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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mart Safety Living Lab is a Living Lab facility, constructed and operated by KITECH in Korea, 

to support the user experience(UX) evaluation, planning and certification of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UX evaluation methodology that accommod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Lab and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UX evaluation in 

the Smart Safety Living Lab.

Methods: A generic model of UX evaluation was first derived based on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Then, 

the generic model is revised to accommod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Safety Living Lab and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resulting in the UX Evaluation Methodology for Smart Safety Living Lab 

(SSLL-UXEM). 

Results: The developed SSLL-UXEM consists of a structured process for UX evaluation, a guideline for con-

ducting each step of the process, and a set of forms for recording the major evaluation results in each step. 

Conclusion: SSLL-UXEM can help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UX evaluation process and the consistency 

of the UX evaluation results. SSLL-UXEM is also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UX evaluation in various 

living lab environ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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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최근 실생활 

환경으로 실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의 테스트에서는 실생활 환경에서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이슈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생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실험,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리빙랩이란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실생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를 생성하고 프로토타이핑하며 테스트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현실 공간을 의미한다(Leminen et al., 2012). 스마트안

전 리빙랩(Smart Safety Living Lab)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리빙랩 시설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의 기획, 사용자경험 평가, 융합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본 리빙랩에서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란 지능형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잠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사용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이하 UX) 평가는 본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UX는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며 겪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ISO 9241-210, 2019). 

UX는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도와 시장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UX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Hassenzahl and Tractinsky, 2006; Kaasinen et al., 2015). 현재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환경과 평가 대상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Dong and Liu, 2018). 그러나 리빙랩 환경의 특수성이나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

한 UX 평가 방법론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리빙랩에서는 실생활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제

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를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는 지능형 첨단 기술(예. ICT, 

IoT, GPS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예. 착용자의 생체 상태 및 행동 변화

를 파악하여 위험에 대처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UX 평가 방법론들은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안전 리빙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UX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리빙랩과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UX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리빙랩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안전 리빙랩을 소개한다. 또한 기존의 대표적인 UX 

평가 방법론들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2.1 리빙랩(Living Lab)

리빙랩은 2004년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William Mitchell 교수에 의해 처음 제

시된 개념이다. 그는 스마트/미래형 주거 공간(Smart/Future Home)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관찰

할 때 해당 연구 공간을 ‘사람이 생활하는 실험실(Live-in/Living Laboratory)’이라고 표현하였다 (Bergvall- 

Kåreborn et al., 2009). 이후, 유럽 및 전 세계 리빙랩의 국제 연합인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이하 ENoLL)가 구축되며 리빙랩이라는 개념은 공고화 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리빙랩이 ‘살아있



Choi et al. : Development of a User Experience Evaluation Methodology for Smart Safety Living Lab  129

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혁신 공간 및 플랫폼을 뜻하는 확장된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리빙랩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Lynch and O’Toole (2009)은 리빙랩을 “새로운 제품, 서비

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 평가하는 데 사용자를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방법론”이라

고 정의하였다. 또한 Leminen et al. (2012)은 리빙랩을 “사용자, 기업,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협력하여 실생활 환경에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프로토타이핑하며 테스트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ENoLL에서는 리빙랩을 “체계적인 사용자 참여형 접근법에 기반하

여 실생활 환경에서 연구와 혁신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정의하였다(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2021). 2004년에는 리빙랩이 특정 실험 공간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단순히 연구자들의 

관찰 대상으로 리빙랩에 참여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사용자가 실생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

며 ICT 인프라를 활용해 직접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리빙랩에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생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점이 리빙랩 접근 방식의 특징이며,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방식과의 차별점이다.

2.2 스마트안전 리빙랩(Smart Safety Living Lab)

스마트안전 리빙랩은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UX 평가, 융합 인증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Kim 

et al., 2020). 스마트안전 리빙랩의 명칭에서 “스마트”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연결되고 지능화된 상태를 의

미하고, “안전”은 위험 요인이 없거나 잠재 위험을 예방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리빙랩에서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란 지능형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잠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

거나 사용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안전 리빙랩은 유사공간, 가상공간, 실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 ‘안전’에 특화된 UX 평가

를 위해 두 개의 리빙랩 시설을 구축하였다. 산업안전 리빙랩은 산업환경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를 평가하기 위해 제조 공장(실제공간)과 VR Cave 기반의 평가 시설(가상공간)을 갖추고 있다. 생활안전 리빙랩은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유아원, 호텔, 요양원, 카페와 유사하게 

