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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홈 환경은 독립 환경에서 네트워크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센

서를 기초로 하는 컨텍스트 어웨어(context-aware)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홈 환경의 변화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요구와 니즈를 발생시키고, 이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요구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요구와 니즈를 표출한

다’와’사용자의 행위는 홈 환경 컨텍스트를 판단한 사용자 컨텍스트에 의

해 발생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 행위와 사용자 컨텍

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사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

게 하여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추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

이다.  

이에 먼저, 사용자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위카드 기록법’을 이

용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다음으

로, 수집 된 데이터를 도널드 노만(D.A.Norman)의 행동 7 단계 모델과 5W1H

를 근거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위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가

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 관점을 ‘행위간의 연관성’,’사

용자 컨텍스트 요소간의 연관성’,’사용자 행위와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 간

의 연관성’의 세가지 프레임워크로 구성하여 디자인 또는 기획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함께 제안한다. 

 

Keyword : 사용자 행위(User Action), 사용자 컨텍스트(User Context), 분석 프

레임워크(Analysis Framework), 주거환경(Home) 

 

 

 

 

 

1. 1. 1. 1. 소소소소    개개개개    

 

홈 환경의 변화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요구와 니

즈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와 니즈를 만족시켜야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와 니즈를 이

해하기 위해 사용자의 행태를 연구한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주거 환경내에서의 사용자 행위와 사 

용자의 컨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행태를 연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

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2. 2. 2.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태행태행태행태    정보정보정보정보    추출추출추출추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위는 사용자의 잠재적인 

니즈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홈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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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사용자의 행위는 무엇이며, 그 행위를 통

해 사용자의 어떠한 잠재적 니즈를 발견할 수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의 행위와 그 행위를 

수행하는 정황 및 절차를 사용자 조사를 통해 추

출하고자 한다. 

 

2222----1. 1. 1. 1.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행행행태태태태    정보정보정보정보    추출추출추출추출    방법방법방법방법    

홈에서의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많

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비디오 관찰법이 있다. 그

러나 비디오 관찰법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관찰 된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가 직접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는 ‘행위카드 기록법’을 조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첫번째 조사에서는 20명의 사용자가 기록한 

홈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스크 4000개를 수

집하여 그 결과로 ‘홈 내 중요도가 높은 태스크 

40가지’를 선정하였다. 두번째 조사에서는 20명

의 동일한 사용자에게 선정된 40가지의 태스크를 

제시하여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정황(context)

와 행위절차(action step)을 기록하고 그때의 상황

을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그림 1] 

 

 

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사용자 행태 데이터 

    

    

2222----2222. .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태행태행태행태    정보정보정보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수집된 사용자 정보를 ‘ 태스크 ’ ,’ 컨텍스트

(context)’,’행위절차(action step)’ 로 구분하

여 데이터를 정리한다. 

    

1) 1) 1) 1)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도널드 노먼의 행동 7 단계 모델’의 원리를 통

하여 각각의 사용자가 동일한 태스크(task)를 수

행할 때의 행위 절차를 재배열한다. 

1111----1) 1) 1) 1) 결과결과결과결과::::    

① 행위는 Hierarch 를 가진다. 따라서, 행위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행위는 Group을 가진다. 

③ 모든 행위는 태스크가 될 수 있다. 

④ 행위는 동기, 준비, 실행, 완료 4 단계로 재 

정의할 수 있다[그림 2]. 

 

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 행위 그룹 관계도 

    

2) 2) 2) 2)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2: 2: 2: 2:    

사용자가 기록한‘행위절차’들을 모두 ‘5W1H’

의 원리로 나눈다. 

2222----1) 1) 1) 1) 결과결과결과결과::::    

① 사용자가 행위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요소에 그 행위가 영향을 많

이 받는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요소와 요소, 

요소와 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5W1H 로 구성되어있는 행위는 전후에 홈 환경 

컨텍스트(home context)를 가진다. 그러나 ‘전’

에 위치하는 홈 컨텍스트(home context)는 사용자

의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써 행위와 합해지면 

사용자 컨텍스트(user context)가 되고, ‘후’에 

위치하는 홈 환경 컨텍스트(home context)는 행위

에 의해 변화된 홈 컨텍스트로써 행위의 결과이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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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 홈 컨텍스트 요소 개념도 

 

3333. .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태행태행태행태    정보정보정보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추출한 사용자 행태 정보는 그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 방법을 프레임워크로 제안하고자 한다. 

 

3333----1.1.1.1.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위행위행위행위    간의간의간의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_ IAF_ IAF_ IAF_ IAF    

사용자의 행위는 계층 구조를 가진다. AAF(Inter- 

Action Analysis Framework)는 사용자의 행위와 

행위의 연관성을 행위간의 계층 구조를 통해 분석

하는 프레임워크이다[그림 4].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행위와 행위 간 분석 프레임워크 

 

1) 행위의행위의행위의행위의 수직수직수직수직 구조구조구조구조 

사용자의 수많은 행위 중 하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포함관계를 보면 해당 행위를 포함하는 상위 행위

와 해당 행위를 구성하는 하위 행위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하나의 상위 행위만을 

가지지만 하위행위는 여러 가지로 하위 행위로 구

성될 수 있다.  

