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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방법으로써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설계하고, 

직  개발하는 과정을 다루며, 나아가 실제 이용자를 상으로 개발된 랫폼의 사용성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기록 시 

랫폼이 담보해야 할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도출하기 해 련 문헌을 분석하 으며, 도출된 기능 

요건을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을 한 설계 략 6가지를 수립하 다. 랫폼의 구체 인 개발은 

유니티 엔진(Unity Engine)을 활용하여 진행하 으며, 설계 략을 바탕으로 하 다. 이후 개발된 랫폼을 활용하여 

부산민주공원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을 기획하 다. 이를 바탕으로 랫폼의 실제 시 

서비스의 용에 한 가능성을 구체 으로 평가하고자 하 으며, 실제 이용자 35명을 상으로 랫폼 시연을 통해 

이용자 경험(UX)에 기반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사용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첨단 기술의 활용에 

따른 보완에 한 요구사항 등이 존재하 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 

매우 정 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제어: 온라인 시, AR 시, 기록 시, XR 시, 사용성

ABSTRACT : This study shows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directly developing an onlin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using AR (AR onlin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as a method for effectively providing online 

archives exhibition. Furthermore, the usability of the platform developed for actual users was evaluated. 

Related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onlin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to be guaranteed by th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Based on the derived functional 

requirements, six development strategies were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an AR onlin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The specific development of the platform was carried out using the Unity Engine and 

was based on the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at, using the developed platform, ‘June Democratic Struggle 

History Exhibition’ was planned based on the collection of the Busan Democratic Park. Based on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specifical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ctual exhibition service of the platform. 

Based on this, this study specifically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ctual exhibition service of 

the platform, and the usability of the AR online archives exhibition platform based on user experience (UX) 

was evaluated through platform demonstration for 35 actual user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ere 

were requirements for supplementation due to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y, but the main opinion was 

that it will be very positive at this time when untact services are being activated due to the Coron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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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목

21세기 디지털 환경의 발 에 따라 기록 활용의 범 , 주체, 목 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록의 가치 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법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디지털 환경의 발 에 따른 SNS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기록에 한 

이용자의 심이 높아지면서 기록의 이용목 이 다양해지고 범 가 확 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궁극 인 목 은 기록 활용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김지 , 2018).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잠재  

이용자들에게 기록의 가치와 유용성을 홍보하고 기록을 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범 한 

활동으로서의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록 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

으로 여겨지며, 진열된 시물을 통하여 극 인 표 으로 시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행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 시는 기록 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설문원, 2008). 

하지만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에 해 염병 경보 6단계인 팬데믹 

선언을 기 으로  세계 으로 감염자가 기하 수 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의 

반 인 활동에 한 침체가 진행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록 의 오 라인 시 한 

역할이 완 히 마비되었으며,2) 여러 문화유산 기 에서는 오 라인 시의 안으로 선택된 온라인 

시를 선택하 다. 온라인 시는 탈시공간  특성과 웹 기반의 집단지성  이용자와 시 기획자 

간의 제약이 없는 상호작용 바탕으로 오 라인 시를 통해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온라인 시의 역할에 한 요성이 높아지

면서 오 라인 시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던 온라인 시는 오 라인 시를 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차 확 되고 있다(김보름, 용호성, 2020). 

그동안 미술   박물 에서는 오 라인 시의 안 으로 온라인 시를 발 시키고 있지만 

기록 에서의 온라인 시 즉, 온라인 기록 시를 한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며, 임수 , 서은경

(2021)이 수행한 온라인 기록 시의 핵심 기능과 각 기능에 한 요건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한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다. 온라인 기록 시의 구축 시 고려할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  기 이 

기 의 목 에 부합하는 온라인 기록 시를 제공하기 해서는 시를 한 서버와 랫폼을 외

 1) WHO (2020, March 12). WHO announces COVID-19 outbreak a pandemic, Available: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news/news/2020/3

/who-announces-covid-19-outbreak-a-pandemic

 2) 부산민주공원의 실무자와의 면담, 2021.10.06.



