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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의 기술은 무선인터넷 기술 발달로 스마트환경을 급속도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사용자들은 
많은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환경을 분석하고 스마트매체와 사용자간 인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지작용은 행위를 관
찰, 기술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사용자를 교육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중심으로 
UX(User eXperience)와 UXD(User eXperience Design)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시각적 측면, 상호 동작성(인터렉
션)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하여 효과적인 UXD(User eXperience Design) 인지작용을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하고, 소리나 
인터랙션을 통한 사용자와 기기간의 상호동작(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위치기반인식이나 음성인
식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와야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환경과 인지작용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UXD(User eXperience Design) 활용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주제어 : 인지효과, 스마트 환경, UX(User eXperience), UXD(User eXperience Desig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wireless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in 
smart environments, was rapidly settled. In such an environment, the user is faced with many smart devices and 
smart content.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smart environment and smart devices, and user-to-user cognitive out about the 
effects reported. Cognitive effects observed behavior, technology, and user-centered system design,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in educating the user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UX (User 
eXperience) and UXD (User eXperience Design), by case analysis on the technical aspects of 'effective' visual 
aspect of interoperation aspects (interaction), and the cognitive effects of UXD (User eXperience Design) 
examined. As a result, on the visual aspects of the user experience based on the design that can be used to 
know, and be sound or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user of the machine-to-machine interaction (and interaction) 
that must be provided, such as location-based or speech recognitiontechnology will help you through the 
convenience of the user.
Through this research, the smart environment and helping act of understanding, effective UXD (User eXperience 
Design) to take advantage of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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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박사과정(주저자)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1월 2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20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3.2)

398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으로 발달은 스마트폰, 스마트패

드, 스마트TV 등과 같은 디지털기기의 스마트시 를 열

게 되었다. 스마트기기들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

를 불문하고 인터넷, 모바일뱅킹, 게임 등 많은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릴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속도로 확산된 스마트 환경에서 스마트기기

들은 각기 다른 인터페이스와 포맷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혼돈과 불편을 야기시켰다. 

이를 해 UI(User Interface), GUI(Graphic User 

Interface),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UX(User 

eXperience), UXD(User eXperience Design) 등 다양한 

학문에 의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는 기기들의 외  아닌 

모바일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입장에서 편의성을 제

공하는 학문이고, 새로운 기술과 경험으로 인해 시행과 

착오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안과 지

속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환경에서 디지털기기 멀티미디

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의 시작인 인간과 시스템 상호작

용인 인지공학을 이용하여 사용자 경험디자인 UXD 

(User Experience Design)의 이론  고찰과 사례를 통해 

체계 이고 효과 인 자료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작

되어질 많은 스마트환경의 UX 디자인 제작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환경의 재와 스마트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지작용의 개념과 로세스의 이론

인 이해를 토 로 UX(User eXperience), UXD(User 

eXperience Design)의 심층 인 이론  고찰을 진행하

다.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스마트환경에서의 

UXD(User eXperience Design)의 사용자경험의 요 요

소인 시각  측면, 상호 동작성(인터랙션) 측면, 기술  

측면으로 분류 기 으로 사례 분석하 고 ,이 사례를 통

해 효과 인 사용자경험과 인지작용에 해 연구 고찰하

다.

2. 스마트환경과 인지작용

2.1 스마트환경 분석

1990년  후반부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의 오 라인 매체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모두 옮겨 

놓았다. 기술발달에 힘입어 인터넷은 무선인터넷의 시작

과 발달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반 산업인 디지털 이

동통신도 3G(3Generation) 에서 4G(4Generation) 와 

LTE(Long Term Evolution)에 이르기까지 무선인터넷

속도는 표1>과 같이 기존의 무선인터넷 보다 50배 내외

로 빨라졌으며, 이는 재의 기술에서 800메가 동 상을 

1분 내외로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시 가 열린 것이

다. 이는 기존의 매체는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는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컨버 스

(Convergence) 되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이

을 주었다.