구축한 평가 시설(유사공간)과 Multiscreen VR 기반의 평가 시설(가상공간)을 갖추고 있다. 본 리빙랩 시설들은 다

양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예. 시선 추적기, 무선보행분석시스템, 동

작분석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2.3 UX 평가 방법론

UX 평가 방법론이란 제품 및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UX를 평가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UX 평가 방법론은 제품 및 서비스가 올바르게 개발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ajeshkumar et al., 2013). 현재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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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isting UX evaluation methodologies 

UX evalu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purpose Component Limitation Reference

Emocard

To evaluate user's 

emotions when 

interacting with products 

and services

ㆍEmocard 

ㆍProcess
ㆍLack of guideline Desmet et al., 2001

SUXES

To evaluate user's 

pre-expectation and 

post-experience of 

mobile applications

ㆍProcess

ㆍGuideline

ㆍQuestionnaire

ㆍLimited in mobile 

applications
Turunen et al., 2009

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UEQ)

To evaluate the UX of 

interactive products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ㆍQuestionnaire 

ㆍAnalysis tool

ㆍLimited in 

interactive 

products

ㆍLack of process

ㆍLack of guideline

Laugwitz et al., 2008; 

Schrepp, 2015

Userbility

To evaluate the UX of 

mobile applications and 

mobile devices

ㆍProcess

ㆍQuestionnaire 

ㆍLimited in mobile 

applications and 

mobile devices

ㆍLack of guideline

Nascimento et al., 

2016

UX evaluation 

system for 

home appliance

To support the UX design 

and evaluate the UX of 

home appliances 

ㆍUX design principle

ㆍQuestionnaire

ㆍEvaluation result 

recording system

ㆍAnalysis tool

ㆍLimited in home 

appliances

ㆍLack of process

Park et al., 2018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UX 평가 방법론들은 설문 항목,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

론들은 스마트안전 리빙랩 환경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리빙랩에서는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UX 평가 방법론들에는 이해관계자

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 및 도구가 부재하다. 둘째, 기존의 UX 평가 방법론들은 스마

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안전 리빙랩 환경에서 UX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UX 평가 방법론에서는 UX 평가 과정을 세분화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UX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UX 평가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과 프로세스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UX 평가 수행 결과를 일관성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록 양식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UX 평가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UX 평가자가 리빙랩 환경에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체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평가하고, UX 평가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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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안전 리빙랩 환경에서의 UX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본 절에서는 스마트안전 리빙랩 환경에서의 UX 평가를 위한 방법론(User Experience Evaluation Methodology 

for Smart Safety Living Lab: 이하 SSLL-UXEM)의 개념과 개발 방법을 설명한다. 이후 방법론 개발에 필요한 자

료 조사 결과를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SSLL-UXEM을 설명한다.

3.1 개념 및 개발 방법 

SSLL-UXEM은 스마트안전 리빙랩에서 UX 평가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 및 도구이다. 본 방법론은 평가 환경인 스마트안전 리빙랩과 평가 대상인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SSLL-UXEM은 UX 평가 프로세스,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UX 평가 프로세스란 UX 평가자가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 시 거쳐야 할 순차적인 흐름이다.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란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

스의 UX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수행 지침이다.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은 UX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 및 서비

스를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는 양식이다. 

SSLL-UXEM을 개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기존 리빙랩 프로세스 관련 문헌,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문헌,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관련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 ‘리빙랩’에 특화된 SSLL-UXEM을 개발하였다. 

3.2 SSLL-UXEM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 

3.2.1 기존 리빙랩 프로세스 관련 문헌 조사

본 연구에서는 SSLL-UXEM의 UX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기존 리빙랩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헌과 리빙랩 웹사이트를 검토하였다. Google Scholar에서 ‘Living Lab methodology, Living Lab method, Living 

Lab process, Living Lab tool, Living Lab case study’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94개 문헌을 수집하였다. 또한, 

ENoLL에 가입된 169개 리빙랩의 웹사이트 리스트를 수집하였다. 이후 94개 문헌과 169개 웹사이트를 대조하여 중

복된 리빙랩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리빙랩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는 22개 리빙랩을 선별하였다. 

