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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은 이후 관련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휴대폰 시장은 물론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 시장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규모 개발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러나 경쟁의 심화와 높은 시장진입 비용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바탕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품질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관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다양한 접근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개방형 코딩방법에 따라 국내 포털사이트의 관련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대
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뷰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여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
들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각 지표들이 노출되는 빈도를 계산하여 지표간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유희성과 통제가능성, 다양성, 사용용이성 등 총 30개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위범주들은 5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상위범주는 감성, 디자인, 기술, 가격, 사회성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에게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디자인과 개발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심화 연구를 통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성 평가 도구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arket penetration of the smart phones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the related industries. 
As the mobile phone market as well as the smart phone application market are growing rapidly, competition 
among small-size application developers has become severe. However, due to the severe competition and 
expensive market entry costs, the developer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e the ap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However, studies on application development from the users’ perspectiv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they 
have not provided various approaches. Therefore, based on the Open Coding method of Ground Theory,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applications review from related communities and blogs of Korean web portal sites, and 
identified indices which users consider important when they use the applications. In addition,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ose indices by calculating their frequency of exposure. 
As a result, a total of 30 sub-categories of indicators such as amusement, controllability, versatility and ease of 
use appeared to be predominant to users and those lower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five categories; 
sensibility, design, technology, price, and social ski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o the application developers the guidelines of user oriented design and 
development. It can be used to develop the evaluation tool for application usability. 
Key words: Mobile Application, Grounded Theory, Open Coding, Online Review, Usability, Usability Test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SW 창의연구과정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1-C1820-1101-0015)
*교신저자 : 김민선(sunnyminkim@hanmail.net)
접수일 12년 01월 09일        수정일 12년 01월 19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012

616

1. 서론

2009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1년 4개월 
만에 국내사용자의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28]. 
스마트폰의 확산은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
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
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
관 포레스트 리서치는 2015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380
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하였으며[12],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역시 2010년 
전세계 52억 달러였던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2011년에는 
150억 달러, 2014년엔 그 10배가 넘는 580억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13]. 스마트폰과 관련 애
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는 1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시장의 성장
세에도 불구하고 유료 애플리케이션 평균 수입은 682달
러로, 평균 개발비 3만 5천 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준에 불과하며,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애
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횟수(50억회)에 비해 누적매
출(14억 4천만달러)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다[11]. 이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시장 내 진입에 비용이 많이 들며, 
시장진출 이후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이 1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들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은 경쟁의 심화를 타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니즈와 행위파악 등을 통
한 사용자 관점에 대한 연구, 사용편리성 제고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5].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사
용성(usability)의 평가를 들 수 있다. 사용성은 사용편의
성, 사용편리성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적
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능을 의미한다[47]. 사용성 
측정을 위해서는 평가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를 사용성의 
속성(attribute), 사용성 요인(factor)라고 부른다. 

제품설계 및 기획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용성의 중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품설계에 반영
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의 제품개발에 필수 요소로 여겨
진다. 제품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어
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
는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정황이나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25]. 이에 최근에는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들

이 시스템의 특성이나 분야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해
당 분야에 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시장이 형성 및 성장단
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접근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
정으로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역
시 부족하다[6][30][45]. 현재 도출되어 있는 일반적인 제
품 평가나 웹사이트의 사용성 요인들을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성의 평가
에 주목하고 아직 미흡한 사용성의 요소들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
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과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주
로 사용되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구전[1][3][34]을 분석하
여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시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요소들
의 노출빈도를 비교하여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매겨 연
구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의 줄인 말로서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응용프로그램
이란 워드프로세서, 웹브라우저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자 또는 다
른 응용프로그램에게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
계된 프로그램을 뜻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의 정의에 스마트폰에서 구현된다는 조
건이 추가된 것으로 스마트폰의 OS별로 제공되는 애플
리케이션 스토어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
다[29]. 

애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앱(App)’
이라는 말은 Apple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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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앱스토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2008년 7월 10일 Apple
사에서 아이폰3G의 공식판매가 실시됨과 함께 공개된 애
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경
제’를 만들어내며 IT 시장의 중심이 되었다[11].

