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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여가· 에 한 심과 공연 문화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상을 벗어난 공간에서 여가 

생활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에서 음악 페스티벌의 인기 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형 음악 

페스티벌 산업은 짧은 시간 동안 성장해왔으며, 특히 은 세 에게 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추세에 따라 음악 페스티벌의 규모는 커졌고, 이와 함께 등장한 형 음악 페스티벌은 사용자에게 공연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형 음악 페스티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회 인 

편의에 그치고 있으며 사용들에게 축제 경험을 주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다. 페스티벌의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인 모바일 애 리 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음악 페스티벌의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를 애 리 이션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으나 조사 결과 기존 앱들은 상황에 따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 조사 결과에 따른 앱의 개선방향과 기능을 제안하는 단계까지의 연구를 진행하 다.

■ 중심어 :∣모바일 앱∣음악 페스티벌∣사용자 경험∣

Abstract

Recently, demands for leisure and performing arts are increasing. In perspective of enjoying 

culture away from every day life, interests for music festival are also growing. Music festival 

industry has been grown rapidly since the mid 2000s and it has become popular culture especially 

for younger generation. As music festival culture becomes popular, music festival becomes 

bigger and a number of participants are rising continuously. However, some services which 

music festivals provide are not interactive. So, it makes difficult users to feel festival experience 

and to satisfy. Although some festivals are trying to deal with things through mobile 

applications, those in the market showed weaknes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music festival application through user research. As the result of user study, 

improvements and functions of music festival application were deducted. 

■ keyword :∣Mobile Application∣Music Festival∣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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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여가· 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 

문화에 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듯 일상을 

벗어난 공간에서 여가 생활과 공연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에서 음악 페스티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Robinson & Noel(1991)은 음악 페스티벌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잠시 일상으로부터 일탈과 몰입을 경험하

게 해주고, 내면의 잠재된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

들어주는 장이라고 하 다[1]. 형 음악 페스티벌은 한

국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성장해왔으며, 특히 최근 

은 세 에게 인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음악 페스티벌의 규모는 커지고 있

고, 이와 함께 등장한 형 음악 페스티벌은 사용자에

게 공연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기존 서비스는 일회 인 편의에 그치고 있으며 사용

들에게 축제 경험을 주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다

[3]. 페스티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인 

모바일 애 리 이션도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형 음악 페스티벌의 

정보와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서비스는 단편 인 정보만을 제공해 사용자

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 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형 음악 페스티벌의 정보와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효과 으로 제공한다면 많은 편리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 경

험 개선을 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내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음악 페스티벌 애 리

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사례 연구

와 사용자 조사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먼 , 반 인 국내 음악 페스티벌과 국외 음악 페

스티벌 애 리 이션의 사례에 하여 조사하며 장단

을 살펴보았다. 특히, 음악 페스티벌에서 요한 타임 

테이블과 지도 서비스를 으로 분석했다. 사례 분

석 후에는 인뎁스 인터뷰를 통한 사용자 조사가 진행되

었다. 인뎁스 인터뷰는 사용자의 심층 인 이야기를 듣

는 데에 장 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화하여 디자인 목표를 도출했다. 이후 데이터를 바

탕으로 선정한 퍼소나에 따른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

하여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도출하며 기능에 한 아

이디에이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앞에서 도출한 디자인 

목표와 요구 사항을 통해 애 리 이션의 개선 방향과 

기능을 선정했다.

Ⅱ.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이해

1. 국내 대형 페스티벌 현황
형 음악 페스티벌이란 시차를 둔 여러 스테이지에

서 2∼3일 동안 음악 공연이 개최되는 것을 뜻한다[2]. 