조사한 22개 리빙랩의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리빙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Figure 1). 일반적인 리빙랩 프로세스는 8가지 핵심 단계(계획 → 탐색 → 프로토타이핑 → 구현 → 실험 → 평가→ 

확산 → 행동/의사결정)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Planning) 단계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탐

색하여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탐색(Exploration)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컨셉을 설계한다.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컨

셉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구현(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실생활 환경에 구현하여 사용

자 피드백을 수집한다. 실험(Experimentation)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후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평가 목적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확산(Dissemination) 단계에서는 리빙랩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확산한다. 마지

막으로 행동/의사결정(Act/Decision) 단계에서는 리빙랩 결과물에 대한 향후 활동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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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ric Living Lab process

본 연구에서는 8단계의 일반적인 리빙랩 프로세스로부터 SSLL-UXEM의 UX 평가 상황을 감안하여 계획

(Planning), 탐색(Exploration), 구현(Implementation), 실험(Experimentation), 평가(Evaluation), 확산

(Dissemination)의 6단계를 추출하여 UX 평가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단계는 스마트

안전 리빙랩에서 UX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업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UX 평가를 의뢰하

기 때문에 UX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외하였다. 행동/의사결정(Act/Decision) 단계는 UX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업체의 의사결정 단계이므로 UX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외하였다.

3.2.2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문헌 조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Google Scholar에서 ‘Smart Personal Protect Equipment(SPP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smart safety, smart healthcare’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20개 문헌을 수집하였다. 문헌 

리뷰를 통해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지면 관계상 도출된 

특징 중 피실험자, 실험 장비, 실험 공간, 실험 자료, 실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개발 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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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iderations for UX evaluation of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Task Consideration Reference

Subject 

selection

Select subjects who have experiences in using smart functions 
and the internet (because the subjects' ability to access and 
use information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s)

Jakobi et al., 2017; 
Winckler et al., 2016; 
Vaziri et al., 2016

Select subjects who have experiences in using smart devices 
(because subjects unfamiliar with using smart devices may 
experience difficulties)

Winckler et al., 2016

Select both novices and experts as subjects (because feedback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s' level of 
experience)

Jang et al., 2014

Select subjects with normal physical and cognitive levels 
(because physical and cognitive level of subjects can affect the 
result of experiment)

Jang et al., 2014;
Nawaz et al., 2014

Select subjects who live close to the experiment site 
considering the travelling cost and time (because the 
experiment may be prolonged in a Living Lab environment)

Jakobi et al., 2017;
Wu et al., 2014;
Winckler et al., 2016

Experimental 

equipment 

selection

Use devices or sensors that can detect changes in a subjects’ 
state (because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are highly 
relevant to physical and cognitive activities)

Amidon et al., 2017;
Chae et al., 2017;

Experimental 

space design

Design the experimental space with hazards that occur in 
real-world environments (becaus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at smart safety-related features work well even if in 
emergency situations (e.g., fire))

Amidon et al., 2017;
Parker et al., 2017

Design the experimental space in such a way that the 
behaviors of subjects can be observed (because there exists a 
risk of accidents due to physical activities required for the 
experiment)

Jakobi et al., 2017;
Wu et al., 2014;

Experimental 

material design

Check that the questionnaire is written in an understandable 
way (because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target 
children and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safety)

Vaziri et al., 2016

Design experimental materials that reflect the language, 
environment, and process used in real-world environment 
(because it is important to provide realistic environment)

Jang et al., 2014

Experiment

implementation

Conduct a safety check before implementing an experiment to 
prevent accidents (because there exists a risk of accidents due 
to physical activities required for the experiment)

Nawaz et al., 2014; 
Vaziri et al., 2016

Provide a training session to familiarize subject with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because subjects have to adapt 
to smart functions in a short time)

Wu et al., 2014;
Vazir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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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관련 자료 조사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리뷰하였다. Google Scholar에서 

(Living Lab, UX evaluation, Data analysis)와 (Guideline, Checklist, Method)를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12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문서로부터 UX 평가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UX 평가 단계 별로 점검

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벤치마킹 항목을 도출하였다. UX 평가 프로세스의 각 Task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문헌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이하 UCD) 방법론을 사용

하고 있었다(Nesterova and Quak, 2015). 리빙랩 또한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UCD 방법론 중에 보편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지면 관계상 도출된 벤치마킹 항목 중 피실험자, 실험 장비, 실험 공간과 

관련된 벤치마킹 항목을 발췌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벤치마킹 항목들은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

스트 개발 시 반영하였다. 