<표 1> 이동통신 방식의 발전 과정[11]

1G 2G 3G 4G

속방식
아날

로그

GSM

CDMA

WCDMA

CDMA2000

와이 로

LTE / 

LTE-Advanced

와이 로-

에볼루션

(와이맥스2)

송속도  -
14.4 ~ 

64kbps

144kbps ~ 

2Mbps
100Mbps ~ 1Gbps

송형태 음성
음성

/문자

음성/문자

/동 상 등

 음성/문자

/동 상 등

다운로드 

속도(800MB

상)

다운

로드 

불가

약 6시간 약 10분
 약 85 ~6

(이론 )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자는 인터넷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어 리 이션을 다운받고 활용한다. 이는 

스마트 콘텐츠 시장은 네트워크 공 자 심(B2C | 

Business to Consumer)에서부터 콘텐츠 소비자 심

(C2C | Customer to Customer)으로 변화하게 하 다. 사

용자입장으로 보았을 때 다운받은 어 리 이션은 제공

하고 있는 랫폼 등 알기 쉽게 되어 있어야 사용자가 쉽

게 인식하고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잘 이

용하려면 [표 2]와 같이 스마트 매체의 네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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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 매체의 특성[6]

 편재성(Ubiquity)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한다.

 근성

 (Accessibility)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것에 근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능동 으로 

찾기도 하고 수동 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결 가능성

 (Connectivity)

 사용자의 각 사회 인 계들이 늘 

지속 으로 연결되어 있다.

 치 인식

 (Location sensitivity)

 사용자의 치를 알고 그 기반에 맞는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해 스마트기기와 사용자의 인지작용에 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2 인지작용 개념 및 프로세스

인지(cognition)의 사  의미로 살펴보면 ‘정신이 지

식을 습득하고, 변형시키고, 부호화하고, 장하는 과정 

는 그 내용으로서, 지각, 이미지, 개념 형성, 사고, 단 

그리고 상상력이 포함된다.’고 정의되어 있다.[10]  한 

D. A Norman(1986)은 기에는 인지공학이란 ‘사용자 

심 디자인(user-centered) 과학’으로 공학 인 디자인 

원칙과 련된 인간의 행동과 수행 뒤에 숨겨진 근본

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인지 과학  이해)과 이러한 이해

를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들을 고안하는 데 용하는 것

(공학  활용)을 목 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지공학을 하나의 개인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

이는 인간과 스마트기기간의 상호작용에 요성에 

해 말해주고 있다.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한 이론은 사

용자의 행 를 찰, 기술하고, 사용자 심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사용자를 교육시키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수행시간이나 오류율 등의 사용편의

성(usability)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시스템들 간의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2]

인지심리학이란, 인간의 여러 고차원  정신과정의 성

질과 작용 방식 해명을 목표로 한 과학 ․기  심리

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주의․기

억․언어 등 정보처리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

하는 심리학이다.[3]

앞에서 설명한 인지, 인지공학과 인지심리학을 개념을 

기반으로 인지작용 로세스에는 ‘지각 -> 인지 -> 행

’를 기 로 하게 되는데, 이는 스마트기기 콘텐츠를 이

용하는 사용자의 기억에 을 두게 되어 진행하게 된

다. 이러한 로세스로 볼 때 인지에서 요한 것은 기능

성과 가독성이다. 이를 한 연구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UX(User Experience)학문이 을 두게 된다.

<표 3> 인지작용 프로세스

3. 스마트환경 분석을 위한 UXD의 

   이론적 고찰

3.1 UX(User eXperience)의 개념

앞 장에서 언 한 UX(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

험은 스마트시 의 큰 화두가 되는 단어이고, 

C2C(Customer to Customer) 시장의 큰 주제이다. 

UX는 1차원  단어의 어원을 보면 사용자(User)와 경

험(Experience)의 합성어이다. 개념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규정한 UX의 정

의를 보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제품, 시스템, 서비스

에 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a person's perceptions 

and responses that result from the use or anticipated 

use of a product, system or servi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감성, 믿음, 성향, 취향, 

정신 , 물리  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

다. 닐슨노먼그룹(Nielsen Norman Group)에서는 ’사용

자와 회사, 제품, 서비스의 상호작용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User experience's encompasses all aspects of the 

end-user's interaction with the company, its services, 

and its products)'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그림 1] 경험의 요소와 상호작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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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그림 1]과 같이 감각을 통해 인지하고, 감성을 

통해 느끼는 것들이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게 되

는 행동과 경험과정 결과에 있어서의 사유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일 할 수 있다.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경험은 감각, 인지, 감성, 사유 행동의 5가지 경험 

요소 안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

의 결과는 사용성 뿐만 아니라 기기나 랜드와의 계

에도 기여한다. 

