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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경험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이 경험
이 클수록 사용자의 몰입과 만족도가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은 게임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SNG(Social Network Game)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공한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들의 특징을 사용자 경험의 주요 요소인 인터페이스, 사용성, 상호 작용 디자인 요소
로 분석한다. 이후에, SNG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경험 요소를 논한다. 본 연구는 SNG 게임 플
레이어들의 게임 몰입과 사용자 경험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SNG, 사용자 경험 요소, 상호작용성 디자인, 사용성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Abstract  The user experience of the game contents refers to the overall experience which players feel in the 
game play. As this experience increases, the immersion and satisfaction level extend. Therefore, the user 
experi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success of the game. 
This study has the purpose for presenting importance of user experience about SNG (Social Network Game), 
which is the focal point recent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features of successful SNG game by 
comparing essential elements of user experience, such as user interface, usability, and interaction design 
elements. And then, this study discusses the user experience elements for enhanc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SNG game.
This study can provide the information which is beneficial to the game immersion of SNG game players and 
user experience.

Key Words : User Experience, Social Network Game, Features of User Experience, Interaction Design, Usability 
Design, User Inte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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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SNG(Social Network 

Game) 시장의 성장으로 격히 증가하고 있다. SNG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기존 Tycoon류 게임을 웹 게임

에 합하게 변경한 것으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임 장르룰 말한다. SNG 시장은 2011년까지 페이스북, 네

이버, 네이트 등의 웹 SNG가 주류를 형성하 으나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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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이 보 되면서 차 모바일 SNG으로 진화되기 시작

하 다. 이는 스마트 폰의 특성으로 인한 쉬운 이식성, 

PC 보다 우수한 근성과 조작성 때문이다. 이러한 SNG 

게임들에서도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은 게

임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 요소이다.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 

간 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  경

험을 말한다[1]. 즉 사용자가 참여, 사용, 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말한다. 특

히 정 인 사용자 경험은 산업 디자인, 소 트웨어 공

학, 마   경 학의 요 과제이며 시장에서의 성공

을 가져다  수 있는 요 요소이다. 

정 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한 일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디자인, 상호 작용성 디자인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2][3].

Anu Kankaine[4]와 Jong Hwan Seo[5]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요성을 밝혔으

며,  ISO 924[6]와 DongHoon Lee[7] 연구에서는 사용성 

디자인을 사용자 경험의 요 요소로  기술하 다.  한, 

L.Huang[8]과  J.Webster[9]와 Bevan[10] 연구에서는 사

용자 경험에서 상호 작용성 디자인을 요 요소로 언

하 다.

사용성 디자인[11]은 수행하는 과정의 효율성 정도에 

한 설계를 말하며 상호 작용성 디자인[11]은 게임 안에

서 사용자와 게임 콘텐츠 사이에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

을 설계하는 것으로 사운드. 진동, 그래픽 효과, 행동에 

한 피드백으로 표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11]

은 인터페이스 요소의 크기와 치, 기능이나 정보의 용

이성, 게임 실행 단계 축소, 게임 진행 결과에 한 피드

백 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요소 즉 사용성 디자인, 상호 

작용성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로 SNG 게임들

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요소가 SNG 게임의 성공에 

요함을 보여주기 해 성공한 게임으로 룰더스카이 게

임을 로 들어 설명하고 실패한 게임으로 에 리팜 게

임을 심으로 설명한다. 룰더스카이 게임은 2011년 4월

에 출시된 게임으로 2011년에는 매출액이 약 36억이었고 

2012년에는 약 300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한 게임으로 지

까지도 여 히 매출액이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게임이다

[12]. [Fig. 1]은 룰더스카이 게임의 2012년 랭킹 그래

[16]이다. 가로축은 기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랭킹을 표

시한다. 약 1년 가까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1 를 

해 왔다.

[Fig. 1] Ranking Graph of Rule the Sky

에 리팜 게임은 2011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에는 앱스토어 매출액 1 [13]를 차지하 지만 차 순

권에서 벗어나서 2012.12월 300 권을 차지하고 있다. 