Table 3. Benchmarking items for participant, laboratory equipment, and laboratory space

Task Category Benchmarking item Reference

Subject 
selection

Tool

ㆍBrainstorming

ㆍPersona research

ㆍValue network modeling

ㆍStakeholder analysis

Ståhlbröst and Holst, 2012; 
Nesterova and Quak, 2015

Checklist

ㆍHave you set the characteristics for subject 

recruitment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ㆍHave you set the number of subjects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Ståhlbröst and Holst, 2012; 
Hartson and Pyla, 2015

Experimental 
equipment 
selection

Tool ㆍBodystorming
Ståhlbröst and Holst, 2012;
Kim et al., 2015

Checklist
ㆍHave you selected the experimental equipment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Ståhlbröst and Holst, 2012

Experimental 
material 
design

Tool ㆍBodystorming
Ståhlbröst and Holst, 2012;
Kim et al., 2015

Checklist

ㆍHave you selected an experimental spac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ㆍHave you designed the experimental space 

considering the context in which subjects will 

perform the experiment?

Ståhlbröst and Holst, 2012

3.3 SSLL-UXEM

3.2절에 서술된 기존의 관련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환경인 스마트안전 리빙랩과 평가 대상인 스마트안

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SSLL-UXEM을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SSLL-UXEM의 세 가지 요소인 UX 

평가 프로세스,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을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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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UX 평가 프로세스

UX 평가 프로세스란 UX 평가자가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 시 거쳐야 할 순차적인 흐름이다. 본 

프로세스는 UX를 평가하는 개괄적인 흐름인 5개의 Phase, 각 Phase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19개의 

Step, 각 Step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57개의 Task로 구성되어 있다. Stage-Gate Process(Cooper, 

2008) 개념을 도입하여, 각 Phase의 마지막에는 해당 Phase의 수행 적절성을 평가하는 Gate를 배치하였다(Figure 

2). Stage-Gate Process에서 Stage는 R&D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본 프로세스에서는 Phase에 해당한

다. UX 평가자는 각 Gate의 평가 기준(Table 4)에 따라 현재 Phase를 평가한 후 다음 Phase로 이동, 현 Phase의 

수행 결과 수정, 현 Phase의 재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본 프로세스는 UX 평가자가 Phase 별로 수행해야 할 Step과 

Task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Phase 1. 평가 계획

본 Phase에서는 평가 대상 품목의 장치와 기능, 타겟 사용자에 대해 조사한 후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UX 평가 

요구사항을 청취한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UX 평가 요구사항의 수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이후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UX 평가 주제 대안을 도출하고 리빙랩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UX 평가 주제를 선정

한다. 평가 주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Step 별 소요 시간을 산정한 후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Figure 2. UX evalu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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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ate review criteria

Evaluation gate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ontent

Common1
Checklist confirmation Have you checked all items in the checklist?

UX evaluation result 
recording form creation

Have you filled out the UX evaluation result recording 
form completely?

Gate 12 Stakeholder agreement
Have you derived an evaluation plan that all 
stakeholder agree on?

Gate 22

Experiment parameter 
selection

Have you chosen the necessary parameter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Experiment design 
feasibility

Have you established a feasible experimental design?

Gate 32
Experimental design 

compliance
Have you conducted th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design?

Data acquisition Have you obtain the data you need for analysis?

Gate 42
Analysis plan compliance

Have you carried out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plan?

Evaluation purpose 
achievement

Have you achieved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by 
analyzing the experimental result?

Gate 52 Report understandability Have you created a report that is easy to understand?

1: 이분척도(예/아니오)

2: 5점 척도(5점(수정사항 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 4점 (우선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차후 사례연구에서 미흡한 부분 수정), 

3점(우선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차후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 수정), 2점(수정 후 다음 단계를 진행), 1점(현 단계 다시 수행))

(2) Phase 2. 실험 설계

본 Phase에서는 리빙랩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다. 먼저, 실험 주제에 적합한 

실험 장비를 선정하고 실험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실험 환경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실험 주제에 적합한 피실

험자 기준과 실험 태스크, 실험 수행 절차를 선정하여 실험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그리고 실험 주제에 적합한 데이터 

항목(예. UX 평가 항목 등)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가 완료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RB 승인을 취

득한다. 