 AR기반 온라인 기록전시 플랫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 127 -

부 사업체와 력을 통해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외부 사업체에 통상 으로 외주를 맡기

는 방식은 산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미술 을 포함하여 시가 주 업무로 여겨지는 일부 기 은 

시의 기획 등의 업무에 해 학 연구사가 련 업무를 지원하고, 시를 한 산이 확보되기

도 한다.3) 그러나 기록 시가 기 의 주 업무가 아닌 부업무로 여겨지는 다수의 기록 에서는 

인력  산의 한계로 인하여 실무자가 사진기록을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한 건씩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버에 직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기록 시 업무에 한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4) 따라서 국내 기록  차원에서 반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 시 

업무 지원을 한 방안의 모색이 시 하다. 

이 연구의 주된 목 은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방법으로써 AR을 활용한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이하,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개발하여 일럿 단계로 구 하는 

것이다. 이후 실제 이용자를 상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시연을 진행하여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랫폼의 실제 사용성을 검증하고,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단계의 

개발에 고려하기 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R을 활용한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 시 고려할 요건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발된 

랫폼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이용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상용

화 단계의 개발에 고려할 사항을 도출한 연구임에 의의를 지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방법으로써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설계하고, 직  개발하는 것에 있다. 더 나아가 실제 이용자를 상으로 개발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성을 평가하여 실제 시 업무의 용에 한 가능

성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개발 시에 통합 서버의 구축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랫폼의 개발 수 을 일럿 

수 으로 제한하 다. 일럿의 목 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가동하여 구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  사용성에 한 품질 요소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함에 있다. 이를 통해 

실무 담당자와 개발자 상호 간의 추상 인 생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도출하여 수정  보완을 

가능  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상용화 단계의 개발을 한 

기 수 의 개발을 진행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 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온라인 기록 시의 기능 

 3) 부산민주공원의 실무자와의 면담, 2021.10.06.

 4) 부산 소재 학기록 의 실무자와의 면담,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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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악하기 하여 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록 시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 으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이 담보해야 할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도출하 다.

둘째,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기 한 설계 략을 수립하 다. 설계 략에 따라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주요 기능을 설정하 으며, 주요 기능의 동작을 한 세부 기능을 개발하 다. 이후 개발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실무 용 가능성을 구체 으로 제시하기 하여 부산민주공원의 소장 

기록을 사례로 기획 시를 구축하 다. AR 온라인 기록 시의 상 기 인 부산민주공원과의 

력을 통하여 시 상 기록물의 특징을 분석하 으며. 최종 으로 <6월 민주항쟁 역사 기획 >을 

기획하 다.

셋째,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사용성을 평가하 다. 평가척도

로서 사용자 경험(이하, UX)에 한 평가 모델인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을 재구성하 으며, 

평가 항목은 소 트웨어 품질측정 평가와 련된 국제표 인 ISO/IEC 25010의 소 트웨어 사용성

에 한 품질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 다. AR 온라인 기록 시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첨단 기술에 한 친 도는 연령 별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사용성 평가는 기록 시를 람한 

경험이 존재하는 인원을 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총 35명을 선별하여 진행하 으며,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평가 상자와 면으로 <6월 민주항쟁 역사 기획 >의 시연 후에 평가를 

진행하 다. 이후,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상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상용화 단계의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 개발을 한 이용자 입장의 추가 의견  보완 사항을 도출하 다.

