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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내 지도 앱  사용  경험  하고 단점  가   많  사람  쉽게 용할 수 도  

개 하는  목적  다.  나  UX/UI  제시하  해 첫째, 정 적  존 헌과 그 등  료수

집  하고. 째, 정량적  조사  뷰   다  지도 앱  만족도 조사, 사용  평가  

하 다. 그 결과,  사용  포 에  지도, 숙함, 그 등  맛집, 여행 정보  용  었고,

다  지도 용 는  하  수 지만 다  지도 앱  충  용해보고 하여 다  지도  택한 

경우  상 한 경  시  간단한 조 , 실시간 정 도에  만족도가  았다. 는 지도  숙함  가

 적  지도  특  근 개  내 게  보  지 적  술개 지 뒷 고 다는 것  알 수 

고, 다  지도는 상 함과 실시간 경  정보  한눈에 보여주는 스  수  마니아  룰 정도  신

뢰  얻고 다. 향후,  점들만  보 해도 내 지도 전에 도움   것  한다.

주제어 :  지도, 지도 애플리케 , 내 게 , 스마트 폰 지도,  찾 , 경  찾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sability of Mobile Maps by allowing more people to use.  

To figure out better UX/UI, I evaluated usability for Mobile Applications from various materials such as 

literatures and blogs for qualitative methods an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bout satisfaction of Naver and 

Daum for quantitative methods. So, We know that a map app is important and it is affected by force and 

profile on the portal site than its own features, because, not often in everyday life. Even though people do not 

use Mobile Map Applications frequently, we need to improve usability to make anybody use them easily by 

minimizing depth and butto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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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경

2009년 아이폰의 국내유입을 시발 으로 지 의 우리

는 스마트 명시 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 에 힘

입어 애 리 이션(이하 앱)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

나고 컴퓨터나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가능했던 작업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되어 산업 분야의 이동까지 일

어났다. 우리 개인의 삶과 산업 으로도 많은 기회 창출

에 이바지한 스마트폰, 그 기능 가장 편리한 게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길 찾기”를 가장 많이 답할 것이다[1].

그만큼 지도 앱은 스마트폰 시 의 심에 있다[2]. 지도

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빠르게 자화되어[3] 웹을 기

반으로 한 Web GIS(지리정보시스템)[4]를 거쳐 스마트

폰 시 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 발 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도 앱은 많은 데이터와 디자인을 간소화[5]해야 하는

문제 말고도 기기별, 국가별, 지역별로 한계가 있다[6].

2012년 아이폰5가 이례 으로 국내 내비게이션까지 구

하자 국내 지도도 잇따라 내비게이션이 구 되고, 최근

구 은 우리나라에 상세지도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

다[7]. 이러한 때에, 지도 앱의 주소를 되짚어보고 사용

성을 고찰, 개선하는 것은 련 회사들에게는 그 무엇보

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지도 앱

이용률 높은 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각각의 특징과 장

단 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UX를 제안하는 데 목 이 있

다. 실험은 정성 , 정량 방법을 통해서 66명의 실험

상자들의 설문과 인터뷰를 토 로 결론을 도출하 다.

특히 'Naver지도‘앱(이하 네이버)와 ’Daum지도‘앱(이

하 다음)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

여 모바일 지도가 나아갈 방향의 지표로 삼았다.

2. 적 고찰과 사

2.1 실험 

설문지의 질문항목은 Stephen P. Anderson의 사용자

욕구 이론(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을 토 로 6

가지로 분류하 다. 그림2와 같이 의미성, 즐거움, 편의

성, 유용성, 신뢰성, 기능성으로 나 어 66명의 실험 상

자가 생각하는 만족도와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 항

목별 질문은 4∼6개로 구성하 고 내용은 <Table 1>과

같은 주제를 심으로 작성하 다. 실험 상의 연령 는

25∼55까지로 제한하고 지도 앱을 사용해본 경험자들로

정하여 평가 기 은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Fig. 1] Stephen P.'s Anderson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Meaningful Does it have personal meaning?