(ex. 요리하기-식재료 준비하기-유통기한확인하기) 

2) 행위의행위의행위의행위의 수평수평수평수평 구조구조구조구조 

사용자의 수많은 행위 중 하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 후 관계를 보면 해당행위와 연관되어 일어나

는 행위를 볼 수 있다. 

(ex. 요리하기-식사하기-설거지하기) 

 

3333----2222. .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요소요소요소요소    간의간의간의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_ICF_ICF_ICF_ICF    

ICF(Inter-Context Analysis Framework)는 사용자 컨

텍스트 요소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이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사용자 컨

텍스트 요소로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따

라서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

생하기 때문에 단일 요소를 보는 것보다 복합 요

소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 엄마_주방_냉장고 와 자녀_주방_냉장고) 

    

3333----3. 3. 3. 3.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위행위행위행위와와와와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요소요소요소요소    간의간의간의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_ACF_ACF_ACF_ACF    

ACF(Action&Context Analysis Framework)는 사용자

의 행위와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간의 연관성을 분

석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이다.  

사용자의 행위와 사용자의 컨텍스트는 밀접한 관

계를 가진다. 그 관계를 아래의 두 가지 프레임워

크를 통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 중 한가지 이상의 요소간의 

관계를 보면 그 요소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행위

를 알 수 있다. 홈 컨텍스트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사용자 컨텍스트로 전이한다. 그리고 사

용자의 행위는 전이된 사용자 컨텍스트에 의해서 

발생된다[그림 3]. 고로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는 

사용자 행위에 영향을 미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계를 아래의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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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간 분석 프레임워크 

    

1) 1) 1) 1)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요소간요소간요소간요소간    관계관계관계관계를를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행위행위행위행위    추출추출추출추출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하나 이상의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들을 선택하여 

보면 그 컨텍스트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친 행위들을 추출할 수 있다  

(ex. 아침 8 시라는 시간과 현관이라는 장소를 선

택하여 보면 외출하기라는 행위를 볼 수 있다. 다

시 외출하기라는 행위의 Hierarch 를 보면 가스밸

브잠그기-소등하기-현관문 잠그기등의 외출하기에 

포함되는 하위 행위들을 볼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사용자 행위와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 간 분석 프레임워크 (1)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사용자 행위와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간 분석 프레임워크(2) 

2) 2) 2) 2)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행위에행위에행위에행위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주는주는주는주는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요소요소요소요소    추출추출추출추출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하나의 행위를 선택하면 이 행위에 영향을 준 사

용자 컨텍스트 요소들의 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ex. 외출하기를 선택하면 외출하기라는 행위에 

영향을 준 사용자(아버지, 어머니…n)도구(열쇠,

현관문, 가스밸브. 조명스위치,,,,.,n) 장소(거실, 

주방, 현관,옷방….n)등의 구체적인 사용자 컨텍

스트 요소의 유형을 볼 수 있다.)  

 

4444.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의 전제는 ‘ 사용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요

구와 니즈를 표출한다’ 와’ 사용자의 행위는 홈 

환경 컨텍스트를 판단한 사용자 컨텍스트에 의해 

발생된다’ 였다. 그리하여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

용자 행위와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실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자 행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

다. 아래의 [그림 8]과 [그림 9]는 제안한 프레임워

크의 활용을 통한 사용자 니즈 추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용자의 니즈 추출 프레임

워크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과정에 있

어 기획자 및 디자이너에게 효과적인 아이디어 제

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4444----1. 1. 1. 1. 활용활용활용활용    방안방안방안방안    

    

1)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행위간행위간행위간행위간 분석분석분석분석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활용활용활용활용_ 에어컨에어컨에어컨에어컨

켜기켜기켜기켜기/창문닫기창문닫기창문닫기창문닫기 

특정 행위 절차를 중심으로 보면 반복되는 행위의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8]을 보면, 

‘실내 온도 조절하기’라는 태스크 중 ‘실내 온

도 낮추기’라는 하위 태스크의 행위 절차를 보면 

사용자들은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켜

기’의 행위를 가장 많이하고 또한 ‘에어컨 켜

기’의 행위를 할 때 전/후에 ‘창문 닫기’의 행

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자

이너들이 에어컨을 디자인할 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거나, 혹은 에어컨이 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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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창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사용자 행위간 분석 프레임워크 활용_에어컨켜기/창문닫기 

 

2)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요요요요소간소간소간소간 분석분석분석분석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활용활용활용활용

_내방내방내방내방/욕실욕실욕실욕실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간 분석 프레임워크의 두 축

을 도구와 장소로 하여 비교하면 각각의 사용자의 

장소 사용 패턴과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9]를 보면 이 사용자

는 다른 장소보다 자신의 방에서의 생활이 빈번함

을 알 수 있어, 작게는 자신의 방을 중심으로 한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욕실에서 책, 휴대폰, mp3 등의 의

외성 있는 도구를 사용한 패턴을 통해 자동 습도 

조절 서비스 및 음악, 전화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

성 또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사용자 컨텍스트 요소 분석 프레임워크 활용_내방/욕실 

위의 두 활용 방안의 경우는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지만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요구 및 니즈를 파악하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

다. 

 

5555....    향후향후향후향후    연구연구연구연구    과제과제과제과제    

사용자의 행태 정보는 복잡하고 또한 다양하기 때

문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 연

구의 사용자 행태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

용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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