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하고자 AR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기록 시 랫

폼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랫폼에 한 실제 사용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

이다. 따라서 이론  배경 확립을 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1) 기록 시의 핵심  기능  

요건을 분석한 연구, 2)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록 시 콘텐츠 개발을 다룬 연구, 3) 랫폼의 개발과 

련하여 기능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소 트웨어의 기술  요건을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기록 시의 핵심  기능  요건을 분석한 연구

Khoon과 Chennupati(2014)는 웹 기반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 에 따라 텍스트 기반에서 출발

하여 멀티미디어 의사소통의 장으로써 기능하기까지 온라인 시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온

라인 시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설명하 다. 나아가 온라인 시에 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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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라인 시의 평가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시에 한 요구사항의 수집을 

해서는 상 람자에 한 범주를 연령, 성별,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해야 함을 언 하

며, 온라인 시의 평가 기 을 1) 디자인, 2) 정보의 내용  구성, 3) 탐색의 구조, 4) 도움말 

정보, 5) 멀티미디어 요소의 평가, 그리고 6) 총체 인 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평가에

서는 텍스트의 가독성( 꼴 유형, 크기, 색상 등), 색상의 배치, 아이콘  버튼 한 제공, 시각

 일 성 등이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임수 , 서은경(2021)은 온라인 시를 한 지침이나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기록 의 기록 시가 제공해왔던 역할과 기능에 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보다 확 된 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록 시 구축 시에 체크리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요건을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 이 온라인 시를 구축할 때 우선해야 하는 요건을 악

하고자 하 다. 

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록 시 콘텐츠 개발을 다룬 연구

유호선 외(2017)는 통령 기록물을 상으로 이용자에게 생동감 있는 온라인 시 람을 제공

하기 하여 3D VR과 온라인 시를 목하고자 하 다. 3D VR 콘텐츠를 통한 몰입  특성이 

지니는 교육  효과가 통령 기록물이 가지는 교육  가치의 융합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교육용 

디지털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차를 큰 틀로 하여 개발 차를 설계하 다.

허보경, 이민(2020)은 국내에서 진행된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시를 상으로 

시 콘텐츠와 연출 방법을 분석하 다. 이에 시가 거시  에 머물러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

하지 못하거나, 박물  시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지 못함을 지 하며 과거의 기억을 효과 으로 

달하기 해서는 기술 융합 인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이에 AR을 활용

한 콘텐츠를 기획하 으며, AR의 구 을 타깃 이미지(Target image/In-put image)를 설정하여 

디지털 기기 안에 가상의 콘텐츠로 구 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 으며, 오 라인 시 콘텐

츠를 개발하여 시하 다.

다. 랫폼의 설계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소 트웨어의 기술  요건을 다룬 연구 

최종 개발을 목 으로 하는 소 트웨어의 종류와 요도를 바라보는 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 트웨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술  요소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역에 걸쳐 상당수 수행된 바 있다. 이 에서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가장 한 련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하, UI)5)의 품질 특성을 다룬 연구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5)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는 정보를 제공하기 한 물리  컨트롤러  콘텐츠 표 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역이며,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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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록 시에 있어서 UI는 심미 인 과 한 계를 지니며, 이용자에게 특별한 

이아웃이나 디스 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시만의 특성을 각인시킨다. 따라서 이용자 

친화 이고 직 인 UI의 구성은 심미  기능을 지원하기 하여 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UI의 품질 특성과 연 된다. 

이하용, 양해술(2013)은 소 트웨어의 품질특성 평가 분야는 소 트웨어 품질특성에 한 국제

표 을 기 으로 삼고 있으므로 품질 평가 체계의 구축에 치 되어 있을 뿐, 평가 항목에 한 

구체 인 측정 방법의 미흡함을 지 하 다. 그리고 소 트웨어의 내부 인 면에는 심이 없는 

엔드유 의 입장에서는 UI가 소 트웨어의 품질을 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요하다고 주장

하 다. 따라서 UI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소

트웨어의 품질평가에 련된 국제 표 의 품질특성인 ISO/IEC 9126과 ISO/IEC12119의 사용성 

품질특성과 부특성 체계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의 UI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품질 특성 요소를 

추출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 다.

