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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의 엄청난 증가와 함께 해외여행 트 드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원인에는 여행사가 정보를 독

했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여행 정보를 찾아 DIY로 여행

을 비하는 ‘TIY(Travel It Yourself)’가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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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항공권 매 서비스 스카이스캐 앱을 심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에 해 연구하고,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항공권 매 서비스의

황과 특정 연령에서 사용성이 부족한 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습이 용이하고 편리한 조작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오류 시 처방안을 제공해

야 한다. 이 연구는 주요 온라인 항공권 매 서비스인 스카이스캐 를 통해 항공권 매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 삼아 후속 연구에는 도출된 인사이트를 용하여 화면 디자인과 정보구조 개선,

실버세 를 한 스카이스캐 실버 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용하는 등 다양한 련 연구가 뒤따를 것을 기 한다.

주제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공권, 매 시스템, 애 리 이션,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user’s use of services, focusing on 

Skyscanner app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o provide better user experience. The service described in this paper 

is complicated in booking ticket and deficient its usability at a certain age. As a result, three point of improvement 

is derived. Provide clear information and countermeasures. And make operating procedure be convenient to lear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ticket reservation services through Skyscanner, a major 

online ticket reservation service. In the follow-up study, I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various business 

models improve its system such as UI design, improvement of information structure, and Skyscanner for silver 

generation.

Key Words : User Interface, Airline Ticket, Reservation System, Application,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Seung-In Kim (r2d2kim@naver.com)

Received December 19,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2, pp. 195-200,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2.195



한 합학 논 지 제10  제2196

사를 통한 패키지여행(37.5%)은 년 비 어든 반면,

개별 자유여행(40.4%)의 비 은 늘어났다[1]. 천편일률

인 패키지 상품에서 자신이 직 테마와 코스를 짜서

‘맞춤형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여행이 뜨고 있다[2].

그뿐만 아니라, SBS의 ‘꽃놀이패’, KBS의 ‘배틀트립’, ‘수

상한휴가’ 등 TV 로그램에서도자유여행을 떠나는 여

행 능이 세다.

항공권의 가격이 곧 여행 체 비용을 결정하기에 소

비자들은 보다 합리 인 항공권을 찾고자 한다. 인터넷

을 이용한 항공권 검색이 보편화되면서 가격과 일정을

스스로 조회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조건의

항공권을 찾기 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세계 항공권 가격을한 번에 비교해서보여주는

로벌 항공권 가격비교 사이트도 많이 생겨났다. 본 연구

의 스카이 스캐 도 주요 사이트 하나로, 세계 수

백만건의 항공권을몇 만에 분석해 가장 렴한 순으

로 볼 수 있고, 일정별 여행지 큐 이 등의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항공권 검색 결과에서 날

짜, 경유, 출발·도착 공항, 지의 시각, 총 비행시간, 가

격 등 수백 건의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며 탐색하는 것

은 여 히 사용자의 몫이다[3].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 안

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항공권을 검색해 결제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용

률은 차 증가하는 것에 반해 항공권 매 서비스에

한 논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카이 스캐 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연구 가치를 둔다.

2. 론적 경

2.1 항공  전

무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자상거래를 통한 구

매와 유통이 폭발 으로 증가하여 모든항공권은 종이에

서 자로 체되었다. 이를 통해 항공권 매 서비스 시

장이 본격 으로 활성화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항공 시장의 첫 번째 변화는 소비자 심의 유통채

이 형성된 것이다. 항공권을 비롯해 여행 상품의 가격

과 거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주의 시장 구도를 형성

하 다[4].

두 번째 변화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다. 자화된 항공

권은 발행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컴퓨터상

에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고 항공권 변경 재발 ,

탑승 수속, 항공사 간 정산 등 반 인업무 차가 편리

해졌다[5]. 항공사들은 자항공권을 이용해 집에서 출력

한 탑승권으로 바로 탑승이 가능한 국내선 One-Pass 서

비스를 포함해 모바일 체크인, 셀 체크인을 통한 빠른

수속 등 고객의 만족을 하고 있다[6].

2.2 항공  매 비스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항공권 매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항공사 공식 사이트, 온라인 약 에이 시,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로 나 수 있다.

2.2.1 항공사 공식 사 트

항공사 공식 사이트로, 우리가흔히알고있는국 항

공사를 말한다. 국내에는 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있다. 주로 장거리 노선을 취항하며 반 인 서비스가

매우 좋은 편이다. 항공권 약 매, 여행 정보, 여행

상품, 서비스 안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출발 3개월

부터 기존 액보다 렴한 특가항공권을 선보이며 가

까운 곳으로 여행 갈 때는 형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보다 국내 가 항공사(Low Cost Carrier)를 이

용하는 것이 경제 이다[7].