Pleasurable Does it provide a memorable experience worth?

Convenient Does it very easy to use and working as I expected?

Usable Does it can be used without difficulty?

Reliable Is it possible to use everyday and accurate?

Functional
Does it works as the program and performing its

original function?

<Table 1> Question List

2.2 연  사

정윤진, 한덕환, 김민우, 박형래, 김신우(2014)는 다음

과 네이버를 40명의 20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실

험하 다[8]. 길 찾기 사용성 검증에서 네이버는 교통수

단이나 경유지를 바꿀 때 이 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

로움과 두 앱 모두 웹에서 구 되는 기능들이 용되지

않았고 공유기능 한 다음은 가능하나 네이버는 캡처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을 알아내었다. 이것은

주 교통수단이 교통인 20 라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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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흠, 김희 (2014)은 네이버, 다음, 구 지도를 비

교하 는데, 유용성, 사용성, 감성 3가지 요소가 소비자

에게 만족감을 줘야 하고 단일화 텍스트나 도형보다는

기호, 텍스트와 컬러의 채도, 명도의 활용도가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9].

특히 아래 <Table 2>와 같이 네이버, 다음, 구 지도

의 기능의 유용성을 비교한 결과, 네이버가 더 조작성이

편리하고 페이지 간 이동 반응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

다.

Feature Comparison Naver, Daum, Google Maps

Function Naver Daum Google

Way-finding Function O O O

Transit Search Function O O O

Confirmation of Real CCTV O O X

Load view Function O O X

Satellite View Function O O O

Nearby Places Search Function O O X

Cycling Road map O X O

Nationwide 78 large shopping malls

and underground indoor maps
O X X

Walking Courses Search Function X O X

<Table 2> Feature Comparison three application

조은정(2008)은 모바일 지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무

선인터넷 환경을 꼽아 ‘이동성’과 ‘개인화’라는 고유 속성

실시간 정보를 받은 ‘즉시 속성’과 ‘유용성’의 요

성을 강조하여 유동 정보구조 디자인 유형에 따른 설

계안을 제시하 다[10].

장정진(2009)은 모바일 지도서비스의 형태는 기존 PC

와 유사하며, 부분 사용자의 사용경험도 PC 기반 웹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에 있지만, 모바일

지도서비스로의 역 확 가 상되어 모바일 지도서비

스에 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연구하여 향후 연구 과제

로 ‘모바일 지도서비스’ 사용성 평가에 한 합성 여부

와 개선 악을 해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최신

기술의 용 여부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 다[11].

최우석(2010)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기존 오 라인

디바이스들의 사용성을 온라인으로 같이 옮겨 놓아

차 체제가 확 되면서 오늘날의 동 이면서 다양화하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며, 모바일 콘

텐츠의 변화, 발 해 가는 에도 특히 모바일 지도 서비

스의 황과 사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기존 모바일지

도의 문제 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도 장 메뉴의 개선

으로 주요 경로상의 지도와 주변 생활정보를 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들이 직 로드뷰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길거리 정보 업로드 기능, 인터페이스 측면의

화면 디자인을 제안하 다[12].

왕동, 김형석(2016)은 스마트폰의 효과 인 지도 앱의

시각 환경을 해 한국의 ‘Naver 지도’ 앱과 국의

‘Baidu 지도’ 앱을색(Color), 이아웃(Layout), 서체(Typeface),

그래픽(Graphic), 내비게이션(Navigation) 등 5가지로 분

석한 결과, 색과 그래픽은 일 성 있고 명확한 디자인을

내비게이션은 치 확인, 경로선택, 경로 확인, 목 지 확

인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13].

김기 (2008)은 지에 착륙한 조종사의 공군 생환용

지도가 소 축 으로 제작되어 지에 추락했을 경우 실

제로 자신의 치와 주변 지역의 지리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아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자 심 군사용

모바일 지도 디자인을 제안하 다[14].