국내 형 음악 페스티벌은 IMF이후의 음반 시장 침체

를 극복하기 한 새로운 음악  시도 혹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 으로 2007년을 후하여 그 수가 격히 

증가하 고, 음악 페스티벌의 부가가치  가능성이 부

각되면서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에는 국내에

서 12개의 음악 페스티벌이, 2013년에는 34개의 음악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4]. 형 음악 페스티벌의 인기

로 인해 국내의 형 음악 페스티벌의 객 수 한 늘

어나고 있다. 2015년 6월 12일과 13일에 열린 UMF코리

아는 최근 객이 11만 명을 달성하며 4년째 꾸 히 증

가하는 객 수를 자랑했다[5]. 올해 9해 째를 맞이하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할인 티켓이 열린 지 10분 만

에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선보 고[6], 인천 펜

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아 9만 3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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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객을 이끌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형 음악 페스티벌은 몇 년 째 통을 이어올 뿐만 아니

라, 매 해 더 많은 객들을 이끌고 있다[7]. 국내 음악 

페스티벌들은 수년째 성공 으로 열리고 있어 발  가

능성이 크다. 

2. 대형 음악 페스티벌 애플리케이션 사례
형 음악 페스티벌은 공연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3일에 걸쳐 여러 스테이지에

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루는 정보의 양도 많다. 이를 애

리 이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들이 있다. 음악 

페스티벌 애 리 이션은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페

스티벌의 정보와 경험들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데에 의

의가 있다. 우선 사용자 조사에 앞서 기존의 애 리

이션을 분석하기 해 ‘타임 테이블’과 ‘지도’서비스를 

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서비스가 페스티벌에서 

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재 부분의 음악 페스티

벌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사람들이 페스티벌 입장을 

할 때 타임 테이블과 지도가 있는 로슈어를 목걸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목걸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로슈어를 펴서 타임 테이블과 지도를 확인한다. 형 

페스티벌은 동시에 여러 공연이 수행되기 때문에 사람

들은 동시에 열리는 여러 공연  선택을 해야 하고, 스

테이지를 이동하는 일이 많아 이 두 정보에 한 필요

성이 높다.

 

그림 2. 현재 페스티벌에서 제공하는 목걸이형 브로슈어

국내에서는 UMF코리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그랜

드 민트 페스티벌을 선정하 으며 국외로는 FireFly 

Festival, Coachella Festival, UMF를 선정하 다. 참여 

객 수가 많은 페스티벌을 기 으로 선정을 하 으며, 

선정된 형 음악 페스티벌 에서 공식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2.1 국내 대형 음악 애플리케이션 
2.1.1 UMF 코리아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세계 

최고의 일 트로닉 뮤직 페스티벌로 매년 여름마다 개

최되고 있다. UMF 코리아는 타임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인업‘과 ’지도‘라는 간단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

다. 사용자는 라인업 메뉴에서 타임 테이블을 확인하거

나 지도 메뉴에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타임 테이블 장
날짜별로 탭이 나누어져 있어 날짜 별 타임 
테이블 확인이 가능했다. UMF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케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데, 타임 테이블을 보며 별표 아이콘을 눌러 
자신의 스케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즐겨
찾기). 이렇게 즐겨찾기 된 각각의 타임 테
이블들은 ‘마이스케줄’ 이라는 메뉴에 모
아서 보여 진다.

단

마이스케줄의 경우, 일렬로 되어 있어 계속 
스크롤해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지도 장

지도에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확대
와 축소가 가능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지도 안에 있는 아이콘들이 직관성의 측면
에서 부족하다.

표 1. UMF 코리아 애플리케이션 

2.1.2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인천의 표 축제다. 이 앱은 

객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 기능

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표에서 지도는 제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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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테이블 장

펜타포트 페스티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자는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날짜와 스테이지
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타임 테이블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타임 테이블 중에서 자신
이 보고 싶은 공연 옆에 위치한 별표 아이콘
을 눌러 즐겨찾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

단

UMF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즐겨찾기
한 공연들을 모아서 보는 페이지가 존재하
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맞춤
화된 정보를 보기 어렵다.

표 2.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애플리케이션 

2.1.3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이 애 리 이션은 Live, Line Up, Time Table, Info

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GMF의 Timetable 기능은 

타 페스티벌 애 리 이션에 비해 한 에 라인업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다. 이 앱에서는 지도 기

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표에서 지도는 제외했

다. 