재 2013년 8월에는 서비스를 종료할 정이다. [Fig.2]

는 룰더스카이 게임의 2012년 랭킹 그래 [16]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용자 경

험을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디자인, 상호 작용성 디

자인, 이 3가지  요소로 룰더스카이 게임과 에 리팜 게

임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기술된 룰더스카이 

게임과 에 리팜 게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디

자인, 상호 작용성 디자인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언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  추후 연구 

방향을 논한다.

[Fig. 2] Ranking Graph of Every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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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경험 분석

본 장에서는 게임에서의 사용자 경험의 요성과 연

성에 한 연구를 해 시장에서 성공한 SNG와 실패

한 SNG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사용성 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성공, 실패 요인을 추출할 것이

며 이를 토 로 재 SNG시장에서 성공하기 한 요소

에 해 제언한다.

2.1 룰더스카이 게임

JCE에서 개발했으며 ‘나만의 하늘섬을 만들자’가 슬로

건인 섬 꾸미기 SNG  게임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

로이드 폰에서 실행된다[14]. [Fig. 3]은 룰더스카이 게임

의 스크린 샷을 보여 다. 

[Fig. 3] Screen Shot of Rule the Sky

1) 인터페이스 디자인

[Fig. 4] User Interface of Rule the Sky 

[Fig. 4]는 룰더스카이 게임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보

여 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이어의 정보가 표시되

며 우측 상단에는 게임 뉴스가 제공된다. 한  WORLD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르면 게임이  재 진행되고 

있는 섬(장소) 외에, 사용자의 벨에 따라 여러 다른 섬

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뉴스 제공버튼 바로 에는 “Q”

라고 있는 퀘스트 메뉴가 있다. 이 버튼은 재 진행 

인 퀘스트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친구

목록과 자체 소셜 서비스인 NEST 버튼이 있다. 한 우

측 하단에는 각종 기능을 배치시켰는데 화살표 버튼을 

르면 숨겨있는 각종 기능들이 나타난다.

2) 사용성 디자인

화면 좌측 상단에는 개인 정보 화면이 있다. 이것은자

신의 사진, 이름, 벨, 경험치, 게임머니, 보유캐쉬 등의 

정보를 한 에 볼 수 있는 구조로써  많은 게임들에서 이 

치에서 개인 정보를 보여 다. 표 인 로, 월드오

워크래 트(WoW) 게임에서의 캐릭터 정보 인터페이

스의 경우 우측 바에 퀘스트 버튼을 배치해 놓았는데 이

를 통해 사용자는 게임 진행 상 자주 보게 되는 퀘스트 

정보를 1번의 터치로 근할 수 있게 설계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숫자 푸쉬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몇 개의 퀘스트가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해 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소셜, 커

뮤니 이션 련 기능들을 나열하 다. 다른 SNG 인터

페이스와 다른 특이 은 NEST서비스 버튼 에 있는 

친구 목록이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친구 순서 로 정렬

이 되어 있다는 이다.

한, 룰더스카이의 핵심 소셜요소인 favor1), care2)** 

등의 경우 사용자가 빠르게 근할 수 있게끔 유도되어 

있으며 SNG인 특성인 인맥의 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우측하단에는 사용자 편의를 해 상 , 랭킹, 출석

도장, 퀘스트의 자주 쓰는 기능을 모아두었다. 이 방법은 

기존 페이스 북 웹 게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룰더스카이의 성공 이후로 이러한 인터페이

스 구조를 심으로 SNG 인터페이스가 제작되었다. 

3) 상호 작용성 디자인

룰더스카이의 가장 큰 차별 은 소셜기능의 강화와 

꾸미기의 자유도에 있다. 룰더스카이 이  SNG에는 친

1) favor : 친구마을의 생산시설에 favor 신청을 해 친구가 수락
한다면 건물 생산 완료 시 일정량의 경험치와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

2) care : 다 큰 작물은 일정시간 내로 수확하지 않으면 시들어 
상품가치를 잃는데 친구가 시든 작물을 되살려 줄 수 있으
며 이를 care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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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을에 가서 마을 구경이나 NPC를 터치 한후 나오는 

소리 등을 듣는 정도 다. 