이렇듯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시장 및 비즈니스는 급
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애플리케이션의 디자
인적인 측면[32][53]이나, 기술적인 측면[22][39][41][51], 
TAM이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사용의도와 관련한 논문
[16][38][52][54]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유제[7]는 사용자 관점의 
지각된 특성이 기대충족과 만족,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품질이 기대
충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은 지속사용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대충족
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
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즐거움과 높은 품질
을 중요시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주변
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현령[30]은 애플리케이션 구매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
상으로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전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
며, 이외에도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순위, 유용성, 사용용
이성, 시험가능성 등이 애플리케이션 구매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관련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연구와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관점의 연
구나, 사용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6][30][4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구매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매에 구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구전효과

기존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및 구
매에 있어 주변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구전이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이란 1954년 Fortune
지에 소개된 William H. Whyte, Jr.의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그는 제품 구매에는 이웃 간의 일정한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구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혀냈다[55][56].

이후 구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1][3][34]. 특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그 확산
에 구전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44]. 익숙한 제품에 
비해 새로운 제품의 구매 시 위험부담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에 
의존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측면에서 구전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겨지며 소비자들과의 커뮤니
케이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Gelb[14]는 구전의 효과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매를 설득하는
데 중요하며, 소비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광고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Neelamegham[36]은 영화, 콘서트, 스포츠 등 엔터테인
먼트 관련 제품이나 여행, 미용, 식당 등 경험적 제품에서 
구전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이전에 그의 품
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구전과 
같은 비공식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러한 연구는 Harrison-Walker[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
과를 보이는데, 그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구매의사 결정시 
다른 미디어보다 구전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 특히 실재하지 않는 무형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시 구전에 대한 참고를 하며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구전에 대한 연구들이 온라인 구전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다[2][5][43].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제품과 서비스, 실제로 볼 수 없
는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높이게 될 때 구전의 영향을 많이 받
게 되는데,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점차 온라인 구전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보다 높
아지고 있다. 온라인 구전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전에 비
해서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
으며, 소비자들 역시 인터넷의 공간 및 시간의 초월성으
로 인해 그 정보에 접근이 보다 쉽고 편리해졌다[2][18]. 

이현선[31]은 약 80% 이상의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
비스와 관련된 탐색하는데 온라인 구전을 활용한다고 밝
혔으며, 이들 중 약 60% 가량이 제품 구매 이전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 구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대하여 Chevalier[8]은 미국의 
아마존과 반즈앤노블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도서리
뷰를 분석하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구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소비자 리뷰의 개선이 도서매출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의사결정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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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구전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전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애플리케이션에도 구전
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라인 구전이 매
출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리뷰를 통해 애
플리케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의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여 활용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Strauss[48]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은  질적연구 방법
의 한 종류로,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과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활
용가능한 연구방법론이다[15][48]. 일반적으로 현상 밖에
서 만들어진 범주를 연역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근
거이론은 현상에 근거를 두고 귀납적으로 범주를 만들어
가며, 연구의 중심현상을 이해하여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48]. 또한 자료에서 이론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직관력을 제공하고 행동하는데 의
미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48]. 또한  근거이론을 적
용하면 자료 수집과 접근법을 다양하게 하는 과정
(triangulation)을 통해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위
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며[4], 현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
는 다른 질적연구 방법과는 달리 구조화된 모형을 결과
물로 보여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근거이론은 간호학과 보건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
며, 최근에는 교육학[27], 커뮤니케이션학[9][19], 광고학
[10][20][42]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lka[37]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모바일 바이럴 마케
팅(viral marketing)에 참여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동기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모바일 바이럴 
콘텐츠의 수용, 사용, 촉진의 결정 요인들을 도출하여 정
의하였다. 국내의 경우 차성미[4]는 구전을 외식업체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
여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관련 외식업체의 온라인 게시
판의 이용후기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