타임 테이블 장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Line Up‘과 
’Timetable‘이라는 메뉴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장 시각적으로 타임 테이블이 구성
되어 있는 편 이었다. 타임 테이블은 날짜 
별로 탭이 나누어져 있어 확인이 가능했고, 
자신이 보고 싶은 공연을 즐겨찾기 했을 시
에 체크 된 타임 테이블들을 시간 순으로 한 
눈에 시간표처럼 볼 수 있다.

단

가장 시각적으로 타임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단점은 찾기 어려웠
다.

표 3.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애플리케이션

2.2 국외 대형 음악 애플리케이션 
2.2.1 Firefly Music Festival

Firefly Music Festival은 미국의 동부에서 열리는 음

악 페스티벌로 유명한 아티스트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FireFly Music Festival 애 리 이션은 주변의 스토

랑이나 마켓, 명소 등을 소개하는 메뉴가 따로 있다는 

이 국내 애 리 이션과는 다른 이었다. 

타임 테이블 장

Firefly Music Festival은 타임 테이블을 
아티스트별, 시간대별, 스테이지 별로 탭을 
나누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단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하게 즐겨찾기를 
할 수 있어 MY SCHEDULE&LINE UP 메
뉴에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공연을 선택하
는 것이 가능하지만, 즐겨찾기 한 공연들이 
일렬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한눈에 보기엔 
어렵다. 계속 스크롤하여 정보를 찾아야 한
다.

지도 장

Firefly Music Festival도 지도를 하나의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었다. 확대나 축소를 
해도 선명하게 지도가 잘 보이는 편이었다. 

단

이미지로 삽입 되어 있어서 지도와의 인터
랙티브한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표 4. Firefly Music Festival 애플리케이션

2.2.2 The Coachella Festival

The Coachella Festival은 매년 에 열리는 미국의 

규모 음악 축제이다. 이 애 리 이션에서는 별도의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 리 이션 

표에서 제외했다.

타임테이블 장

Line Up에서는 타임 테이블을 시간, 장소, 
알파벳순으로 분류하여 확인 가능하고, 자
신이 보고 싶은 공연을 마이 스케줄로 만든
다.

단

즐겨찾기 한 마이스케줄은 날짜별로 구성되
어 한 눈에 보기엔 어려운 형식이었다.

표 5. The Coachella Festival 애플리케이션

2.2.3 UMF

세계 인 일 트로닉 음악 페스티벌로 UMF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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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다른 음악을 발

견할 수 있는 DISCOVER 기능을 제안하여 많은 사람

들이 주목하는 아티스트를 띄워주는 이 다른 이다.

타임 테이블 장
UMF 애플리케이션은 라인업이 아티스트
별, 시간대별, 스테이지별, 현재 인기 별로 
탭이 나누어져 있어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
다.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라인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다. 또한 라
인업을 즐겨찾기 하여 마이 스케줄을 만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게 했
다. 이러한 점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타임 테이블에는 My Schedule, Artists, 
Times, Stages, What’s Hot, 
Partners라는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Partners라는 탭은 타임 테이블과는 관련
이 없는 정보였다.

지도 장

구글 맵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현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다 

단

UMF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기능은 구글 맵으로 바로 연동되기 때
문에 페스티벌 환경 내부의 자세한 시설을 
지도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6. UMF 애플리케이션

진행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페스티벌 애 리

이션들의 체 인 메뉴 구성과 함께 페스티벌에서 

요한 정보인 타임 테이블과 지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첫째, 국내 애 리 이션에서는 국외 애 리 이션

에 비해 부 시설 정보가 은 편이었다. 음악 페스티

벌은 단순히 공연을 보러 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과 

함께 페스티벌이라는 분 기를 느끼는 공간이다. 그러

므로 음악 페스티벌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에게는 단순한 공연에 한 정보 뿐 아니라 페스티벌에 

한 부 시설에 한 정보도 필요하다. 