2.2.2 라  약 에 전시(OTA)

사용자가 검색한 항공사의 티켓 정보를 매하는

간 랫폼이다[8]. 의 항공사 공식 사이트를 제외하고,

실제 항공권을 구매하기 해 이용하는 결제사이트이다.

국내에는 표 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 크, 옥

션, 와이페이모어 등이 있다[9]. 카드사 혜택이나 시즌별

이벤트와 같이 항공사에 공시된 가격보다 할인된 항공권

도 꽤 있다.

2.2.3 가격 비  사 트 

해외여행 경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 항목이항공

권인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사이

트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10]. 구 라이트, 카약, 익

스피디아, 그리고 스카이 스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항공사 공식 사이트들과 온라인 약 에이 시

(OTA)들이 매하는 항공권을 검색해 한곳에 모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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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사이트에서 실제항공권을 구매할 시에 OTA 사

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비교의기능만 수행한

다. 더합리 인 항공편을 매할 수있도록 날짜별 매트

릭스(설정한 출·도착 날짜를 포함해앞뒤 3일 치 값을 조

합해 표로 나타낸 방식)와 항공사별, 경유 시간별 등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한다[11].

2.3 사용  평가

본 연구는 항공권 매 서비스 스카이스캐 의 사

용성연구를 해 스티 크룩의 사용성 평가 요인 다

섯 가지의 핵심요소를 알아보았다[12].

Learning
usability

Clear information

Easy-to-reme
mber

- Easy-to-understand menu configuration and
hierarchy

- Consistent name, information, structure, and
presentation

- Provides help for convenient use of the system
- Expressions and locations of highly readable
functions

Validity
Understanding convenient operation processes
and system progress

Efficiency

- Easy-to-learn how to do it
- Appropriate feedback on current status
- Provides a variety of ways to directly adjust
the comfort of your environment

Interesting Error tolerance and response

Table 1. Principles for assessing the usability of 

Steve Krug

3. 연  경  분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항공권의 자

화에 해 알아본후, 항공권 매 서비스의 유형을 악

했다. 한, 사용성 평가요소에 해서도알아보았다. 이

어서 주요 항공권 매 서비스 하나인 스카이 스캐

의 황과 이어 모바일 애 리 이션 사용성 평가를 통

해 기존 서비스의 이용 상태를 알아보고, 심층 면 법을

통해 깊이 있게 고찰하 다.

3.1 스카  스캐너 용   정 기

애 리 이션 분석 사이트인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

년 6월 항공권 약 앱 사용자 동향에서 스카이스캐 가

체 사용자 265만 명 64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동종 업계 앱 가장 사용 순 가 높았다.

Fig. 1. App User Trends (2018. 6)

Fig. 2. Usage pattern analysis

Fig 2를통해 항공권 약앱의 사용 패턴에서도연령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었다. 스카이스캐 는 20, 30

가 많이 사용하며, 체 평균 사용 시간보다도 더 자주

속하여 이용률이 높다. 이에 비해 여행사 앱인 모두투

어는 40, 50 가 더 많이 사용하며, 한 번이라도 꼭 속

한다[13].

선정된 서비스인 스카이스캐 는 가장 사용자 수가

많다는 , 그리고 다른 여행사나 항공사공식 앱에 비해

20, 30 의 사용률이 높다는 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

하 다.

3.2 사용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항공권 매 서비스 스카이스캐

의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불편을 악하

고 개선 을찾아내는 것이 목 이다. 평가 범 는출, 도

착지 선택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항공권 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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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이다. 이를 다음 Table 2에 정리하 다.

Subject Skyscanner

Evaluation
Period

2018.10.16 ~ 2018.11.20

Time Total 30 minutes per panel

Group 8 users from 20s to 50s

Scope

1. Selection of departure, arrival date and
country

2. Set up filters (via, total flight time, airline)
3. Payment after pricing

Device iPhone 6s (iOS 12.1)

Table 2. Usability Test Overview

Fig. 3. Test screen

본 연구의 사용성 테스트는 스티 크룩(Steve Krug)

의 사용성 평가[14]에서 복된 항목과 유사한 표 이나

용어는 삭제하고, 본 연구의 평가요인에 합하게 재구

성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 다.

