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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인 EBS 수능특강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GUI 디자인에 따
른 사용자 경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과 서비스 현황을 고
찰하고, 2차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의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 경험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EBS 수능특강은 사용성과 더불어 시각적인 부분의 부족으로 GUI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개선 방안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 
될 것을 기대하며, 이후 진행될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디자인, EBS, 교육, 애플리케이션, GU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BS special lecture, which is an educational application, 
from a user 's point of view and to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user experience according to 
the GUI design. Firstly, we survey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service situ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econdly, we surveyed the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based on 7 principles of honeycomb model of 
Peter Morville. As a result, the EBS special lecture showed improvement of GUI due to lack of visual part in 
addition to its use. Based on this research, I hope that the service for improvement of the user experience of 
the education application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it will be helpful to study the educational 
application user experience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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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 와 더불어 정보

통신 분야와 련하여 재의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큰 특징 의 하나는 변하는 IT환경에 처하기 

한 노력일 것이다[1]. 스마트 시 라고 불릴 만큼 스마

트 기기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됨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용 애 리 이션(Application)의 사용

이 증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갖는 뛰어난 이동성

과 편의성, 실시간성의 특징으로 많은 학습자와 교수자

들이 교육용 애 리 이션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콘텐츠 즉, 스

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교육용 애 리 이션의 개발에 

한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2]. 미디어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은 늘어나며 발 한다. 미디

어와 통합된 교육들은 이제는 삶들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는 시 인 만큼, 모바

일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애 리 이션의 비  한 계속

해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한 정보화 사회에 비한 

창의성에 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을 활용한 교육이 실천되도록 권장하 다. 다양한 모바

일 인터넷 기기의 확산으로 모바일 앱, 모바일 웹, 모바일 

웹앱, 그리고 하이 리드 앱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모바일화가 속히 개되고 있다

[3]. 한 모든 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사물

의 특성이 더 지능화되고 자동화되면서 기기들의 연결을 

통한 정보의 융합  가공이 가능해져 더 좋은 품질의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강의 애 리 이션 GUI에 따

른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GUI 디자인

을 이해한 후, 이를 토 로 사용자 경험에 한 평가 기

을 만든 후 항목별로 사용자 경험에 한 연구를 시행

한다. 문헌연구와 실험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한

다. 실험 연구는 EBS 수능강의 애 리 이션의 수학과

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과 재수생 30명을 상으로 설문

지를 작성하여 분석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GUI의 이해

GUI(Graphic User Interface)는 말 그 로 자화된 

시각표시 매체를 통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작정보를 시각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

터페이스(Interface)를 말한다. 다시 말해 GUI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있어 쉽고 유용한 커뮤니 이션

(Communication) 역할을 이루며 인간의 에서 만들

어진 하나의 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디자이

들은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높이기 해 조작의 흐름

부터 심미성까지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사용의 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GUI의 목 이 있다.

GUI가 용되는 상 제품으로는 컴퓨터 응용 로그

램, 가 제품의 조작부로부터 랜트의 감시 제어실  

공공시설 화면에 이르기까지 범 하다. 이제 GUI는 시

각 요소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  복잡한 조작 차 

없이 직  기기와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데 착안하

고 각종 시스템이 컴퓨터화 되는 소형 디지털 제품, 즉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시계 등에 응용되고 있다[6].

2.2 사용자 경험 및 모바일 GUI디자인

HCI(Human - computer interaction)연구에서 요한 

개념으로 형성된 사용성(Usability)은 사용 의도를 결정

짓는 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어떤 도구나 인간

이 만든 물건, 서비스를 어떤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할 때에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가를 말하는 용어이다

"[7]. GUI는 기기와 사용자의 효율 인 커뮤니 이션을 

한 그래픽을 말한다. 즉 GUI는 UI의 시각  요소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과거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용자 

심의 디자인을 의미하며, 부분 작업을 시각 으로 사

용함으로써 배우기 쉽고 친숙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8]. 이에 따라 일반 인 모바일 GUI 디자인의 

특징  고려사항을 3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진호의 GUI 디자인 가이드에 따르면 작은 디스

이 화면에서는 출력장치의 화면이 작으므로 한 번에 

보여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약이 따른다. 모바일 기기

의 특성이 휴 가 간편해야 하는 휴 성으로 제품의 크

기가 작아지면서 나타난 물리 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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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인터페이스 개

발은 사용자와의 효율 인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 인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9]. 모바일 GUI 디자인의 특징은 기