둘째, 부분 애 리 이션의 타임 테이블은 날짜순

으로 일렬로 목록화되어 계속 스크롤을 하며 확인해야 

해 한 에 모든 날짜의 타임 테이블을 확인하기 어려

웠다. 하지만 실제 페스티벌의 사용자들은 목걸이 형태

의 로슈어를 펼쳐 표로 정리된 타임 테이블을 한 

에 확인하고 있다. 이 듯 한 에 타임 테이블을 확인

하는 형식에 익숙해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애 리

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여지가 있다. 

셋째, 지도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

는 경우와 구  맵과 연동되는 경우로 나 어졌다. 이

미지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  치 제공이 되지 않는

다. 구  맵의 경우에는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식사, 이

벤트 부스 등의 세부 인 치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아쉬웠다. 

Ⅲ. 사용자 조사 및 목표 도출

1. 사용자 조사 대상 및 방법
앞서 진행한 사례 분석 단계에서 기존의 애 리 이

션이 제공하고 메뉴들에 한 선호와 사용자들이 원하

는 애 리 이션에 한 니즈를 도출할 필요성을 발견

했다. 이를 해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 방법

으로는 인뎁스 인터뷰 방법을 선택하 다. 인뎁스 인터

뷰는 그룹 인터뷰와 달리 분 기 조성으로 인한 답변에 

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용자들이 개별 으로 하는 행

동에 해 더 자세히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8]. 

그림 3. 페스티벌의 과정

인터뷰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페스티벌 과

정을 5단계로 나 어 각 단계 마다의 행동과 생각, 경험 

사례을 심층 으로 질문하 다. 페스티벌에 한 경험

은 단순히 열리는 당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 

부터 다녀와서 까지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페스티벌을 비하는 과정과 다녀와서의 과

정도 사용자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라는 단을 했고, 

사용자들이 페스티벌을 하는 단계에 포함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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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사용자 조사에서는 각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축

제 애 리 이션 사용 경험에 해서도 함께 질문하며 

애 리 이션에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상자는 연 1회 이상 형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는 20∼

30  남녀 6명으로 선정하 다. 20∼30 가 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된 소비층이기 때문이다[4]. 

나이 성별 직업 경험 

25 여자 대학원생 UMF 코리아 2회,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1회 참여

30 남자 회사원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회 참여

25 여자 대학생 그랜드민트페스티벌 1회, 그린플러그드페
스티벌 1회 참여

30 남자 회사원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1회,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1회 참여

28 남자 대학원생 그랜드민트페스티벌,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
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 참여

26 여자 대학생 서울재즈페스티벌 1회, 그랜드민트페스티
벌 1회 참여

표 7. 인터뷰 참여자

2. 사용자 조사 결과 분석
인터뷰 후, 인터뷰를 바탕으로 친화도 분석을 실시했

다. 친화도법은 연구를 통해 찰한 사실과 통찰을 구

체화하고 의미 있게 분류하는 디자인 방법  하나로, 

데이터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9].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사용자의 행태, 문제

과 니즈)를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유사성에 따라 분류

하 고, 미리 정해놓은 범주나 일반 인 기 이 아닌 

세부 사항으로부터 그룹을 분류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제작하 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디자인 목표를 수립

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총 79개 고, 정리된 디자인 목

표는 4가지이다. 페스티벌에 한 연속 인 경험제공

(39개)이 가장 많았으며 재 물리 인 시스템에 한 

문제  개선(22개), 페스티벌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 

고려(10개), 공연 상황에 한 실시간 정보 제공(8개) 

순으로 많았다.

디자인 
목표

사용자의 행태 문제   니즈

A.
현재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
(22개)

-내가 가고 싶은 공연을 
브로셔에 표시해둔다.

-타임테이블을 계속 확인
하기 위해 배부하는 브
로슈어를 계속 펼쳐본다.

-브로슈어를 계속 접고 
펴기 번거로워 핸드폰으
로 찍어둔다.

-타임테이블을 위해 목걸
이형 종이 브로슈어를 틈
틈이 봐야하지만, 매번 접
고 펴서 보기 힘들다.