Clear information

- Easy-to-understand menu configuration and hierarchy
- Consistent name, information, structure, and presentation
- Provides help for convenient use of the system
- Expressions and locations of highly readable functions

Understanding convenient operation processes and system
progress

- Easy-to-learn how to do it
- Appropriate feedback on current status
- Provides a variety of ways to directly adjust the comfort of your
environment

Error tolerance and response

- Degree of freedom of modification and cancellation
- Provide easy-to-understand and accurate error messages
- Provide specific explanation for error recovery

Table 3. The result of Exploration for UI Usability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성 테스

트를 진행하 다. 사용자는 작업을 수행하며 진행자와

자유롭게 화를 나 었고, 실험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3.2.1 연  참가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의 연구에 따르면[15] 사

용자 경험 연구의 실험에 있어 5명의 실험자를 확보할

시, 그 실험은 유효한 결 값을 가질 수 있다.

Fig. 4. Jakob Nielsen's Curve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실험과 인터뷰를 해 20

부터 50 에 이르기까지 항공권 매 경험이 있는 연령

의 사용자를 다음 Table 4에 정리하 다.

Interviewee Age Characteristics

A 24 iPhone 6years Used

B 25 iPhone 7years Used

C 28 Android 8years Used

D 37 Android 4years, iPhone 8 years Used

E 47 Android 7 years Used

F 55 Android 8 years Used

G 52
Android 5 years, iPhone 3 years
Used

H 53
Android 5 years, iPhone 4 years
Used

Table 4.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3.2.2 실험 결과  분

다양한 에서의 서비스 사용 평가를 도출하기

해 사용성 평가와 심층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그 결

과 20, 30 와 40, 50 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 경험이 각

각 다름을 악할 수 있었다. 앞서 사용자들은 모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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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항공권 매경험이있었다. 20, 30 는모두 모바

일로 항공권을 매하 으며, 검색 결과 내의 반 인

메뉴의 구성 요소와 정보 계층 구조를 손쉽게 악하고

있었다. 세계 항공권을 모아 보여주는해당 서비스 특

성상, 스크롤이 긴 형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빨리 읽어

내어 조건별 비교가 가능했으며 반 인시스템에 한

이해가 빨랐다.

40, 50 는 실험 부분의 매 경험이 여행사나 홈

쇼핑을 통해 상담원과 화로 결제를 진행되었다. 모바

일 매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가 익숙하지 않아 꼼꼼히

읽고 신 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 다. 한, 그 단계

로 돌아가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경

유나 최 가와 같은 조건 설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었다. 해당 서비스의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 Table 5에 정리하 다.

Clear information

- Easy-to-understand menu configuration and hierarchy
- Consistent name, information, structure, and presentation
- Provides help for convenient use of the system
- Expressions and locations of highly readable functions

Understanding convenient operation processes and system
progress

- Easy-to-learn how to do it
- Appropriate feedback on current status
- Provides a variety of ways to directly adjust the comfort of your
environment

Error tolerance and response

- Degree of freedom of modification and cancellation
- Provide easy-to-understand and accurate error messages
- Provide specific explanation for error recovery

Table 5. Skyscanner Service Usability Test

4. 결과

40, 50 의 경우 출, 도착지 설정에서 나라별 공항의

약어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느 다. 각 단계

가 정확하게 실행되어 재 합리 인 조건의 항공권을

찾는 인지 피드백과 도움말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검

색 결과 화면내 자 크기가 작고스크롤이 길어정보를

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격비교 후 결제

단계에서 연결된 사이트가 외국항공사일 경우 어로 표

기될 때 거부감을 느 으며, 국내 항공사나 여행사에 비

해 신뢰도가 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이 단계에서 카

드를 등록하고 결제하여 메일로E-Ticket을 받는 과정에

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항공권 매 서비스의 황과

특정 연령에서 사용성이 부족한 에 주목해살펴보았다.

사용성 테스트를 해 사용성 이론을 알아보고, 실험에

활용하 다. 실험 결과 20, 30 는모바일운용 능력이 비

교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 인 단계에서 어려움

이 없었으며, 서비스 내에서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얻길 기 했다. 한 자신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를 비해 원하는 조건의 항공권이 나올 시 알림

기능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40, 50 사용자들의 결과에

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첫째,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색 결과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버튼을 를 시 어떤 단계로 이동

하는지 정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조건의 항공

권이 아닐 시, 새롭게 필터를 용할 수 있게 도움말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이 용이하고 편리한 조작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진행 상황의 이해를 도울 수있도

록 상태의 정보 표시가 필요하다.

셋째, 오류시 처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수정과 취소

가 쉽고, 언제든지 단계로 돌아갈 수있도록 간결하고

일 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카이스캐 의 사용 경험에 한 연

구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연구 가치를 둔다. 하지만 구체 인 설계를 통한개선

방안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

로 이 연구를 바탕 삼아 후속 연구에는 도출된 인사이트

를 용하여 화면 디자인과 정보구조 개선, 실버세 를

한 스카이스캐 실버 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에 용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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