사용자경험의 결정요인은 표4>과 같이 크게 실용성

(Utility), 사용성(Us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심미성

(Aesthetics), 오 라인 이슈(Offline Issues)라는 다섯 가

지로 나  수 있다.[4]

<표 4> 사용자경험의 결정요인

실용성

(Utility)

실용성은 사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가치 

있는 서비스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사용성

(Usability)

사용성은 사용자가 조작을 쉽게 배우고, 

입력을 쉽게 비하며, 시스템이나 

구성요소의 출력된 결과를 쉽게 해석하는 

것이다.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성은 서비스를 기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상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심미성

(Aesthetics)

심미성은 서비스의 형태와 느낌이 사용자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

오 라인 이슈

(Offline Issues)

오 라인 이슈는 랜드(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나 뒤에서 지원하는 

비즈니스 로세스(온라인 상 이 얼마나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 UX의 개념을 스마트환경에서 정리해 보면 사용

자와 스마트기기나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자

는 감각, 인지, 감성, 사유, 행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론  으로 볼 

때 사용자경험(UX)은 인지심리학의 향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2 UXD(User eXperience Design)의 개념

    과 프로세스

UXD는 1차원  단어의 어원을 보면 사용자(User), 경

험(Experience)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이다. 개념

으로 살펴보면,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 design)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

템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것이 가능

한 조직  상호교감 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

인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 심 디

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정보 아키텍처, 휴먼 팩터스, 사용자 인터페이

스 디자인, 사용성 공학(Usability Engineering) 분야와 

많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 UX 디자인은 제

품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 같이 매체에 국한하지 않은 

매체 독립 이며 한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경험을 만

들어 낸다. 그래서 UX 디자인의 상은 어느 한 상품, 서

비스에 을 맞추기 보다는 체 이며 다각 인 지각, 

감각, 인지와 행동을 통한 분명한 경험을 만들어 낸

다.[12]

[그림 2] 댄 새퍼의 UXD와 관련분야 영역 정의[9]

[그림 2]와 같이 UXD(User Experience Design | 이하 

UXD)는 인포메이션아키텍처, 아키텍처, 시각디자인, 산

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콘텐츠, 인터랙션 디자인, 휴먼 

팩터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등 다양한 개념과 디자인 

 요소들이 공통되어 있는 분야이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 로세스(UXDP, User eXperience 

Design Process)는 표5>와 같이 일반 으로 사용자 조

사(UR, User Research), 정보 구조 설계(IA, Information 

Architecture), 인터랙션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IXD/ID, Interaction Design/Interface Design), 사용성 

테스트(UT, Usability Test)와 같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

져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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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자경험 디자인 프로세스

즉 UX(사용자 경험)는 사용자가 스마트기기나 콘텐

츠 간의 총제 인 경험이지만, UXD는 사용자 심  사

용자를 한 디자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역이라 할 수 

있다.

4. 스마트환경에서 UXD 인지작용 

   사례분석

앞 장의 이론으로 살펴 본 인지작용, UX, UXD를 통

해, 이 장에서는 재 스마트환경에서 UXD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표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

찰해 보겠다. 유형은 2장에서 설명한 인지작용 로세

스의 인 가독성을 시각  측면으로, 사용성은 상호 

동작성(인터랙션) 측면과  기술  측면으로 분류 기

을 삼았다.

4.1 시각적(가독성) 측면

모바일 UX 문가인 Nokia Research Lab.의 Rachel 

Hinman은 모바일 앱(Application)이 스스로의 기능을 사

용자에게 명확하게 달할 수 있는 것이 요하다고 말

한다. 앱의 스크린 샷을 었을 때 그 장면이 어떤 기능

을 제공하는지 사용자가 분명히 악할 수 있을 만큼 

[speaks its power] 분명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7] 

이 은 스마트환경에서 사용자경험 지식을 통해 시각

으로 효과 이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요성을 잘 나

타내고 있다. 