-지도에서 스테이지 간 
이동시간을 가늠해보고, 
공연을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한다.

-스테이지 간 거리가 먼 
거리인지 모르고 갔다가 
늦어서 줄을 기다린다.

-현재 페스티벌에서 제공
하는 종이 브로슈어의 지
도로는 현 위치, 스테이지
간 간 이동 시간을 파악하
기 어렵다.

-배송 비를 내기 싫기 때
문에 결제시 ‘현장발
매’를 선택한다.

-표를 잊어버리고 가게 
될까봐 배송 받지 않고 
‘현장발매’를 선택한다.

-‘현장 발매’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서 긴 줄을 
기다린다.

-현재 티켓을 발매하려면 
배송비를 결제하여 자택
배송을 하는 방법, 현장 
발매를 하는 방법 두 가지
가 있다. 사용자들은 배송 
비를 굳이 내고 싶지 않아 
현장발매를 선택하고, 현
장 발매 자들이 많은 탓에 
줄이 길어진다.

B.
페스티벌
이라는 
공간에서
의 경험 
고려
(10개)

-페스티벌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후기를 
검색해본다.

-페스티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다른 사람들
의 평가를 알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물품을 
보고 따라간다.

-선착순 이벤트인지 모르
고 마냥 기다리다 물품
을 받지 못한다.

-이벤트 부스에 대한 정보
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페스티벌에 가서 식사와 
이벤트 정보를 알기위해 
부스를 한번 둘러본다.

-식사, 이벤트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
는다.

C.
공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8개)

-인원수 제한 스테이지의 
경우 늦어서 못 들어갔다.

-일찍 이동함에도 불구하
고, 긴 줄을 기다리게 된다.

-무슨 줄인지도 모르는 
줄을 기다리다가 공연 
시간에 늦게 된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미리 이동한다.

-페스티벌 당일에 즉흥적
으로 새로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공연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다.

-인원수용 제한 공연의 경
우, 인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
금 불편하게 한다.

표 8. 디자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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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페스티벌에 

대한 
연속적인 
경험 제공
(39개)

-페스티벌에 가기 전
에 인터넷에서 날씨
를 검색한다.

-페스티벌 전에 챙겨
야 할 준비사항들을 
검색한다.

-페스티벌에 가기 전, 준
비해야 할 정보가.

-페스티벌에 가기 전
에 친구와 타임 테이
블을 사진으로 캡쳐 
하여 가고 싶은 공연
을 표시해두고, 비교
한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서 친구에게 포
스터 이미지를 보내
서 같이 어떤 공연을 
볼지 논의한다.

-친구와 보고 싶은 공
연에 대해 이야기하
고, 각자 볼 공연을 
합의한다.

-나의 타임테이블을 친구
와 공유할 방법이 없다.

-몰랐던 음악의 가사
를 메모하고, 나중에 
가사 검색을 네이버
에서 한다.

-새롭게 알게 된 아티
스트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두고 유투브에
서 검색한다. 

-다녀와서 전체 앨범
을 다 들어보며 내가 
공연장에서 들었던 음
악을 기억해내야 한다.

-공연장에서는 주변이 시
끄러워서 음악 검색이 제
대로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음악을 바로 찾기 
어렵다.

-가사를 메모해두지만, 잘
못 기록할 경우 마음에 
들었던 노래를 찾지 못한
다.

-공연에 가기 전에 출
연하는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검색해서 음
악을 다 들어본다.

-기존의 좋아하는 가
수의 음악을 빈복해
서 들으며, 어떤 곡을 
연주할지 예측해본다.

-유투브에서 작년 페
스티벌 영상을 검색
해서 어떤 곡을 연주
했는지 찾아본다.

-어떤 곡이 연주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직접 찾아야 한다.

-공연을 다녀와서 친
구에게 찍은 공연 사
진, 영상을 전송하며 
다시 이야기한다.

-SNS에 직접 찍은 공
연 사진, 영상을 업로
드 한다.