박정환(2012)은 지형정보의 3차원 시각화에 기반을 둔

마커 기반 증강 실 지도제작을 연구하 다. 마커 기반

큐알 코드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의 종이지도 기반의

실내 조사 방법과 더불어 지리조사법의 효율성을 높여

수 있는 장 을 증강 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15].

유태훈(2012)은 텍스처 단서인 슈퍼 픽셀을 이용한 상

깊이 지도를 결합하여 기하학 단서인 소실선과

텍스처를 이용한 기 깊이 지도를 생성하는 법을 제안

하 다[16].

임 수, 채규수, 김민년, 김 호(2011)[16]는 지상에 배

치된 항법신호원의 배치에 따른 측 정확도를 분석

하여 의사 성의 배치 간격에 따라 수신기에서의 측

정확도(DOP, Dilution of Precision)가 결정된다고 보고

디지털 지형지도를 이용하여 측 정확도를 계산하기

한 로그램을 직 구 하 다[17].

3. 조사결과

3.1 결과

66명의 설문 상자는 20 후반 23명(35%), 30

14명(21%), 40 23명(35%), 50 5명(7.6%)으로 구성하

다. 이 4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 각기 다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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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다양하게 쓰고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의 사용자 수

의 격차가 가장 고, 연령 에서 단 두 명뿐인 티맵

이용자 모두 본인 소유 차가 있는 40 남성이었다. 주

교통수단이 교통인 경우가 가장 많은 20 에서 남성

보다는 여성이 네이버 지도 이용률이 더 높았다.

<Table 3>에서는 모바일 지도 이용자 각각의 앱을

사용하는 비 을 표시했으며 지도별로 20 , 30 , 40 ,

50 로 다시 표시하 고, 다시 성별로 차지하는 비 을

나 었다. 네이버를 사용하는 20 이용자가 17명이고

그 여성이 13명이다. 체 71명의 실험 상자

23.9%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여성이다.

[Fig. 2]은 연령별 모바일 지도 이용률의 결과이다.

Categories Total 20s 30s 40s 50s

Naver 41(62%) 17(F13) 9(F4) 11(F4) 3(F0)

Daum 13(20%) 2(F2) 3(F1) 7(F2) 1(F1)

Google 5(7%) 2(F1) 0 2(F2) 1(F0)

iPhone 5(7%) 2(F1) 2(F1) 1(F1) 0

T-map 2(3%) 0 0 2(F0) 0

<Table 3> Map App’s Utilization rate

[Fig. 2] Map App’s Utilization rate

다음 [Fig. 3]은 지도 앱 이용률이 높은 네이버와

다음을 사용자 욕구 항목별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3.2 뷰 결과

그 다면 체 이용자의 60%를 웃도는 이용률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악

하기 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알아보았다.

[Fig. 3] Naver, Daum satisfac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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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앱 이용자들의 부분은 자주 쓰던 검색 포털 사

이트에서 이용하던 지도를 그 로 모바일에서도 이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폰, 다음, 네이버 순으로 마지막에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었음에도 네이버의 이용률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18]. 교통수

단이 교통이고 어려서부터 네이버에 익숙해 있는 20

∼30 에서는 낮은 이용률을 보 던 다음이 연령 의

53.8%가 40 인 것도 같은 이유다.

20 다음 지도 앱을 쓰는 사람은 단 두 명이었는

데 그 한 명은 티맵과 같이 쓰고 있었고 한 명은 다음

지도만 쓰고 있었다. 둘 다 이유는 교통이 주 교통수

단이었고 지도 업데이트/ 행화가 잘되어 있어서 사

용한다고 답변했다. 소수이지만, 티맵을 쓰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설문조사로는 100%에 가깝다. 모두 이유를 물

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기 때문으로 꼽지만,

통신사가 SK여야 무료이고, 교통 메뉴가 없어서

인 지도 앱이라 볼 순 없기에 비교 상에서 제외한

다.