[Fig. 5]는 favor 신청 화면이다. favor는 신청자에게 

량의 경험치와 골드를 제공하고 수락자에게는 건물 생

산시간 단축의 혜택을 으로써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소셜 활동에 한 동

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략이다.

사용자들은 서로 favor나 시든 작물 care로 친목을 다

지며 교류하는 형태로 게임을 이한다. 도와주고 돌

주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극 화 된 실제 사례로 2012

년 6월 favor와 care로 교류하던 사용자 간 결혼식이 알

려진 경우가 있다[Fig .6]. 상호작용 기능이 인간 계에 

향을  이다.

[Fig. 5] favor Interface 
of Rule the Sky

 

[Fig. 6] Wedding Photo

다른 특징으로 꾸미기 자유도가 높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 벨이 되면 ‘ 성 섬’을 구입해 맵상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SNG의 핵심 요소인 ‘나만의 공간을 

꾸민다’라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높은 자유도로 구 한 

것이다. [Fig. 7]은 이를 보여 다.

  

  

[Fig. 7] Decorated Island of users in a variety of 
ways

2.2 에브리팜

에 리팜은 Fever Studio 개발하고 NHN 한게임에서 

서비스하는 SNG 게임으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에

서 이 할수 있다. 에 리팜은 출시 후 약 1주일 만에 

앱스토어 1 를 기록 하는 등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에 리팜과 다른 게임과  가장 큰 차이 은 생산한 농

작물을 2차, 3차 가공까지 할수 있는데 가공하려면 공장

이 필요한데, 이 공장을 짓는데 돈과 청정도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다.

게임이 시작되면 사용자 마을에는 한계 청정도가 주

어지고, 각 생산시설들에는 고유의 청정도가 설정된다. 

사용자는 마을의 한계 청정도 내에서 생산시설물을 지을 

수 있으며 이 한계 청정도를 높이기 해서 사용자는 꾸

미기용 아이템으로 마을을 꾸며야 한다. 

여성을 공략하기 해 그래픽을 동화풍으로 제작하

다. [Fig. 8]은 에 리팜의 스크린 샷이다.

 

[Fig. 8] Screen Shot of Every Farm 

1) 인터페이스 디자인

좌측 상단에는 벨, 경험치, 청정도 정보가 제시되고 

우측 상단에는 게임머니와 캐쉬 정보가 디스 이 된다. 

그리고. 캐쉬정보 아래에는 충  버튼이 제공된다. 좌측 

하단에는 FLAT 버튼이 있으며 그 에 상 , 보 함, 재

배치, 친구보기 버튼이 있다. [Fig. 9]는 이를 보여 다. 

FLAT은 농장의 건물 배치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으로 건물의 면 을 사각형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

이다.

[Fig. 9] Every Farm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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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디자인

에 리팜 역시 사용자 정보는 좌측 상단에 표시되고 

게임머니  캐쉬는 우측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좌측 하

단의 FLAT 기능은 에 리팜 고유의 기능으로써 입체감

이 있어 인테리어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 평면만 

보이게끔 화면을 환시켜 이를 해결하기 쉽게 해주는 

편의 기능이다. 핵심요소이자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메인화면에 배치시켰다. [Fig. 10]은 

FLAT 기능의 스크린 샷을 보여 다. 화면 하단에는 상

, 보 함, 재배치, 친구목록 등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다. 

3) 상호 작용성 디자인

에 리팜에서는 소셜 서비스 기반으로 사용자들끼리 

친구를 맺거나 쪽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Fig. 11]은 친구 목록을 보여 다.