-직접 찍은 사진, 영상은 
조명 때문에 선명하게 찍
히지 않거나 주변 소음이 
같이 녹음되어 다시 기억
을 회상하기에 아쉽다.

-페스티벌에 가기 전
에 챙겨야 할 것들을 
알기 위해 공식 홈페
이지에 접속한다.

-공식 홈페이지가 모바일
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2.1 현재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A)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재 페스티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리 인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

고 있었다. 한 사람들은 페스티벌에 가서 길을 찾을 

때 한 에 지도를 보았으면 하거나 이동시 스테이지 

간 이동 거리를 상하길 원했지만, 제공되는 종이 

로슈어 형태의 지도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랙티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가 

합하다. 하지만 기존 앱 분석 시, 이 이 불충분하 다.

2.2 페스티벌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 고려(B)
음악 공연 뿐 아니라 페스티벌이라는 공간에 한 정

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음악 페스티벌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곳이 아니라 총체 인 축제 경험을 느끼는 공간이

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페스티벌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이벤트 정보에도 심을 가지지만, 재 애 리 이션

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2.3 공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C)
공연 상황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야 한

다. 사용자들은 어떤 무 에 인원수가 다 차서 제한되

었을 때의 불쾌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타 스

테이지에서 어떠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의 수용 가능 인원이 남았는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2.4 페스티벌에 대한 연속적인 경험 제공(D)
페스티벌에 가기 과 다녀와서의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페스티벌에 가기 에도 페스티벌에 

가기 해 많은 정보를 찾고, 다녀와서도 계속 기억하

는 경향이 있었다. 사혜지, 이철원, 서 필(2013)은 록페

스티벌 참여자들이 일 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페스티

벌이기 때문에 평소에 더 많은 비를 미리 한다고 밝

혔다[10]. 이에 따라 페스티벌을 가기 과 다녀온 후에

도 지속 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4가지의 디자인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요구사

항을 도출하기 해 퍼소나 방법론과 사용자 여정 지도

를 용하 다. 퍼소나 방법론은 어떤 제품을 디자인해

야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퍼소나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과 니즈를 이해하기 쉽고, 가장 요한 

사용자가 구인지 한 에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

인하기가 수월해진다[11]. 사용자 여정 지도는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

하여 그들에게 미치는 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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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12],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다. 퍼소나 방법론, 사용자 여정 지도는 모바일 애

리 이션 디자인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강효

진(2014)은 조부모와 부모간의 양육정보 모바일 애 리

이션을 해 퍼소나 방법론과 사용자 여정지도를 

용하여 사용자의 니즈, 상치 못한 문제 들을 발견했

고 이를 모바일 앱에 용했다[13]. 배효진(2012)은 

등학교 교육 주체 간 애 리 이션을 디자인 과정에서 

퍼소나 방법론과 사용자 여정 지도를 활용하여 사용자

들에게 공감을 하며 사용자들의 니즈, 문제 을 통해 

기능을 도출하 고 이를 모바일 앱에 용했다[14]. 한

혜정, 김승인(2014)은 퍼소나에 따른 사용자 여정 지도

를 활용해 지하철 애 리 이션의 가이드라인을 제안

했다. 이처럼 애 리 이션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해 인사이트

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 다[15]. 

퍼소나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16], 데

이터를 바탕으로 2명을 선정했다. 퍼소나 선정 후에는 

각 퍼소나에 따른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했다. 퍼소

나 A는 25세의 학생으로 매년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

하는 마니아다. 퍼소나 B는 29세의 여성 회사원으로 음

악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 피크닉을 가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일상에서 받는 스트 스를 푸는 인물이다. 

퍼소나 A
송민호(25)
대학생 “세상의 모든 노래를 듣고 싶어요.”

대학생 송민호는 매년 2회 이상 페스티벌에 참여하
는 마니아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송민호를 매일 
이어폰을 꽂고 다니며 음악을 듣고, 없는 순간엔 지
루해한다. 그는 새로운 음악을 찾는 것에 기쁨을 느
낀다.

