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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멀티디바이스환경에서사용자경험의연속성을높일수있는요인들에 해알아보았다. 우선 구조

차이와태스크의연속성에 해서는크로스미디어의특성에따른 OS의차이와마우스의사용과터치제스처라는기능 인

차이가연속성을방해하는요소로나타났으며연속성을높이기 해서는메타포와어포던스로시각단서를제공해상 성

과가시성을높여주어야한다. 시각 기억과인지의연속성부분에서는시지각 요소의동일성과유사성으로익숙함을부여

하여친숙성의요인이연속성과 한 련이있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사용자경험의연속성을 해서는시지각

요소는물론정보의의미와배치의일 성이사용자경험의연속성을 한요인이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를바탕으

로사용자경험의연속성차원의친숙성, 일 성, 상 성, 가시성의요인으로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친숙성, 일 성, 상

성은 유의미한 향 요인인 반면 가시성은 연속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멀티디바이스 환경, 사용자 경험, 연속성, 시각기억, 인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can enhance the continuity of user experience in multi - device 

environment. First of all, regard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continuity of tasks, functional differences such as 

O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ross media, use of mouse and touch gesture were found to interfere 

with continuity. To increase continuity, metaphor and ambience To increase relevance and visibility. In the continuity 

part of visual memory and cognition, familiarity was given by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visual perception 

elements, and it was found that familiarity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continuity. Finally, for the continuity of the 

user experience, we can see that the visibility factors as well as the meaning and layout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are factors for the continuity of the user experience. Based on this, it was found that familiarity, 

consistency, and correlation were significant influences on continuity dimension of user experience, but visibili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tinuity whe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factors of familiarity, 

consistency, correlation and visibility.

Key Words : Multi-device environment, User experience, Continuity, Visual memory, 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Ju Lee(yjlee@chungwoon.ac.kr)

Received September  4,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2,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1, pp. 495-500,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495



한 디지 정책학 논 지 제16  제11496

1. 연  경  목적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다양

한 기기들의 활용으로 인해 멀티 디바이스를 활용한 콘

텐츠의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N-Screen

시 로 분류되는 최근의 콘텐츠 이용 환경은 PC는물론

태블릿, 모바일디바이스와함께가장작은화면이될수

밖에 없는스마트워치의 활용까지 그크기의 변화가 다

양하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크기 변화는 반응형 웹이나

응형 웹과 같은 기술을 필두로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합한 이아웃을구 한다. 이아웃의변화는디바이

스의 크기에 따라 콘텐츠의 양이 거나 많아지게 되며

그에 따른 콘텐츠의 재배치가 필연 이다.

N-Screen 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콘텐츠에

해 Google의 CEO 인 Eric Schmidt는 2010년 Mobile

World Congress에서 ‘모바일우선’의 시 를선언하 으

며이후 4년안에모든비즈니스와일상생활을모바일로

만 처리하는 모바일 온리 시 가 올 것이라고 측하

다[1]. 2014년 루크 루클로스키(Luke Wroblewski)도 그

의 서를통해 “모바일우선주의 략에기반을둔디자

인방식을한번생각해보는것, 그것만으로도가치가있

습니다.”라고 하 다. 이후 모바일 시장은 더욱 크게 확

되어국내에서도 2018년 7월 재기 1인 1모바일시

가도래하며모바일사용자는 5천만명을넘어서게되

었다.

모바일 퍼스트는 최근 들어서 다시 데스크톱 퍼스트

를주장하는학자들과함께정보디자인의새로운화두가

되었지만두개념은서로다른디바이스의인터페이스에

콘텐츠를 합리 으로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상 으로 낮은 라

우 용버 을먼 구축하고이후기본버 에인터랙

션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드는 로그 시 어

드밴스먼트 (Progressive Advancement)방식이나 반

로데스크톱의 다양한기능을갖춘 버 을제작후일부

기능이나콘텐츠를제거하여모바일앤드로호환되게하

는 그 이스풀 디그라데이션(Graceful Degradation)은

모두 사용자의 경험을 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더

옳은방법이라고단정하기도어렵고콘텐츠의구성과나

은 서비스를 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논의들은모두멀티디바이스

환경의 UI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요성에서 기

인한다. 멀티디바이스 환경에서는필연 으로 이아웃

의 변화와 기능 , 기술 변화로 사용자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

에서다른디바이스를사용함에일 성과연속성을잃어

버릴수도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멀티디바이스환

경에서의 웹의 특징에 해 알아보고 일 성 있는 사용

자 경험의 연속성을 한 요인을 도출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멀티 디 스 경  웹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모바일로옮겨가게되었으며 Fig. 1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을 기 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PC 사용자를 넘어

서게 되었다.

