, 멀

티태스킹 여부와 관계없이, 감각양식이 전혀 충돌

하지 않는 경우, 시각이 충돌하는 경우, 청각이 

충돌하는 경우 순으로 사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

가 떨어질 것이다. 

 

H2. 모바일에서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 할 때, 멀

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과업에서 청각이 충돌하는 

경우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며, 시각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멀티태스킹 여

부가 사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다. 

 

H3. 모바일에서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 할 때, 시

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시청각 자극

의 순서가 사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때 시각 감각양식의 성격으로 인해 시

청각 자극이 과업의 뒷부분에 오는 경우에 사용자

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H4. 모바일에서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 할 때, 청

각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시청각 자극의 순서가 사

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다. 

 

4. 연구 방법 

 

4-1. 실험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생 중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한 스물 일곱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실험 참가자의 교정 시력과 청력은 정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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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실험의 목적과 가설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다.   

 

4-2. 도구 및 재료 

자극은 시각, 청각, 시청각을 사용하여 정보

를 전달하는 다양한 내용의 뉴스로 제작되었다. 

시각자극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240 

x 320 사이즈에 맞춰 여덟 페이지가 되도록 제작

하였으며, 청각은 실험 시작 전에 테스트 자극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음량을 조

절하도록 하였다. 동영상 자극은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DMB 핸드폰과 같이 가로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가로로 제시하였다. 자극은 

visual c# 또는 flash for pocket pc 로 제작하여 

HP rw6100 을 이용하여 그림 1 과 같이 실험하였

다.  

자극으로 선정된 뉴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

는 주제에서 벗어나 실험 참가자들이 사전에 접하

지 못했을 내용으로 택하였다. 만족도와 관련한 

문항은 Spreng, R.A., MacKenzie, S.B., and Olshavsky, 

R.W. (1996)의 연구로부터 인용하였다. 실험 자극

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하나의 

뉴스당 객관식, 참 거짓, 주관식의 세 가지로 이

루어졌으며, 문항의 타당성은 네 명의 연구원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사전 실험을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자극인 경우 동영상 자극과 시각 자극, 동영상 자

극과 동영상 자극의 화면 크기 배분을 실험 참가

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했다. 또한 뉴스의 내

용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거나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은 이해도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실험 기기의 모습> 

 

<그림 2. 동영상 자극의 예> 

 

 

<그림 3. 시청각과 시각 자극의 예> 

 

 
<그림 4. 시각과 시각의 예> 

 

<그림 5. 실험 상황 모습> 

4-3. 실험 절차 

 전체 실험 참가자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집단과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무선적

으로 할당되었다. 두 집단 모두 아홉 개의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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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고, 하나의 과업에는 두 개의 뉴스 내용

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집단의 과업은 1 분 30 초의 시간이 지난 후마다 

이전에 듣거나 보던 뉴스의 내용이 중단되고, 다

른 내용의 뉴스를 듣거나 보게 하였으며, 멀티태

스킹을 해야 하는 집단의 과업은 1 분 30 초 후에 

이전에 듣거나 보고 있던 뉴스의 내용이 이어지면

서 새로운 뉴스를 동시에 듣거나 보도록 디자인하

였다. 과업에 대한 학습 효과나 순서 효과에 대한 

영향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오염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균형법(counterbalancing)을 이용하여 

과업의 순서를 배치하였고, 하나의 과업이 끝날 

때 마다 약간의 시간을 두어 실험 참가자가 연속

된 실험으로 인해 피로하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5). 하나의 과업 완료 후 해당 과업에 대한 만족

도와 이해도와 관련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경우의 실험자극의 

경우에는 한번에 하나의 과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림 1 과 같이 한가지 내용만 나오게 

하였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에는 시청각적 감

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림 2 와 같이, 시

청각과 시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림

3 과 같이, 시각과 시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

우에는 그림 4 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홉 개의 전

체적인 과업의 조합은 표 1 과 같다.   

 

진행 중인 과업 인터럽트 된 과업 

시각적 감각양식 

청각적 감각양식 시각적 감각양식 

시청각적 감각양식 

시각적 감각양식 

청각적 감각양식 청각적 감각양식 

시청각적 감각양식 

시각적 감각양식 

청각적 감각양식 시청각적 감각양식 

시청각적 감각양식 

<표 1. 아홉 가지 과업의 조합> 

 

5. 실 험 결 과 

 

데이터는 repeated-measures ANOVA 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각양식의 충돌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5.663, p < 0.05).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과업에서는 시각적 감각양식과 청각적 감각

양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p=0.097),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과업에서는 감각양식이 

충돌하지 않을 때와 시각 감각양식이 충돌할 때의 

정답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853). 만족도의 경우에는 감각양식이 충돌하

지 않는 경우와 시각 양식이 충돌하는 자극의 경

우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을 때 (p=0.297)와 

멀티태스킹을 지원할 때 (p=0.581) 모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멀티태스킹을 지

원하지 않을 때 청각적 감각양식의 만족도는 감각

양식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27), 시각적 감각양식과 

충돌할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28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을 일부 

지지한다. 

청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해도 

측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해야 하

는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p = 

0.000) 만족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 시각적 감각양식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해

도 (p = 0.411), 만족도 (p = 0.144) 모두에서 집

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설 2 를 지지한다(그림 6, 그림 7). 

하지 않음 해야함

멀티태스킹여부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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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

답
수

)

충돌 
감각양식

시각

청각

충돌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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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돌 감각양식의 종류와 정답수> 

하지 않음 해야함

멀티태스킹여부

2.5

3.0

3.5

4.0

4.5

5.0

만
족

도

충돌 감각양식

시각

청각

충돌안함

 
<그림 7. 충돌 감각양식의 종류와 만족도> 

 

과업의 순서와 충돌하는 감각양식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이해도와 관련해서 과업의 순서와 

충돌하는 감각양식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677 p=0.001). 하지만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났다 (F=2.751, p=0.110). 

이해도와 관련하여 청각적 감각양식은 순서와 

상관없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 (p=0.116)를 보

이며 시각적 감각양식은 순서에 따라 유의미한 결

과 (p=0.001)를 보이고 있었다. 만족도와 관련하

여는 청각적 감각양식은 순서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902), 시각적 감각양식은 

순서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9). 다음의 그림 8 와 9 은 이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두번째

시청각 감각양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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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충돌하는 감각양식의 순서와 정답수> 

첫번째 두번째

시청각 감각양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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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돌하는 감각양식의 순서와 만족도> 

 

6. 토 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과업을 기초

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이전에 충분한 

토의와 사전실험을 거쳐 이러한 한계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동영상에 대한 감각양식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시

도로써 중요하다.  

DMB 서비스의 시작, PMP (portable mul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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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기기의 확산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서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감각양식을 고려한 연구는 부

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감각양식의 종류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주로 

이론적 기초 없이 사용자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집

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 자원 

이론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론에서 

부족했던 시청각 감각양식의 순서에 따른 수행능

력차이와 같은 감각양식의 순서 효과에 대한 추가

적인 부분을 밝혀냈으므로 이후 시각, 청각, 또는 

다양한 감각양식을 이용한 정보를 사용하는 많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설계 및 연구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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