라. 시사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술의 발 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  

요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VR  AR과 같이 첨단 기술을 목한 기록 시에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과 련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 콘텐츠의 개발 단계와 기획 과정에 한 연구가 존재하 으며, 최근 온라인 기록 시의 역할이 

확 됨에 따라 온라인 기록 시의 구체 인 기능 요건을 정립함을 바탕으로 상  요도를 분석

하여 온라인 기록 시 기획 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기록 시 랫폼 자체의 개발에 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부재하며, 임수 , 서은경

(2021)이 제시한 온라인 기록 시의 기능 요건 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기록 시에 

이 맞춰져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주로 오 라인 시의 보조  

수단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 거나 시 콘텐츠 개발 단계의 일부를 외부 소 트웨어를 통해 

기술 으로 구 함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기록 시의 기법을 특별히 다룬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바탕으로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설계하고, 직  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발된 랫폼을 바탕으로 실제 용 사례를 제시하여 온라인 기록 시의 랫폼의 

기능 요건을 담보하는 온라인 기록 시기법에 한 구체 인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간격을 일 수 있다(이하용, 양해술, 201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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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 개발

1.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

기록의 활용에 한 요구의 증가와 디지털 환경의 발 을 배경으로 기록 에서도 온라인 기록

시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기록 시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록 시는 기 의 성격이나 시의 주제에 따른 목 , 산 등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개별 기 의 기록연구사 개인의 주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온라인 기록 시의 형태는 다양하며, 정해진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은 기 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록 시를 한 지침의 요건에 한 규정의 부재는 온라인 기록 시를 효율 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온라인 기록 시의 기 효과를 감소시킨다(임수 , 서은경, 2021). 

따라서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을 해서는 온라인 기록 시의 기능 요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련분야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록 시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여 공통 으로 

언 하는 기록 시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은서, 박 숙, 태일(2012)은 기록 시는 시내용을 정확하게 달함으로써 시된 기록과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나아가 기록의 내용과 가치뿐 아니라 기록 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다. 엄지은(2018)은 온라인 기록 시의 

구성요소를 1) 시 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인 ‘ 시매체’, 2) 시내용을 달하기 하여 

내용의 개 구조  온라인 기록 시의 구조 인 흐름을 보여주는 ‘ 시구조’, 그리고 3) 시기 과 

이용자의 소통 수단이 되는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임수 , 서은경(2021)은 온라인 기록 시의 

요건에 하여 온라인 기록 시의 핵심 기능을 1) 웹사이트 근성  이용자 편의성을 지원하여 

정보 달 기술을 높이는 기능인 ‘정보 달 기능’, 2) 시물에 한 내용과 맥락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 ‘정보  기능’, 그리고 3) 이용자에게 시경험을 제공함을 통하여 정보활용  

시홍보를 활성화하는 기능인 ‘ 시효과  기능’으로 제시하 다.

상기의 논문에서 공통 으로 언 하는 기록 시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정확한 제공, 2) 정보의 정확한 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기법의 제공, 3) 이용자, 시물, 

기록 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4) 시의 경험을 통한 기 의 홍보  교육  유익함

의 제공과 같은 부가가치를 지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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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능 내용

정보의 

제공

- 기록 시는 기록 이 람객에게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해석을 담는 의도  행 성 존재(이은서, 박 숙, 

태일, 2012)

- 온라인 시의 구성요소  시내용은 시 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물이며, 내용물은 시의 주제와 

시 매체 포함(엄지은, 2018)

- 온라인 기록 시의 핵심 기능  정보  기능은 시 오 제에 한 내용과 맥락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임수 , 서은경, 2021)

정보 달 

지원

- 기록 시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다양한 보조매체를 통해 람객에게 달(이은서, 박 숙, 태일, 2012)

- 온라인 시의 구성요소  시구조는 시내용을 달하기 하여 내용의 개 구조  온라인 기록 시의 

구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시에 근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엄지은, 2018)