[Fig. 10] Screen Shot 
of FLAT

 [Fig. 11] Friend List of 
Every Farm 

청정도는 에 리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경물을 지

음으로써 한도를 늘리고 그 한도 내에서 청정도를 사용

하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청정도 한계치보다 낮다면 작물이 좀 더 오래 시들

지 않으며 한계치보다 높은 경우 더 빨리 시들게 되어 있

어 이어는 청정도를 리하는 동시에 략 으로 조

형물과 건물을 지어야 한다. [Fig. 12]는 청정도 시스템을 

보여 다.

[Fig. 12] Cleanliness System

기존 SNG에서 게임머니를 벌기 해서는 밭에서 작

물을 재배하거나 건물에서 일정시간마다 생산하는 게임

머니를 수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 다. 그러나, 에

리팜에서는 농작물을 생산하면 게임머니를 지 하지 않

고 농작물 자체를 수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신의 농

장 생산품을 직  친구들에게 팔 수 있는 '시장 시스템'

을 통해 상 에 매할 수 있지만 효율이 극히 나쁜 편에 

속하므로 재가공을 통해 2차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즉, 

를 들어 을 수확해 소에게 먹이고, 소에게 소고기를 

얻어 다시 육포로 가공할 수 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리

지만, 을 그 로 팔 때보다 몇 배나 비싼 제품을 생산

해 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2, 3차 생산시스템

은  직  농산품을 수확하고 이를 공장에 가공해 매하

는 느낌을 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어에게  

원하는 공장과 이에 필요한 작물과 재료등을 수집하는  

재미를 제공한다. 

소셜 활동은 비교  단순하다. 등록한 친구의 마을로 

이동하면 랜덤 구조물에 네잎 클로버가 보인다. 이때 

이어는 품앗이를 할 수 있는데 3번의 한계가 있다. 품

앗이를 하면 이어는 골드, 경험치, 농작물  1개를 

랜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시든 작물을 살려  수 

있다. [Fig. 13]에서는 친구 마을을 보여 다.

[Fig. 13] Friend's Village of Every Farm

특정 조건의 조경물 3개를 마을에 설치하면 이어

와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NPC인 빌리 가 마을 내에 나

타난다. [Fig. 14]에서는 빌리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4] Villager of Every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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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Rule the Sky EveryFarm

Release Date  2011.04.15 2011.11.02

Feature

-The unique concept 

that it is the "sky 

island"

-Higher freedom of 

decoration

-The graphic which is 

like the fairy tale

-Villager

-FLAT

Social 
-various interaction 

 (favor, care )
-Pummasi

<Table 1> Comparison of Rule the Sky, Every 
Farm 

에 리팜의 핵심 게임 요소는 그래픽과 감성이다. 동

화같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2D그래픽에 아기자기한 빌

리 까지 있어 여심을 사로잡기 충분함을 갖추고 있다.

3. 비교 분석과 제언 

3.1 비교 분석

2장에서 SNG 게임인 룰더스카이와 에 리팜에 한 

특징을 기술하 다. <Table 1>에서 보면 두 게임의 차이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룰더스카이 게임은 시장에서 

성공했지만 에 리팜 게임은 실패하 다. 본 장은 이 요

인들을 찾기 한 것이다. 

두 게임 모두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16]은 스마트폰 게임들에서 주

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유형들[17]이며, [그림 17, 18]은 

두 게임의 인터페이스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게임 모

두 [그림 16]의 유형 들 , 3번의 인터페이스 유형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이어의 정보, 게임뉴스, 퀘스트 정

보, 친구 목록들, 각종 기능들이 게임화면의 상단과 하단

으로 크게 나 어져셔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다. 