(3) Phase 3. 실험 수행

본 Phase에서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실험자 모집, 실험 공간 구축, 실험 진행 자료 제작 등의 준비 활동을 

수행한다. 실험 준비가 완료되면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기존의 실험 설계를 보완한

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보완된 실험 설계에 따라 본실험을 수행한 후 본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 상태를 검토하고 

실험 이슈사항 및 추가 실험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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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ase 4. 실험 결과 분석

본 Phase에서는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한 후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 

결과를 도출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UX 평가 결론과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5) Phase 5. 평가 결과 공유

본 Phase에서는 Phase 1. – Phase 4.의 수행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업체 

및 리빙랩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추가 UX 평가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 시 리빙랩 워크샵 또는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3.3.2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란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수행 지침서이다. 

각 Task에 대한 설명, 수행 방법,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여 Step 단위로 통합된 문서를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는 UX 

평가자에게 각 Task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UX 평가 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Task 

수행 결과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UX 평가 결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Task의 설명 란에는 UX 평가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기술하였다. 수행 방법 란에서는 개요, 고려사항, 도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수행 방법 하위의 개요 란에는 UX 평가자가 수행하는 상세 활동(Sub-task)을 기술하였다. 

고려사항 란에는 Task를 수행할 때 참고할 만한 선택적인 권고사항을 기술하였다. 도구 란에는 Task 수행 시 활용

할 수 있는 수단 및 툴킷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란에는 각 Task를 수행한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질문 사항을 기술하였다. UX 평가 수행방법 및 체크리스트의 고려사항을 참고할 때에는 UX 평가자가 해당 실험의 

목적과 상황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실험 공간, 실험 기간, 피실험자 

등 여러 요소가 UX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UX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Table 5에서 Task 2.2.2. 피실험자 선정 계획을 수행하는 UX 평가자는 수행 방법 개요를 참고하여 

해당 Task에서 수행해야 하는 상세 활동을 확인한다. 피실험자의 조건과 인원을 선정하기 위해 ‘초보자(Novice)와 

전문가(Expert) 두 그룹을 함께 피실험자로 선정함’과 같은 수행 방법 하위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피실험자 선정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페르소나 연구 등을 사용해 피실험자 선정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유

의미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험 목적에 부합하는 피실험자 모집 조건을 설정하였는가?’와 같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여 적절한 피실험자 모집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Task 2.2.2. Subject select planning

Explanation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subjects who will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 
within the period

Guideline

Summary
ㆍDiscussion with Living Lab stakeholders to select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 gender, age, occupation, etc.) and the number of subjects

Consideration

ㆍSelect both novices and experts as subjects (because feedback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s' level of experience)

ㆍMaximiz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minimiz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within groups (because experimental results may 

Table 5. Example of UX evaluation method and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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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은 각 Task 별로 기록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양식이다(Figure 3). 본 양식은 UX 

평가자가 Task 수행 결과를 기록할 때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위험을 줄이고, 일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X 평가자의 기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다형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항목과 서술형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을 나누어 기록 항목의 특성이 반영된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을 개발하였다.

Figure 3. Example of forms for recording the major evaluation results

Task 2.2.2. Subject select planning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between group and within group)

ㆍSelect subjects who have experiences in using smart functions and the internet 

(because the subjects' ability to access and use information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s)

ㆍSelect subjects with normal physical and cognitive levels (because physical and 

cognitive level of subjects can affect the result of experiment)

Tool

ㆍBrainstorming: A way to create more ideas by freely sharing and utilizing the 

ideas of stakeholders

ㆍPersona research: A way to establish a fictional person that represent the types 

of user of products and services

ㆍValue network modeling: A way to analyze the business within the value chain 

and derive a core group of activities

ㆍStakeholder analysis: A way to identify the stakeholder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 persons

Checklist
ㆍHave you set the characteristics for subject recruitment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ㆍHave you set the number of subjects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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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igure 3과 같이 Step 1.1. 평가 대상 품목 조사에서 Task 1.1.1. 제품 및 서비스 조사를 수행하는 UX 

평가자는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의 해당 스마트안전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 목적,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 평가 대상 

장치 등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기입한다. Task 1.1.2. 타겟 사용자 및 사용 정황 조사를 수행한 후 타겟 사

용자가 어떤 정황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기입한다. 마지막으로 Task 1.1.3. 국내외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 조사를 수행한 후 규제사항과 해당 규제사항의 활용 방안을 기입한다. 