네이버 이용자 41명 28명(68.3%)이 네이버 포털에

서부터 써와서/익숙해서/인지도/추천 등의 이유를 밝힌

것과는 조 으로 다음 이용자 13명 3명(23%)만이

써와서/익숙해서라고 답하고 나머지는 다음 지도의 특장

을 답했다. 이 세 명 다음 지도만 쓴다는 20 반

의 여성으로서 주로 교통을 이용하는 A씨는 다른 지

도 앱도 사용해보았지만, 다음 지도가 제일 좋았다고 답

변했다.

40 남성 B씨는 차가 있어 운 도 많이 하고 주차난

과 러시아워 때문에 출퇴근은 교통이나 자 거, 도

보 용도로도 다음 지도를 신뢰하고 있었다[19]. B씨 한

써본 다음 지도가 더 상세하게 길을 잘알려 다고답

변했다.

기존 메뉴의 사용성 면에서는 다음 지도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최근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내비게이션 메인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다음

지도의 내비게이션보다사용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출시되어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호평을 받은

아이폰 지도 내비게이션보다는 좀더 정확한 상세함으로,

다음 지도의 몇 번을 걸쳐서 들어가야 나오는 카카오 내

비게이션과는 근성 면에서 우 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3>은 네이버와 다음 지도 사용자들의 설문과 인

터뷰 결과 ‘익숙하다’ 외에 다른 특장 을 정리한 내용이

다.

Naver Daum

various contents Best informative

way-finding, load view Transition, Bus

way-finding Good update

Subway Information, easy to

recognition of landmark

The current is good

(Be interlocked Dron with App)

convenient interface Localization

Inform in details to alley Way-finding in strange city

Many blog information

(Restaurent, Destination)

<Table 4> Maps User Purpose

다음 지도도 포털에도 지도가 있지만, 네이버만큼 웹

과의 연동을 이유나 장 으로 꼽은 사람은 없었다. 네이

버 지도 앱의 이용자 상당수가 웹 포털로인한 것임을 입

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14]. 실제로 모바일 네이버 지도

앱 10명의 피실험자 모두 모바일보다는 웹 포털의 장

에 가깝다. 인지하기쉬운 랜드마크나 맛집, 여행 정보 등

의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는 물론 UX(User Experience)

측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모바일은 웹보다

기능 찾기가 어렵다는 경우가 더 많아 UX 평가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 다. 반면 올 에 내비게이션 자체 개발

기능 강화는 네이버 지도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

기도 하 다[20].

다음 [Fig. 4]는 주말에 여가를 보낼 땐 모바일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썼던 B씨가 월요일 출근길에 버스 기시

간을 알기 해 네이버와 다음 지도를 둘다 열어본 화면

이다. 네이버 지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그 로 나오

고, 다음 지도는 검색지와 교통편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만 나와 찾기 좀 더 찾기 쉽다.

[Fig. 5]는 네이버에서의 교통 안내이고 [Fig. 6]은

다음의 교통 안내화면을 비교한 화면이다.

[Fig. 5]의 네이버 지도에서는 목 지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나오고 [Fig. 6]의 다음 지도는 좀 더 자세한 경로

와 버스 기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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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aver & Daum Transition Intro

[Fig. 5] Naver Transition Process-4 depth

[Fig. 6] Daum Transition Process-2 depth

4. 결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 앱 에서 특

히 일상생활에 많은 향을 주는 모바일 지도의 이용률

과 만족도의 분석을 통해 모바일 지도의 주소를 악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국내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네이버와 다음 지도의 용

도와 문제 들을 검토하여 응 방안을 연구하 다. 연

구 결과, 다수 네이버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부터

익숙해 있던 네이버 지도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다

음 지도 사용자들은 지도를 모두 사용해보고 선택한 마

니아층으로 일부 기능성, 사용성 측면에서 네이버 지도

보다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이버 지도는 교

통과 기화면 메뉴 선택, 경로 이동에 따른 사용성 개선

을 해 지속 인 서비스 설계가 요구되고, 다음 지도는

내비게이션에서 보여 제휴를 통한 기능 구 보다는 지

속 인 자체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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