스마트환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패드

와 스마트폰의 사례로 고찰해 보겠다.

<표 6> 어플리케이션의‘아이콘’사례

구 분 UXD 사용자 인지 기능

사

물

을

 

통

한 

인

지

 
 화

시 계

메 모

카메라

캘린더

이메일

지 도

날 씨

유투

계산기

ipod

로

고 

심

볼

을 

통

한

인

지

국민은행 은행업무

도미노피자 피자주문

구  크롬

크롬 

웹 라우

11번가 오 마켓

SK T World
멤버쉽 

조회 등

QR Code 스캔
QR Code 

스캐

CGV
화 매 

등

CJ One Card
포인트카

드

홈 러스
포인트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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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를 통한 

인지

매일경제 

자신문

모바일 

신문

토종비결
무료 

토종비결

쇼핑지도
쇼핑

가격비교

New OPlc
어 LC 

공부

Oxford 

어사
어사

CATHOLIC 

AUDIO BIBLE

가톨릭 

한 오디

오성경

[표 6]에서 보듯이 어 리 이션 아이콘은 화기, 시

계, 노트, 카메라, 달력, 편지지 등과 같은 사물을 형상시

켜 어 리 이션을 제작을 하 고, 사용자에게 심볼을  

통해 인지시키지 못할 때에는 로고  심볼을 통해 인지

시켰다. 한 사물의 형상화나 로고  심볼을 통해 사용

자에게 인지를 못할 때에는 텍스트를 통해 인지를 돕는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사물을 형상화 시켜 제작한 

사례가 많은 결과로 보아, 사물의 형상화가 사용이 사용

자가 쉽게 인지를 돕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사례

기능 UXD 사용자 인지

녹음기

 

자 

책장

충 

키보드

공학용

계산기

[표 7]에서도 어 리 이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사용

자의 경험과 기억에서 사용해봤던 매체의 이용성을 시각

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게 도와주었다.

에 제를 토 로 보듯이 스마트환경에서 콘텐츠 

이용 시에 시작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토 로 그 콘텐츠의 성격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물을 통한 인지 방법, 사물을 통해 콘텐츠의 성격을 

알릴 수 없는 것들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의 로고나 

심볼을 통한 인지 방법, 로고나 심볼로 콘텐츠의 성격을 

알릴 수 없는 것들은 콘텐츠의 제목 등 텍스트를 통한 

인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인지를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즉, 어 리 이션 콘텐츠는 사용자경험에 의존

하여 디자인하면 사용자의 이용과 편의의 인지성을 높

일 수 있겠다.

4.2 상호 동작성(인터랙션) 측면

사용자가 스마트매체를 사용할 때 시각  측면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해 상호동작성도 요하다. 이는 스마트매체의 키보드

를 를 때 소리가 나거나, 책을 넘기는 듯한 화면 환, 

어 리 이션 클릭 는 드래그 시 화면 환 인터랙션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 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한 상호 동작성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림 3] 자판입력 상호 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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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키보드의 자 을 를 

때 르고 있다는 상호 동작성을 돕기 한 롤오버이미

지(Rollover Image)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자 소리로 

사용자가 매체에 입력 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시키고 있다. 한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기 해 스크

롤을 통한 입력도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룰렛(Roulette)

을 돌리는 듯한 인터랙션과 소리를 통해 상호동작의 인

식을 인지시키고 있다.

[그림 4] 드럼어플리케이션 상호 동작성

[그림 4]는 ‘터치밴드’라는 어 리 이션인데, 사용자

가 콘텐츠 이용 시(드럼 연주 시) 실제 드럼과 같이 드럼 

소리가 날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타난 드럼이 사용자의 

동작에 맞춰 떨리게 되어 마치 실제로 드럼을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림 5] 촛불어플리케이션 상호 동작성

[그림 5]는 ‘Candle Flame’이라는 어 리 이션인데, 

실제촛불과 같이, 사용자가 스마트매체를 좌우로 흔들면 

화면에 나타난 양 가 흔들거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촛불

이 꺼진다.