기 발달과 함께 변화되었다. 2007 년도 출시된 풀 터치 

스크린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모바일 폰에 하드웨어 

키의 기능을 GUI 그래픽 요소가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써 GUI 디자인의 요성이 더욱 요구되었고, 사용자의 

편의성뿐만 아닌 시각  만족감을 강조한 GUI의 필요성

이 증하고 있다[10].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은 여러 융·

복합 인 지각과 반응을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이자 심리

 상태와 환경까지 고려한 총체 인 경험이다[11]. 한, 

하나의 서비스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체 이고 복합

인 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난다. 간단하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참여, 사용, 찰과 같은 상호 교감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다. 를 들어 어

떠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쉽게 하는 일, 서비스를 효율

이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하는 일 등이다[12].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

품, 서비스를 직·간 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

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 등 총체  경험을 말한다. 사

용자 경험은 HCI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이며, 아직도 많

은 사용자 경험의 원리가 컴퓨터 공학 분야의 소 트웨

어  하드웨어 개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개념은 재

에 와서는 컴퓨터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을 통해 제공되

는 서비스, 상품, 로세스, 사회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리 응용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을 개발, 창출하기 해서 

학술 , 실무 으로 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을 사용

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며 역에 따라 제품 디자인, 상

호작용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보 아키텍

처, 사용성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13]. 

사용자 경험의 구성요소를 마할(Mahlke)는 [Fig. 1]과 같

이 UX 구성 모델을 제시하 다.

본 모델에서는 시스템 속성, 사용자 특성, 직무  상

황 맥락 등의 변수가 상호작용의 특성을 결정하는 UX 과

정의 동인 임무를 수행하며 상호작용 특성에 직  향

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제품, 품질, 인지로 국한하여 설명

하고 있다. 여기서 품질은 제품과 시스템 등의 수행도와 

순수한 사용성 측면의 실용  품질(Pragmatic Quality)

과 심미성  시각  아름다움, 독창성 등의 시스템 속성

과 연 된 쾌락성 품질(Hedonic Quality)로 구분하 으

며 품질요소들은 사용자가 품질 속성의 지각 때문에 

요성이 결정된다[14].

[Fig. 1] Components User Experience(CUE) 

2.3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애 리 이션(Application)이란 응용 로그램을 말하

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그램을 말한

다. 어 리 이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높은 생산성, 비용 감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15]. 

2.5 EBS 수능강의

교육용 애 리 이션(Application) EBS수능강의는 수

험생을 상으로 만들어진 애 리 이션이다.

[Fig. 2] First page on EBS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GUI에 따른 사용자 경험 연구 -EBS 수능강의를 중심으로-

29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r; 15(3): 295-300

1969년 당시 베이비붐 세 들의 과열된 학교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극심한 과외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시행된 ‘ 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이래 정권교체마다 발

표된 교육 개 안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하는 정

책과제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왔다「한국교육

방송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EBS의 설립목 은 EBS

를 통해 교육방송을 효율 으로 제공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  교육발 에 이바지”

하기 함이다. 학교 교육 보완과 련하여, 특히, EBS에

서는 TV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질 높은 수능강의 

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나 EBS 수능강의를 쉽게 활용하여 자기 주도 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16].단순한 과외비를 이라

는 목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요하게는 발달된 정보통

신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화시 에 걸맞은 창의 이고 자

기 주도 인 21세기형 인재육성으로 교육이 환한다는 

의미를 두고 출발한 수능방송이 잘 진행되어 수험생 수

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사교육비 감에 힘을 쏟기 한 것이다[17]. 2010년 이

후로는 4단계로 강의수 을 구분·편성하 는데, 주로 

 수 (공통수  포함)의 수험생들을 상으로 로그

램을 제작·방송하 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수

의 강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은 경우 강

의수 을 보다 통합하여 3단계로 제공하되, 상 으로 

공통강좌를 이고 수 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인터넷 강의는 자기 주도 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 ·고  수 별로 구성하고, 내신

비를 한 출  교과서별 동 상 강의를 제작하여 학생

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하 다[18].

3. 실험 방법 및 분석 결과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애 리 이션인 EBS 수능강의 

GUI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 다. 수능을 비하는 

애 리 이션인 만큼 일반인의 사용보다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EBS 수능강의의 수학과목

을 수강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재수생 30명을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한 태스크를 설정하여 진행하 다.