Fig. 1. Internet usage 2008-2015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PC의 콘텐츠

를 더 모바일에 합한 화면으로 서비스하기 해 다양

한방법들이시도하게하 으며기능 으로는반응형웹

과 응형웹이, 방법론 으로는 로그 시 어드밴스

먼트 (Progressive Advancement)와 그 이스풀 디그라

데이션(Graceful Degradation)이 두되었다. 반응형 웹

은사용자가어떤유형과해상도의디바이스를사용하는

것과 상 없이 디바이스의 크기와 해상도에 맞는 UI를

제공하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소 크기 조정, 이동

스크롤링으로 읽기 탐색이 용이한 최 의 경험을 제

공하기 해 사이트를 만드는것을목표로 한 근 방식

이다. 응형 웹은 특정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춰 별개의

화면 UI를 제작한후 속하는디바이스를 악하여서

비스를 제공한다. 반응형 웹이 다양한 디바이스의 모든

크기에 맞게 작동하는 신 응형 웹은 320, 480, 760,

960, 1200, 1600 등몇개의크기로고정된디자인을제공

하기때문에 반응형웹 보다는 유연성이 덜하지만 응

형 웹은각 디바이스 별디자인을별도로 로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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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형 웹보다는 속도가 빠른 장 이 있다.

반응형 웹을 사용하는 경우는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

춰 유동 으로 변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시각 계층 구

조가변화하게된다. 이에 해닐슨노먼그룹의에이미

쉐이드(Amy Schade)는 반응형웹에서는유용성을보장

하기 해장치 반에서콘텐츠, 디자인 성능을고려

해야한다고 하 다[2]. 제리 카오(Jerry Cao)는 반응

형 웹에서는 디바이스 창을 유동 으로 맞추기 해 필

수 으로 콘텐츠를 뒤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시각 계층구조가바뀔 때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고 하 다[3]. 반응형 웹이든 응형 웹이든 콘텐츠의

재배치는 시각 계층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디자이 들은 그 변화에 해 사용자 경험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콘텐츠의스 일업방식인 로그 시 어드밴스먼

트(Progressive Advancement)는 코어 콘텐츠와 기능을

모바일에맞게구성한후 차 으로태블릿과데스크톱

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모바일 퍼스트는

모바일의기능 인부분에더큰비 을두고 IA를구성

하기때문에모바일에 합한환경이필연 으로제공된

다. 반 의경우는데스크톱의넓은화면에맞는 IA를구

성하고화면이작아질수록콘텐츠를제거해가는방식으

로 코어 콘텐츠를 남겨 두게 된다. 이때 남겨진 코어 콘

텐츠가 모바일의 기능 인 부분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학자들은모바일퍼스트로설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능 인 부분과 콘텐츠

의 요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콘텐츠로

서비스를제공하느냐에따라스 일업방식이든스 일

다운 방식이든 선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이다. 사용자가 일 성

있는경험을유지할수있는가하는문제는콘텐츠를어

떻게구성하고배치하는가하는문제와귀결되며데스크

톱의 테이블 구성 방식과 달리 다양한 컴포 트와 컨트

롤을 사용하는 모바일 환경의 차이에 해 더 집 하여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일 성 있는 UI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3. 조적 차  태스크  연

멀티디바이스환경에서디바이스간의구조 인차이

를 무시할 순 없다. 표 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비

교해 보자면 모바일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설정에 따라

콘텐츠나기능이제공되며언제어디서든 속이가능한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GPS나 자이로드롭과 같은 기

능들의사용으로다양한 기능을 구 할수 있는등 데스

크톱과는차이가있다. 그 에서도가장큰차이는마우

스의 사용과 터치 제스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차이는사용자경험의연속성을제공하기어려운환경이

다. 사용자는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동일한 기능을 제공

해야사용자 경험이끊이지않고 이어질 수있지만 다른

방식의 태스크는 구조 이고 기능 인 문제라 할 수 있

다. 어떤목표가두개의디바이스사이에서다른행동을

요구한다면, 사용자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디바이스 간

이동을억제받게 된다[4]. 따라서 불가피한상황의다른

행동에 해서는동일한감성의 UI를제공하여디바이스

간의 상 성을 높여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구조 인차이는 있다. 세계 으로사

용되는 OS는 표 으로 Android와 iOS로 구분할수있

다. IDC의 OS 유율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이후

Android의 유율이 85%로 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애 사의아이폰의 매량은 곧세계 1 를 차

지하고있는 만큼 Android와 함께 표 인 OS라 할수

있다.