이 구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경우 외식업체에 대한 기
대치가 높으며 구전의 발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구전과 
부정적인 구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박영춘[40]은 상품판매에 성공적인 가전회사의 상품
개발과정을 연구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프
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고 이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신제품 디자인과 출시를 위
한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성신[33]은 도서관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
론을 기초로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추
구 행태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추구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보 이용
자의 환경, 의미있는 주변인, 정보제공, 정보원의 인지, 
개인의 과거경험 등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거이론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서비스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작성된 자료
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행태나 서비스 대상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실제 마케팅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
하고자 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성과 사용성의 요소의 정립에 근거이론이 적합하며, 아울
러 본 연구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작성된 자
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행태나 서비스 대상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사용성의 요소를 적립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어 근거이론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3.2 수행절차

근거이론은 현상 및 문제에 대한 발견 이후 관련 자료
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개방형 코
딩(open coding)을 실시한다.  개방형 코딩 단계에서 연구
자는 일대일 면접이나 집단면접, 참여관찰 혹은 보고서 
및 통계자료, 설문지,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작성된 문서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속
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
해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정보에 대한 최초
의 범주화를 완성하게 된다. 최초의 범주화를 통해 발견
된 개념들은 연구자에 의해 보다 큰 개념아래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연속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연속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범주화를 발견하게 된다[33].

두 번째로는 축코딩 단계(axial coding)로 개방형 코딩
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개방형 코딩을 진행하는 동안에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
합하는 과정의 시작을 목적으로 한다. 축코딩은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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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명 카테고리명
청춘을 뒤흔든 한 줄의 공감 Book

노홍철과 왕초보 영어회화 education

알랑말랑상식퀴즈 education

오토스피킹 education

AVplayer Entertainment

Booooly Entertainment

iMakeRingtone Music

Talking Rex the Dinosaur Entertainment

talking Santa for iPhone Entertainment

스포츠게임천국 ver1.2 Entertainment

오빠 나야 Entertainment

클럽맞고 온라인 Entertainment

허슬당구 ver 1.0 Entertainment

편한가계부 Pro Finance

Sleep cycle alarm clock  Health & Fitness

SwingSwing Touch Music

Photo+folder Photography

앨범관리+포토다이어리 Pro Photography

Awesome note Productivity

WhatsApp Messenger Social Networking 

Battery Doctor Pro Utility

Pororo X-mas Book

English Restart Basic Education

Star Walk - 5 Education

뇌새김 영단어 - 토익 Education

영어뉴스 청취비법 Education

빅피쉬(Big Fish) Entertainment

Coast Defense-Reloaded Entertainment

레이징선더2 Entertainment

클럽포커 온라인 Entertainment

코딩과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단계는 아니다[49]. 

마지막으로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이다. 
선택 코딩은 개방형 코딩과 축코딩 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 범주들을 최종적으로 통합시키고 정교화시켜 결과
적으로 이론의 형태로 활용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관
련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Fig. 1] Research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전으로 밝혀짐에 
따라[30],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동안 작성
된 사용 리뷰를 수집하여 내용을 심층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축코딩 단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 
혹은 변화해가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진행하
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즉, 자료수집 및 분석을 
근거로 하여 최소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개념, 범주, 속성 등을 찾아내는 개방형 코딩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3.3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
지 약 1개월간 일주일 중 월요일을 기준으로 Apple사의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1위에서 25위 내에 해당하는 애
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사용리뷰를 수집하였다. 조사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순위에 랭크된 애플리케이션을 제외

하여 최종적으로 5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50개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리뷰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대표 커
뮤니티와 파워 블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검색어
로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작성과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성자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리케
이션당 최대 3개까지의 사용 리뷰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50개의 애플리케이션, 130개의 
사용 리뷰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
구의 목적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는 만큼, 수집하는 데이터에 작성자
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만을 수집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표 1] 조사대상 애플리케이션 
[Table 1] Research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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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정비결2011 Life Style