4. 토 의

SSLL-UXEM은 기존의 UX 평가 방법론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 안전, 리빙랩에 특화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Table 6). 첫째, UX 평가 프로세스(Figure 2)의 Phase, Step, Task를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

련이 깊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리빙랩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UX 평가 프로세스의 Task 1.3.3. 최종 평가 주제 선정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UX 평가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둘째,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UX 평가자에게 스마트

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할 때에는 스마트 기능과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피실험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참고하여 

Task 2.2.2. 피실험자 선정 계획에서 피실험자 모집 조건을 설정한다면 피실험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속도와 스마

트 기기 이용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UX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 시 고려해

야 하는 사항들은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Table 5)의 고려사항 란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Task 2.3.3. 

수집 데이터 상세 항목 선정에서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 UX를 평가하기 위해 UX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이 

때 스마트, 안전의 성격을 띠는 스마트안전 UX 요소 모형을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Table 5)의 도구 란

에서 제공한다. 스마트안전 UX 요소 모형은 스마트, 안전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인 UX 평가 항목(예. 직관성) 

뿐만 아니라 스마트(예. 자동성), 안전(예. 안전함)에 특화된 UX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다. UX 평가자는 스마트안전 

UX 요소 모형을 활용해 Task 2.3.3. 수집 데이터 상세 항목 선정에서 평가 대상 품목과 관련된 UX 평가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프로세스, 고려사항, 도구에 스마트, 안전, 리빙랩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Component
Specialized parts for smart, safety, 

and Living Lab
Example

UX evaluation 

process

Configure Phase, Step, and Task 
related to the activities performed in 
the Living Lab

In Task 1.3.3, there is a process for 
securing stakeholders' cooperation 
and agreement.

UX 

evaluation 

method and 

checklist

Consideration
Reflect the consideration in UX 
evaluation of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In Task 2.2.2, subjects with 
experience in using smart functions 
and the internet are selected.

Tool
Provide too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and safety

In Task 2.3.3, the UX evaluation 
items related to the smart safety 
products and services are derived 
using the UX element model.

Table 6. Specialized parts for smart, safety, and Liv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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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SSLL-UEXM은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다. 첫째, SSLL-UXEM은 UX 평가 과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Phase 별 Gate의 평가 기준과 Task 별 체크리스트 항목은 UX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리빙랩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지원한다. 따라서 UX 평가자는 발견된 문제를 리빙랩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정 및 보완하

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UX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SSLL-UXEM에서 제공하는 Task 별 UX 평가 수

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는 UX 평가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UX 평가자는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

가 시 고려해야 할 특징들을 반영한 지침서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각 Task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SSLL-UXEM은 

UX 평가 결과 기록의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UX 평가 결과 기록의 일관성이란 다양한 UX 평가 사례의 

결과물들이 일관된 포맷으로 기록됨을 의미한다. UX 평가자는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정리하

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UX 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일관된 포맷으로 정리된 UX 평가 결과물들은 향후 사례연

구를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리빙랩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Ballon 

and Schuurman, 2015). 스마트안전 리빙랩에서도 중소·중견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리빙랩에 참여하고 있다. 리빙랩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리빙랩 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지속

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Seong et al., 2017).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UX 평가, 융합 

인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편리하고 긴밀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털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안전 

리빙랩 플랫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SSLL-UXEM은 해당 플랫폼에 내장되어 스마트안전 리빙랩에서의 UX 

평가 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 환경에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리빙랩, 

스마트안전, UX 평가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후, 평가 환경인 스마트안전 리빙랩과 평가 대상인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SSLL-UXEM을 개발하였다. SSLL-UXEM은 스마트안전 리빙랩에서 

체계적으로 UX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X 평가 프로세스, UX 평가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UX 평가 

수행 방법 및 체크리스트, UX 평가 결과를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X 평가 수행 기록 양식을 

제공한다. SSLL-UXEM은 세분화된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지침, 표준 기록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UX 평가 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 결과 기록의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다양한 리빙랩에서 

SSLL-UXEM이 UX 평가를 위해 참조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SSLL-UXEM을 다양한 리빙랩 공간과 다양한 스마트안전 제품 및 서비스의 UX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리빙랩의 인프라 및 환경적 특성에 맞추어 강화해야 할 요

소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안전의 개념이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사용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

시키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SSLL-UXEM도 확장된 안전의 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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