Fig. 2. Android & iOS Structural difference

Fig. 2에서와 같이 Android와 iOS는 기본 으로 다른

탐색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디바이스 간의 일 성과 연

속성은크게기 하기어렵다. iOS는 바Bar, 뷰Views, 컨

트롤Controls 그리고 Android는 최상 수 뷰, 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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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뷰, 세부 뷰로 구조 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의구성에있어서도 iOS는 주로평면 내비게

이션을구성하는반면 Android는 계층 정보구조를가

지는 차이가 있다. 처음 스마트 폰을 한 경우 버튼을

더블 클릭하듯이 스마트폰의화면 버튼을더블탭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스크 오류의 경험과 같이

구조 , 기술 차이에 의한 연속성은 꾸 한 사용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태스크의연속성은어포던스를통해사용자경험을높여

수 있다. 어포던스는 메타포와 비슷한 은유 역할을

하지만 메타포가 연상을 일으킨다면 어포던스는 행동을

유도하여 행동 유도성이라고 한다. 어포던스는 1997년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이 처음 언 한 단어로 비

직 지각과 직 지각의 으로 외부로 부터의 자극

에 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기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치거나사물자체의존재를그 로받아들인다는견해를

가지고 있다. 도 드 노먼(Donald Norman)은 깁슨의 어

포던스를조 더발 시켜그의 서 ‘디자인과인간심

리’를 통해 지각된 어포던스라는 용어를 언 하 다. 지

각된사물의특성을어떻게사용하느냐를결정하는근본

속성은 행동 유도성에 강력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

다. 이는 축 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련된 상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포던스를 통해 제공괸 정보를 지

각하고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

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보면 오른쪽 방향

을주시하거나오른쪽으로이동하는것처럼구조 인차

이가 있는 환경에서도 한 어포던스로 시각 단서를

제공해 다면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을 방해받지 않을

수있다. 이를통해정보 별을용이하게해주는상 성

과정보로의시선을유도하는가시성을높여 수있다.

2. 시각 기억과 지  연

UI를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 사용자는 여러 감각기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한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시지각에의한 지각순서를 을통해들어온 외부자극

의기본 인이미지를분석한다음 그에 한 의미를 부

여하여 기억하게 된다고 하 다[5]. 형태, 이미지, 색상,

아이콘, 텍스트 등의 시각 조형 요소로 이루어진 UI는

정보의 수용 과정에서 필연 으로 시각 기억을 통한 인

지를 바탕으로 한다. 잘츠만 Zaltman은 기억의 유형을

어떤사건이 일어난장소와상황에따른 일화기억과 말

이나 은유의 의미에 의한 의미기억, 그리고 학습을 통해

획득된 차기억으로구분하 다[6]. 이러한과정은경

험으로 축 되며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와 시스템, 디

바이스, 콘텐츠 간의 인터랙션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7]. 시각 기억과인지의연속성을 해서어포던스는어

떤 것에 한 사용자의 생각을 행동으로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하며그를통해사용자의경험에 한 인지를높

여주는역할을한다[8]. 인지는사용자경험 에서도시

각 기억과 한 연 이 있으며 디자이 와 사용자 간

의 심성모델의일치는 의미의 달에있어쉽게 기억하

게 해주는 심성 모델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일반 으로

경험이 증가하면 시각 기억은 학습과 기억을 진시켜

일화 기억의 단계를 거쳐 의미기억에 의해 시각 기억을

인지하고 이러한 과정을 차기억으로 장하게 된다

[9-10].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새로운 상을

해석하고 구조화 시키고, 내면화된 정신작용은 이미지

사고의 요한결정요소가되는, 즉 과거의체험이조직

화된스키마를활성화하여그스키마안의정보에의해

반응을하게된다[11]. 이 과정에서경험은의미 있는 자

극에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시각 인지 요소의 그루

핑과 동일한 시각 요소의 연결 그리고 형태의 유사성은

시각기억의인지를높여주는역할을하게된다. 멀티디

바이스환경에서 UI의 유사한시지각 입력은친숙하게

받아들여져 정보를 인식하는데 용이하며 축 된 경험은

익숙함을 부여하여 친숙성을 높여주게 된다.