진돗개 Life Style

Christmas Touch music

iGoal Pro Productivity

두산동아프라임 영한/한영사전 Reference

마이캘린더 – 음력/일정/알림 Utility

iGoal Pro –By Time Productivity

8mm Vintage Camera Photography

라디오알람 Music

정통타로점 Life Style

칼로리 관리 Health & Fitness

English restart advanced Education

헬로키티 CashBook Economy

텅 트위스터 Education

후토스시즌 1: 하늘을 나는 집 Education

PUCCA POP Entertainment

팔라독 Entertainment

해설이 있는 클래식 Music

crazy remote pro Productivity

Smart Calender Utility

3.4 분석절차

3.4.1 연구자료의 수집

사용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리뷰는 조
사대상으로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검색어로 하
여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관련 커뮤니티와 전문 블로그를 위
주로 수집하였다. 커뮤니티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매
년 카테고리 기준으로 회원수와 정보공유 정도를 바탕으
로 상위 0.1%를 대상으로 선정한 ‘대표카페’ 커뮤니티를 
위주로 하였으며, 전문 블로그 역시 방문자수, 방문수, 페
이지뷰, 포스트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파워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애플리케이션 사용 리뷰들은  일차적으
로 MS Word 형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리
뷰를 애플리케이션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였
다. 각각의 수집된 사용 리뷰는 연구목적에 맞게 함수와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분석이 가능하도록 Excel 
형식으로 한 문장이 하나의 셀에 삽입되도록 통합 및 변
환하였다. 

변환된 Excel 파일의 내용 중 이모티콘이나 인사말 등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리뷰와는 관계없고 문장해석에 불
필요한 어구들을 삭제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은 수작업으로 일차적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엑
셀의 맞춤법 및 텍스트 필터기능 등을 활용하여 이차적

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 불필요한 분석데이터의 양을 줄
이고 문장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분석대상 문장은 총 2,474개에서 
2,323개의 문장으로 축약되었으며 변환된 분석데이터를 
한 장의 카드에 한 문장씩 모두 인쇄하여 문장카드를 제
작하였다.

3.4.2 개방형 코딩

개방형 코딩이란 수집된 자료 내에 포함된 정보 분류
의 연속화 과정을 의미한다. 분류의 연속화 과정은 세분
화된 범주화를 진행하고, 세분화된 범주들 간의 통합 등
을 통해 상위개념의 범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5명과 연구자, 총 6명이 
함께 개방형 코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정에 참
여하여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1년 
이상된  사용자, 유료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위주로 구성하였다. 

과정에 있어, 우선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목적과 각 프로세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
과 질의응답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미리 제작된 
문장카드 2,323개를 무작위로 나열하여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체 2,323개
의 문장에서 총 608개의 유의미한 문장으로 분류되었으
며, 여기서 제외된 문장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단순
히 소개나 설명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것으로 본 연구와
는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단순히 소개나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개발사에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의 설명서나 소개서
의 내용과 유사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작성자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 과정에는 참여자 6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
영하여, 6명 중 과반수 이상인 4명 이상이 분석대상이라
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해 전체 2,323개의 문장 중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소개와 동일한 내용 94개, 
단순히 애플리케이션과 그의 기능에 대한 설명 1,489개,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는 인사말 132개를 제외한 608개
의 문장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6명의 연구진을 A팀과 B팀으로 나눠 분류된 608
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
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팀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팀 내부의 협의만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A팀과 B팀은 각각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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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3개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중 동일한 의미를 포함
하고 있으며, 범주명이 동일하게 붙여진 7개의 범주는 최
종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동일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범주명이 상이한 9개의 범주는 두 팀의 협의를 통
해 최종적으로 범주명을 정하였다. 또한 각 팀별로 동일
한 의미가 아닌, 새롭게 도출된 범주, 즉, A팀의 
‘Multi-Play’, ‘연동성’, B팀의 ‘가독성’, ‘독창성’, ‘용이
성’,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팀 간의 협의를 통해 최
종범주 도출에 반영하였다. 