사용성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어 정보 화면과 편

의 기능, 소셜 커뮤니티 기능과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었

다. 그러나 소셜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2>

는 두 게임의 쇼셜기능의 주요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룰

더스카이 게임에서는 소셜 기능을 친구와 즐길 때  확실

한 보상이 주어지고 서로 뚜렷하게 보상을 악할 수 있

어서 친구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 한 룰더스카이 게임

에서는 자주 함께 이 하는 친구 목록 순서 로 정렬

되어 있으며 이어가 쉽게 소셜 요소에 근할 수 있

도록 했다. 그러나 에 리팜은 3회의 품앗이 뿐이며 이를 

친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서 친구와 같이 

게임을 이 한다는 느낌이 부족하다. 결과 으로, 룰

더스카이보다 뒤늦게 출시된 에 리팜이 룰더스카이의 

장  요소를 흡수하지 않고 독자 인 기능을 추구했지만 

부족한 보상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동기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상호 작용성 디자인 측면에서 룰더스카이 게임에서는 

소셜 기능을 강화하기 해 favor 기능을 통해 신청자와 

수락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

고, 일정 벨이 되면 자신만의 섬을 꾸  수 있도록 하

여 상호 작용 요소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에 리팜 게임

에서는 친구를 맺거나 쪽지를 보내는 등의 일반 인 기

능을 제공하 다.

결론 으로 두 게임 모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비슷한 요소와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사용성 디자인 측

면과 상호 작용성 디자인 측면에서 두 게임들 모두 제공

되는 요소들은 비슷한 것처럼 보 지만 실지 기능 비교

에서는 룰더스카이 게임이 소셜 기능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Fig. 16] Smartphone Game User Interface 
Patterns[17]

[Fig. 17] Rule the sky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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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very Farm User Interface  

Rule the Sky Every Farm

-Sure reward

-Clearness and ease to 

recognize reward between 

friends

-Friend list is aligned by the 

number of playing times 

with the user

-Ease of access to social 

factors 

-Impossible recognition on 

pummasi function and 

pummasi provider

-Lack of reward

-Community(pummasi) 

function is limited to three

(lack of feeling on playing 

game with friends)

<Table 2> Comparison of Rule the Sky and 
Every Farm Community Key Features

3.2 제언

재 모바일 게임은 룰더스카이, 타이니팜, 아이러

커피 등의 SNG와 드래곤 라이트와 같은 캐주얼 게임

과 애니팡, 캔디팡 등의 퍼즐 게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온라인 게임을 비교  잘 이 하지 않았던 여성

과 장년층이 해당 게임들을 이하기 때문에 성장

하고 있다. 이 SNG 게임들은 모두 라이트(Lite)를 경쟁

력으로 설정하 다. 이 특징을 가진 사용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잘 반 한 것이다.

2010년에는 국민 메신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

다. 이 카카오톡은 PC 메신  시장마  잠식시키면서  

2012년 7월부터는 게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2012년 

카카오톡은 7,000만명의 사용자 수를 가진 국내 최 의 

모바일게임 시장의 주 요인이 되었으며 드래곤 라이트, 

애니팡, 아이러 커피 등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성공

시켰다. 재 많은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톡 같은 성공을 

이루기 해 노력하고 있다.

성공한 게임들은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고 게임

을 이하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상호 작용성 요소로 유도하 다. 그래서 게임을 이 

한 이후에 사용자들이 자신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게 하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게 만들었다. 룰더스카

이 게임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 한 것이다.

따라서,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단순한 사용성 그리고 오

라인에서의 인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 요

소 설계가 필요하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사용자 경험은 이어가 게임을 이하면서 느끼

는 총체  경험으로 이 경험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몰입

과 만족도가 커지기 때문에 게임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SNG 게임에

서의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기 해 롤더스카이 게임과 

에 리팜 게임을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디자인, 상

호 작용성 디자인 요소로 비교 분석하 다. 두 게임 모두

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성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

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요소들이 비슷하 지만 상호 작용

성 디자인 측면에서는 롤더스카이 게임이 훨씬 사용자들

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강했다. 두 게임 모두 사용자

들이 기존에 익숙한 ·방식 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

용성 디자인 요소들을 제공하 다. 그러나 룰더스카이 

게임에서는 상호 작용성을 높이기 해 친구 맺기와 쪽

지 보내기 등의 일반 인 소셜 기능이 아닌 친구들을 도

와주거나 돌볼수 있는 차별화된 소셜 기능을 제공하 다. 

추후에는 보다 많은 SNG 게임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

험 요소를 비교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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