3. 사용  경험  연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연속성은 사용자의 의식과

행동의 흐름을 최 화하여 로우를 형성한다. 마이클

빈Michal Levin(2014)은 한디바이스에서다른디바이

스로경험을 달하는것을연속성으로정의하며사용자

가원하는활동을끝내기까지여러디바이스를사용하며

생기는흐름이라하 다[12, 16]. 닐슨Nileson(1989)은 연

속성이란 일 성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13]. Charles Denis와 Laurent Karsenty(2004)는 연속

성을 지식의 연속성(Knowledge Continuity)과 태스크의

연속성(Task Continuity)으로분류하며데이터의상태와

활동의 맥락 복구를 연속성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 다

[14]. 윤세균은 경험디자인의 원리를 변화, 연속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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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터랙션으로정의하며과거의경험을근거로식별하

고선택하는것이라고하 다[15, 17, 18]. 즉 사용자경험

의 연속성은 메타포에 의한 시지각의 인지 요소를 인식

하고의미를부여하여멀티디바이스간의인터랙션에서

도 동일한 경험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동일한 경험을 구성하기 해서는 시지각 요소

정보의의미와배치를일 성있게요구하게된다. 시지

각 요소의일 성을유지하기 해서는색상이나형태

이미지의 일 성을 요구한다. 비록 디바이스의 해상도

크기에 따라 형태와 이미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구성요소를사용함으로써일 인경험을제공

할수있다. 정보의구성요소에있어서도동일한 이블

을사용하고 한컴포 트와컨트롤러체계를구축하

여 배치의 순서를 유사하게 조작할 수 있다.

4. 실험  계

4.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의 연

속성을 높일수 있는요소를분석하기 해 실험을진행

하 으며 수도권의 학생과 일반인 100명이 참여 하

다. 이들의 연력은 20 에서 40 로 다양하 으며 남녀

성비는 각 남자 55명과 여자 4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가

자들의 멀티 디바이스 환경의 사용자 경험 정도와 사용

빈도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Device Experience Operating time

PC 100 5

Tablet 78 3

Mobile 100 35

Smart watch 32 11

Table 1. multi-device usage frequency

본 연구에서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의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에 한 요인을 추출하기 해 OS의 구조 차이

로 인한 연속성 방해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시각 기억과

인지의 연속성에 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구조 차이

에서는상 성, 가시성, 시각기억과인지의연속성부분

에서는 친숙성,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일

성의요소가연속성을높일수있는의미있는요소로도

출되었다. 따라서 상 성, 가시성, 친숙성, 일 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그 의미에 해 실험자에게 충분

히 설명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연구의 측정은 Spss

Ver 22.0을 사용하여 유의 수 5%로 통계 자료 처리를

하 다. 각 요인은 Table 2와 같다.

factor Contents

Familiarity Efficiency of memory for information

Consistency Identity for information

Correlation Ease of information discrimination

Visibility Guidance with information

Table 2. Continuity of user experience Factor of 

dimension

4.2 분  결과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4개의 연속성 요인들이 사용

자 경험에 미치는 향을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시

행하 다. 친숙성(β=.49, p<.001), 일 성(β=.24, p<.001),

상 성(β=.10, p<.01) 은 사용자경험의연속성에유의미

한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형태, 이미지, 색상, 아

이콘, 텍스트등의시각 조형요소의시각기억에의한

인지의정도를나타내는친숙성은사용자경험의연속성

에서가장 요한요소로나타났다. 동일한경험의구

성을 한 시지각 요소 정보의미와 태스크의 일

성도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을 한 높은 요인으로 채택

되었다. 반면 Table 3에서와같이어포던스로 정보에

한시선을유도하고방향을제시하는가시성은유의미한

향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크로스미디어의

구조 인 차이나 데스크톱 화면의 마우스의 사용과 타

디바이스의터치제스처와같은기능 인차이가원인으

로 사료된다.

factor Average Beta t sig

Familiarity 5.22(1.17) .49 11.12 ***

Consistency 4.87(1.26) .24 6.54 ***

Correlation 4.62(1.25) .10 2.65 **

Visibility 5.13(1.23) .02 .45

* p<.05, ** p<.01, ***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continuity dimension

5. 결론

본 연구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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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높일수있는요인들에 해알아보았다. 우선구

조 차이와태스크의연속성에 해서는크로스미디어

의특성에따른OS의차이와마우스의사용과터치제스

처라는기능 인차이가연속성을방해하는요소로나타

났으며 연속성을 높이기 해서는 메타포와 어포던스로

시각단서를제공해상 성과가시성을높여주어야한다.

시각기억과인지의연속성부분에서는시지각 요소의

동일성과 유사성으로 익숙함을 부여하여 친숙성의 요인

이연속성과 한 련이있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

으로사용자경험의연속성을 해서는시지각 요소는

물론 정보의 의미와 배치의 일 성이 사용자 경험의 연

속성을 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사용자경험의연속성차원의친숙성, 일 성, 상

성, 가시성의요인으로회귀 분석을실시한결과 친숙성,

일 성, 상 성은 유의미한 향 요인인 반면 가시성은

연속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최근의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자 경

험의 일 되고 동일한 경험 구성을 한 연속성 차원의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디바이스 간의 콘텐츠를 구성함에

있어 도움이될 것으로 사료되며추후각요인별사례분

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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