3.1.1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EBS 수능강의 수학과목의 사용성 설문조사는 EBS 

수능특강 애 리 이션에 한 만족도와 사용성을 알아

보기 하여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

[Fig. 3]을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문지 

상자에게 사용성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Task를 진행

하 으며, 결과는 5 척도를 이용하여 기재하게 하 다. 

수행목록은 아래 <Table 1>과 같다.

No Task

1
On the main screen, look for "Jung Yong-bin's 

walking mathematics 1"

2
Please apply for 'Mathematics 1 Walking with 

Jung Yong Bin'

<Table 1> Task list for the usability

[Fig. 3] Peter Morvile's honeycom Model

이 모델은 총 7가지로 유용한(Useful), 편리한(Usable), 

발견 가능한(Findable), 믿을 만한(Credible), 근 가능한

(Accessible), 매력 인(Desirable), 가치 있는(Valuable)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질문지는 2문항씩 총 14항

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애 리 이션 사용 목 에 

알맞게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상으로 질문하 다.

3.2 분석 결과

사용자 경험 설문지는 질문항목별로 0에서 5  척도

로 측정하 다. 설문지 상자들의 응답을 수로 합산

하여 항목별로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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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부분의 경우,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Rank task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satisfaction 3.1 0.9

2 visibility 2.6 0.8

<Table 2> Task list for the useful

먼  EBS 수능특강의 반 인 만족도를 조사하 고 

평균값은 3.1로 보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은 애 리 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에 따른 평균은 2.6으로 사용할 때 

항목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편리한(Usable)의 경우, 애 리 이션의 사용법을 따

로 배울 필요 없이 사용하기 쉬운가에 따른 평균값은 4로 

애 리 이션을 사용할 때 편리함을 느낀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학습하기 편리한가의 질문은 평균값은 3.3

으로 나타났다.

발견 가능한(Findable)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정보의 

양을 단하는 질문의 평균값은 2.6으로 나타났으며, 화

면의 항목들 배치 치를 발견하기 수월한지의 질문의 

평균은 1.2로 항목배치 부분의 불만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믿을 만한(Credible)의 경우, EBS 수능강의 애 리

이션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질문의 평균값은 3.8로 신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애 리 이션의 학습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평균값은 3.7로 측정되었다.

색상(Color) 부분의 경우, 애 리 이션의 체 인 

색상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2.4로 나타났으며, 애 리 이

션의 텍스트의 색상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2.8로 나타났

다.

학습성(Learning)의 경우, 애 리 이션의 사용이 교

육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의 평균값은 3.2로 나타났으며 

학습하면서 성 이 향상되었는가의 질문의 평균값은 3.4

로 나타났다.

심미성(Desirable)의 경우, 애 리 이션의 화면의 이

미지 크기는 묻는 질문의 평균값은 2.6으로 나타났으며 

애 리 이션의 텍스트의 크기를 묻는 질문의 평균값은 

2로 측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교육용 애 리 이션인 EBS 수능강의를 

심으로 GUI 디자인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성을 향상하기 한 필요한 요

인들을 도출하고 도출한 항목들을 사용자 경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 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를 통해 EBS 수능강의의 사용

자 경험을 개선하기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BS 수능강의의 경우 사용자의 반 인 만족도는 

보통으로 볼 수 있다. 한, 애 리 이션의 신뢰도 부분

이나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학습성 부분의 경우는 만족도

가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애 리 이션의 구성하는 

디자인 인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이 

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정보의 양을 조 하여 더욱 편리한 GUI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리함을 제공할 때도 심미성을 바탕

으로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이아웃, 메뉴, 칼라, 아이콘, 

타이포그래피에도 심미 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아웃은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할 시의 우선순 를 고려하

여 시선의 흐름을 인지하며 구성해야 하며, 메뉴는 항목

의 구성이 분류가 요하며 사용자의 조작 부담감을 

여야 한다. 칼라는 교육용 애 리 이션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며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아이콘은 애 리

이션 체의 분 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시성 

부분에 큰 향을 주는 텍스트의 크기와 이미지의 크기 

부분에서도 정보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이미지의 크

기를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작업을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한, 

GUI의 시각 인 구송 요소로 애 리 이션을 디자인 시 

표 화하고, 통일감 있는 구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여 

사용자의 작업 수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사용자 경험에 한 연구로서 

재 많이 사용되는 교육용 애 리 이션의 황과 연  

지어 연구하지 못한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황을 알 수 있는 교육용 애 리 이

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교육용 애

리 이션의 GUI 디자인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선 방안을 

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 하며 이후 진행될 다

른 분야의 사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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