[표 2] 개방화 코딩 과정 
[Table 2] Open Coding Process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44개의 범주 중 약 86.4% 
가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약 13.6%가 다른 의미를 가진 고유의 범주로 구분되었
다. 이렇게 2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두 팀 간의 협
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주의 추
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30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Application 가격’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소
요되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소요되는 data 통화료를 의미하는 ‘Data 요금’과는 차이
를 보인다. ‘경제성’은 앞선 2가지 범주와 달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 등
을 반영한 것으로, 앞선 두 범주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구매비용과 구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경제성’
은 사용자가 느끼는 경제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Multi-Play’는 개인 1명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여러 명
의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범주이며, 
‘연동성’은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디
바이스 간의 호환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Update’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쪽에서 사용자가 제
기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가독성’과 ‘그래픽’은 애플리케이션 내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얼마나 사용자에게 잘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다. 이미지에 대한 범주는 ‘그래픽’ 이외에 ’다양성’, '
독창성’, ‘색상’, ‘심미성’, ‘이미지의 정밀성’ 등이 있으
며,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하는 이미지들이 다양한가, 혹은 차별성이 있는가, 색상
은 적절한가, 아름다운가 등의 여부를 표현하는 범주이다. 

[표 3] 도출된 범주의 정의
[Table 3] Definition of Derive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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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느끼는 감
성으로 사용으로 인해 만족감을 느꼈는가에 대한 내용이
며, ‘유희성’, ‘친밀감’, ‘행복감’, ‘사용용이성’, ‘사용편리
성’ 역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느끼는 감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반응속도’, ‘센
서’, ‘연동성’, ‘오류’, ‘용량’, ‘해상도’는 사용자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혹은 개발 기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범주이다. ‘메뉴구성의 단순성’은 메뉴나 디자인 등
의 단순성에 대한 표현이며, ‘사회적 영향’은 애플리케이
션 구매를 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사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범주
이다.

도출된 범주들의 노출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다. 유희성이 69회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다음으로 통
제가능성과 다양성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4] 범주별 노출빈도 
[Table 4] Frequency of exposure per category 

지 표 횟수 지 표 횟수
Application 가격 28 센서 17

data요금 11 신뢰성 12

Multiplay 13 심미성 29

update 7 아이콘의 직관성 4

가독성 5 연동성 36

경제성 13 오류 26

그래픽 11 용량 5

다양성 41 유희성 69

독창성 10 음 향 12

만족감 26 이미지의 정밀성 16

메뉴 구성의 단순성 27 친밀감 33

반응속도 12 통제가능성 49

사용 용이성 36 해상도 2

사용 편리성 30 행복감 4

사회적 영향 20 - -

색상 4 총 합 계 608

Strauss[50]에 따르면 최초의 범주화 후 연구자는 발견
된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큰 범주화가 가능한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
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최소의 개념들
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26]. 앞선 과정을 통해 도출된 30
개의 범주를 하위범주로 인식하여 보다 상위범주로 통합
하였다. 이 과정을 위해서 1차 범주구성에 참여했던 6명
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위범주로의 통합을 실시하였
다. 참여자들을 1차 분류와 마찬가지로 팀을 구별하였으
나, A팀과 B팀의 팀원을 교환하여 진행하였다. 2개의 팀
을 대상으로 동시에 30개 범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
명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어 개념에 대
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각 팀원들
끼리 협의를 통해 상위 범주화를 진행한 결과 A팀은 30
개의 범주를 5개의 상위범주로 구별하였으며, B팀은 4개
로 구별하였다. 두 팀 간의 구별은 디자인, 기술, 가격, 감
성이라는 4개의 상위범주가 유사한 하위범주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전체 30개의 하위범주들 중, 26개, 약 87% 가
량이 유사한 상위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약 13%가량이 서
로 다른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 A팀이 애플리케이션 선
택시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요소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제조사 등의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신뢰
성’과 ‘사회적 영향’의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반면, B팀은 ‘신뢰성’과 ‘사회적 영
향’ 범주를 ‘감성’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성’의 
경우 A팀은 ‘가격적 요소’에, B팀은 ‘경제성’에 포함시켰