태도: 음악 페스티벌을 자주 가기 때문에, 티켓 구매 방법에 대해 잘 알
고 있다. 얼리버드 티켓을 사기 위해 틈틈이 확인한다./ 가기 전 최대한 
잘 즐기기 위해 음악을 미리 듣고 간다. 다녀와서도 새로 알게 된 음악
을 찾아 다시 듣는다./ 어떠한 아티스트가 불러줬으면 하는 음악을 예
상한다./ 페스티벌에 다녀와서 페스티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진
이나 동영상을 보며 친구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니즈: 얼리버드 티켓이나 라인업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 받고 싶다./ 
친구와 자신이 볼 공연을 의논할 수 있도록, 마이스케줄을 공유하고 싶
고 한 눈에 보기 쉽게 되었으면 한다./ 가기 전에 셋리스트가 미리 제공
되어 준비하거나 다녀와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아티스트
가 공연을 하는 상황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받아서 원하는 곡이 시작
할 때 듣고 싶다./ 페스티벌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사진, 동영상을 공
유하고 싶다.

표 9. 퍼소나 A

퍼소나 B
박이슬(29)
회사원 “피크닉 가는 기분이라 스트레스가 풀려요.”

외식업계 회사의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박이슬씨는 
페스티벌에 가는 것이 피크닉을 가는 것과 같이 느
껴져 그 분위기를 좋아한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를 페스티벌에 가서 풀며 힐링 한다. 그녀는 보통 
다른 회사원 친구들과 가는 편이다. 피크닉처럼 느
껴지는 페스티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싶다.

태도: 음악 페스티벌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준비물을 찾아보거나 날
씨를 미리 찾아서 겉옷을 챙긴다./페스티벌에 가면서 혹시나 티켓을 까
먹고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한다./피크닉 같은 느낌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미리 찾아보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항상 
여자 화장실은 줄이 길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은 없는지 찾아보지만 어
렵다./내가 가고 싶은 공연이 있는 시간대에는 모르는 아티스트의 공연
을 가볼까 고민한다.
니즈: 페스티벌의 공지사항이나 날씨 관련 사항을 제공받고 싶다./ 티
켓을 모바일 화하여 잃어버릴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다./ 페스티벌 식사 
정보나 이벤트 정보를 세부적으로 받고 싶다./ 인터랙티브하고 직관적
인 지도를 보고 싶다./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 중 모르는 아티
스트의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한다.

표 10. 퍼소나 B

사용자 여정 지도는 각 퍼소나에 따른 주요 여정과 

요구 사항을 작성한 후, 이 요구사항을 해결해  수 있

는 해결안에 해 구체 으로 아이디에이션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4.퍼소나에 따른 사용자 여정 지도 작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1034

그림 5. 기능 도출

[그림 6]과 같이 퍼소나 A, B의 사용자 여정지도에 

따른 요구사항들은 앞서 도출된 4가지의 디자인 목표

(A ,B, C, D로 분류)와 연계되어 모바일 애 리 이션

의 기능을 선정하는데 활용되었다.

Ⅳ. 애플리케이션 기능 제안

이 연구에서는 오 라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모

바일로 제공해 사용자가 풍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

아 페스티벌을 한층 즐길 수 있도록 앱의 기능을 제안

한다.

기능 세부 기능

모바일 
결제/티켓 

-모바일에서 각 페스티벌의 티켓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에 티켓을 소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티켓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티켓 현장발
매로 인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페스티벌 스테이지에 입장할 때마다 모바일 티켓
을 키오스크에 터치하여 입장한다. 그리고 이 방
식으로 인원수를 카운트하여 수용인원 제한 스테
이지의 인원을 관리하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사
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지도

-지도에서 현 위치가 제공이 되고, 원하는 장소의 
아이콘을 클릭 시 각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시각
적으로 보여준다.

-출발 스테이지와 도착 스테이지를 설정하면 스테
이지와 스테이지 간 이동시간을 제공하여 시간을 
에상할 수 있다.

부대시설 정보

-이벤트의 세부 내용을 제공하며, 선착순 이벤트
의 경우 알림 예약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이벤트를 추천한다.
-식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격, 사진)등을 제공
하고, 리뷰와 평점을 업로드 할 수 있다.