 

[그림 6] 애플社의 페이지 전환 기술 및 사례

[그림 6]은 스마트매체에서 e-book 같은 책을 볼 때 

다음 장으로 넘길 때 실제로 책을 넘기는 듯한 표 이 된

다. 이는 사용자의 경험에 인지하여 실제 책을 읽고 넘기

는 듯한 지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7] 아이폰, 아이패드의 입력취소

[그림 7]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입력 는 인터

랙션 시에 사용자가 스마트매체를 좌우로 흔들면 사용자

의 입력이나 인터랙션이 취소가 된다. 이는 일상에서 싫

다는 표 을 할 때 얼굴좌우로 흔드는 경험  측면에 인

지하여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에 제를 토 로 보듯이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 

이용 시에 사용자와 매체간의 인터랙션 시 인지를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의 변화, 사운드  

진동의 사용, 스마트기기의 매체를 불거나 흔드는 등 사

용하면 사용자의 인지를 높일 수 있다. 즉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매체의 입력에 

인터랙션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인지시킬 수 있다. 

4.3 기술적 측면

사용자 치기반이나 음성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인지

를 돕거나 자주 입력되는 검색어를 미리 입력하여 자동

으로 나타내는 등 스마트매체 특성과 기술을 통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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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지와 사용성을 돕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그림 8] 사용자 위치기반인 버스정류장 어플

[그림 8]은 'AR VISION'이라는 어 리 이션인데, 

사용자의 치기반과 스마트매체의 카메라를 통해 버스

정류장 치와 거리를 화면에 나타내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다. 

[그림 9] 아이폰 시리(Siri)의 음성인식

[그림 9]는 아이폰의 ‘Siri'라는 어 리 이션은 사용

자의 음성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거나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스마트매체가 인식하여 답변도 가

능  해 다.

[그림 10] 키보드 자동입력 시스템

[그림 10]은 사용자가 스마트매체의 키보드를 통해 입

력 오타나 자주 쓰는 단어를 자동으로 입력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문자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때도 자주 쓰는 웹사이트 주소도 나타내기도 하고, 메모

를 할 때도 자동으로 입력을 도와 다. 한 사용자의 편

의성을 제공하기 해 사용자가 한자를 손으로 드래그 

하여 입력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경험의 실수

와 입력을 최소화하게 해 주는 사례이다.

 

[그림 11]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러닝측정

[그림 11]은 아이폰에 ‘동 ‘이라는 센서를 장착해 사

용자가 뛴 거리측정과 스마트기기의 GPS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달린 루트나 속도를 악할 수 있다. 이 한 

치기술과 지도를 통해 사용자 운동의 결과를 한 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에 제를 토 로 보듯이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 

이용 시에 스마트 매체의 치기반 기능, 음성인식 기능, 

액정 드래그를 통한 입력 방식 등 스마트 매체가 제공하

는 기술을 토 로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 시 효과 으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발달될 스마트 매체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콘텐츠 이용 시 인지와 사용 

편의성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5. 결론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술발달과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시 에는 많은 콘텐츠와 매체들이 넘쳐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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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처음 사용해 보는 콘텐츠들과 미디어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이는 인간과 스

마트기기 매체간의 인지작용에 을 두면 된다. 인지

작용은 행 를 찰, 기술하고, 사용자 심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사용자를 교육시키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한 수행시간이나 오류율 등의 사용편의성

(usability)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시스템들 간의 비교, 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환경에서 인지작용  로세스, 

UX(User eXperience)와 UXD(User eXperience Design)

에 해 이론  고찰을 하고 효과 인 인지작용을 알아  

보기 해 시각  측면, 상호 동작성(인터 션) 측면, 기

술  측면 3가지 사례로 고찰해 보았다. 효과 인 

UXD(User eXperience Design)은 시각 인 측면에서 사

용자의 경험을 토 로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이 되어야하고, 소리나 인터랙션을 통한 사용자와 기기

간의 상호동작(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치기반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기술을 통해 사용

자의 편의성을 도와야 하겠다.

실제 인 스마트환경에서의 UXD(User eXperience 

Design) 제작은 인지작용의 경험(User eXperience)에서 

비롯되며, 본 연구에 3가지 측면인 시각  측면, 상호 동

작성(인터랙션)측면, 기술  측면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심으로 근하면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지작용과 UX(User eXperience)

와 UXD의 개념(User eXperience Design)을 이해하고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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