사용자 관점에서 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623

으며, ‘가독성’의 경우 A팀은 디자인적 범주에, B팀은 기
술적인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협의과정
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래픽, 기술, 사회성, 가격, 감성, 5
개로 통합된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개방형 코딩을 통해 도출된 5개의 범주들은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중요하
게 생각하는 요소들로 각 범주들에 포함되는 하위범주들
이 노출된 빈도수에 따라서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표 5] 상위 범주 도출 과정 
[Table 5] Upper categories generating process

디자인 범주는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나 배경, 캐릭
터 등에 대한 미적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주
들을 포함하며,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기술적인 부
분, 사회성은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나 사용자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 가격은 애플리케이션과 그 이외의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감성범주는 사용자 본인이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범주들을 포함한다. 

4. 연구결과

Strauss[48]의 근거이론 개발 과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용자
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들을 도
출하고 도출된 범주들을 하위범주로 인식하고 상위범주
로의 통합을 실시하였다. 

총 2323개의 분석대상 문장들을 개방형코딩을 통해 
총 608개의 유의미한 문장을 도출해냈으며, 도출한 문장
들을 5개의 상위범주, 30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별 노출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희성 69회, 통
제가능성이 49회, 다양성 41회, 사용용이성과 연동성 36
회, 친밀감 33회, 사용편리성 30회, 심미성 29회, 애플리
케이션 자체의 가격이 28회, 메뉴구성의 단순성이 2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5개로 통합된 상위범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감성이 340회, 기술 130회, 디자인 67회, 가격 39회, 사회
성 3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각 범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각각의 빈도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1) 사용자가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할 때, 재미를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2)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이미지나 
캐릭터 등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한지 여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3)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이미지나 캐릭터, 배경 등의 선택영역이 다양한지, (4) 애
플리케이션 자체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지 여부와 
Facebook, Twitter 등 기타 프로그램 혹은 다른 디바이스
와의 호환 가능여부 (5)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나는 캐릭터
나 이미지, 사용방식 등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
과 유사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기능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사용자 개인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5. 토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 방법론을 통해 리뷰를 분석한 결과, 연
구의 주제인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고려하는 
중요 범주는 유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애플리케이션 사
용의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유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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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21] 이와 연계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희성을 제외한 노출빈도 최상위범주 중, 통제
가능성, 다양성, 연동성 등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즈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
용이다. 통제가능성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사용자
가 원하는 대로 설정의 가능여부에 관련된 범주이며, 다
양성 역시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나 캐릭터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들의 범주이며 
연동성은 SNS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이외
의 PC나 기타 디바이스와의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
용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나 사용자 개인의 선호 등 개인
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범주들로 구성되어있어, 사용자들
이 커스터마이즈화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성과 관련된 감
성범주들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위범주들은 기술, 디자
인, 가격, 사회성으로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구성
하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담고 있는 컨텐
츠의 캐릭터나 디자인 등의 심미적인 요소 등에 대한 내
용들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노출빈도를 비교해보자면 전
체 608개의 유의미한 문장들 중 감성범주에 전체 50% 이
상인 340여개의 문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4개의 범주들과의 노출 빈도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화된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쟁에
서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들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용성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무분
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저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용성 요인에 활용이 가능하여 앞으로 제작될 
애플리케이션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중요 범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조사대상 선정 과정 중, 조사대상을 Apple사의 애플리
케이션의 다운로드 순위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OS별, 카테고리별 편중이 발생하였고, 전체 50개
의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14개의 애플리케이션이 
Entertainment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카테고리
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조사대상이 온라인 구전인 만큼 작성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추후 비슷한 연구를 다른 환
경에서 수행하여 실제로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분
석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거이론 방
법론에 근거한 프로세스에 충실하게  진행하였으며, 연구
자의 주관성 개입을 피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의 검토
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여타 다른 정량적 연구에 
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출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우선 조사대상의 표본을 
더 늘려 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카테고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을 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일
반화되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범주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실증적
인 연구를 진행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다 높이는 등
의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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