공연 정보

-페스티벌에서 연주될 곡 리스트(셋 리스트)를 제
공하여 미리 들어볼 수 있거나 페스티벌 후에 손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곡들은 타 음악 앱과 
연동이 가능하다.

-곡 리스트 중 곡 단위로 선택을 하여 예약을 신청
한다. 해당 곡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푸쉬 알림
을 전송한다.

타임 테이블
-나의 타임테이블을 설정하여 맞춤화할 수 있다.
-친구에게 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으며, 친구 추가
를 하면 친구의 타임 테이블과 나의 테임테이블
을 겹쳐서 비교할 수 있다.

페스티벌 준비 
정보

-날씨나 준비물 정보를 모바일에서 제공한다. 날
씨에 맞는 의상 추천도 제공한다.

-티켓 결제 오픈 10분 전에 푸쉬 알림을 설정하여 
보낼 수 있다. 친구에게도 푸쉬 알림을 보낼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얼리버드 기간
에 대한 정보를 원할 시 알림으로 제공한다.

마이 SNS

-각 계정마다 SNS가 있으며, 원하는 아티스트를 
팔로우 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공식 사진, 동영
상을 제공하거나 페스티벌에서 연주될 곡을 투표
하는 등의 소통이 가능하다.

-사용자 취향 기반 아티스트를 추천한다.
-사용자 추천 기반 다른 사용자 추천을 하여 음악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표 11. 애플리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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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뉴 구조

이러한 애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페스티벌에 

가기  애 리 이션에서 많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비하는 과정부터 페스티벌에 한 경험을 즐길 수 있

다.그리고 페스티벌에서는 이 애 리 이션을 통해 실

시간으로 공연에 한 정보를 받으며 페스티벌 내에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애 리

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모바일이라는 특

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실시간, 양방향 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 SNS 기능도 함께 있어 친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아티스트나 사용자들을 추천받으며 ‘음

악’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으로 애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형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는 경험의 확장

을 한 방안으로 사용자 조사 결과에 따른 앱의 개선

방향과 기능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진행하 다. 사용자 

조사 결과에서는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재 물리 인 시스템에 한 문제 을 개선하고, 페스

티벌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고려하고, 공연 상황에 

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고. 페스티벌에 한 연속

인 경험을 제공하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첫 번째로 재 물리 인 시스템에 한 문제 개선이

라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서 모바일 결제/티켓 기능

을 제안하여 손쉽게 페스티벌에 입장하고 무  인원을 

애 리 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애 리

이션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치와 스테이지 간 

이동 시간 측정이 가능한 기능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페스티벌에 한 공간이라는 경험을 고려하기 해서

는 공연 외에 이벤트와 식사 정보를 고려하여 이벤트, 

식사에 한 구체 인 정보(가격, 리뷰 등)를 제공하거

나 이벤트를 약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안했

다. 세 번째로 공연 상황에 한 실시간 정보 제공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공연에서 연주될 곡 리

스트를 미리 제공하여 들어볼 수 있게 하고, 곡 단 로 

푸쉬 알림 약을 하여 원하는 곡이 시작할 때 스테이

지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페스티벌 상황

에서 즉각 으로 다른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추천 아티스트나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요구 사항에 해당했던 

페스티벌에 한 연속 인 경험을 제공하기 해서는 

가기 부터 비 사항을 제공하고 푸쉬 알림을 신청하

여 정보를 즉각 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 한 SNS 기능이 도출되기도 했

다. 

이 연구는 6명이라는 제한된 사용자 수로 사용자 조

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더욱 많은 표본을 상

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체 단계  사용

자 조사를 통한 방향, 기능 단계까지를 제안하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GUI와 로토타입을 통한 기술  사

용성 검증 단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페

스티벌이라는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총체 인 경

험을 향상시키기 함이며, 이러한 애 리 이션이 오

라인 음악 페스티벌을 통한 여가 생활 향유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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