- 온라인 기록 시의 핵심 기능  정보 달 기능은 웹사이트 근성  이용자 편의성을 지원하여 정보 달 

기술을 높이는 기능(임수 , 서은경, 2021)

상호작용 

지원

- 기록 시는 람객에서 시된 기록물 사이의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메시지를 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은서, 박 숙, 태일, 2012)

- 온라인 시의 구성요소  상호작용은 시공간과 이용자, 시내용과 이용자 등 이용자와의 소통을 의미하며,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을 둠(엄지은, 2018)

- 온라인 기록 시는 시내용이 일방 으로 달되는 것이 아닌 이용자와 기록 , 그리고 시물 사이의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 인 새로운 해석과 흥미를 달하는 기능이 

요(임수 , 서은경, 2021)

부가가치 서비스

 지원

- 기록 시는 기록물이 담고 있는 정보와 사회  맥락이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극 화하고 생산 

기 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기록물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서비스(이은서, 박 숙, 태일, 2012)

- 시는 역사의식 형성에 기여하며, 당시 사회를 반 한다는 에서,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엄지은, 2018)

- 온라인 기록 시의 핵심 기능  시효과  기능은 이용자에게 시경험을 제공하여 정보활용(교육, 집단기억 

형성 등)  시홍보를 활성화하는 기능(임수 , 서은경, 2021)

<표 1> 온라인 기록 시의 공통 기능

도출된 온라인 기록 시의 공통 기능을 토 로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기능 요건 내용

정보제공 기능 일차 으로 시물을 통한 정보와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달하는 기능 

정보 달 지원 기능 
시물의 유형과 시의 주제를 고려하여 구조 으로 체계성을 담보하여 정보의 효과 인 

달을 지원하는 기능

상호작용 지원 기능
온라인 시의 특성인 상호작용성과 공유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시물, 기록 의 상호작용

을 지원하는 기능

부가가치 서비스 

지원 기능

제공된 온라인 기록 시를 바탕으로 연구  추가 학습 지원, 교육  홍보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

<표 2>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은 시 계획, 기획, 진행, 평가단계로 진행되는 온라인 시의 진행 반에 

걸친 업무(윤병화, 이 란, 2021)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이므로, 랫폼은 상기의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랫폼 개발 시 필수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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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략 수립

랫폼의 개발을 해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설계 략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수립하 다.

설계 략 주요 내용 주요 기능

1
-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기록 시 구   근 방식 제공

- 타깃 이미지 변경을 활용한 교육  홍보 기능 지원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기능

2 - UI의 요건을 바탕으로 랫폼의 UI 설계  배치 개발 반에 걸쳐 고려

3

- 기록의 유형을 고려한 시기법 용 

- 기록 , 시물, 이용자를 잇는 의사소통 매개공간으로서의 시공간, 평가공간, 

개인 아카이  공간 모델링 

가상 시공간 

모델링 기능

4

- 참여형 시구조를 한 개인 아카이  기능

- 이용자의 소통 기능 능력을 지원하기 한 개인 아카이  리 기능(개인 아카이

를 통한 콘텐츠 공유 기능) 구

- 평가 기능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보 리 기능의 구

- 이용자의 람을 지원하기 한 이용자 지원 기능(문의하기  답변하기 기능 

 도움말 기능) 제공

개인 아카이  기능,

시 평가 기능,

이용자 지원 기능

5
- 이용자에게 목 에 맞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한 

검색 기능 구
라우징 검색 기능

6 - 유니티를 활용하여 물리 체계에 기반한 가상의 온라인 기록 시 구  개발 반에 걸쳐 고려

<표 3>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 설계 략  주요 기능

[설계 략 1]에 따라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 유발과 함께 

홍보  교육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설계 략 2]에 따라 기능의 동작을 수행하는 

UI의 설계  배치는 이하용, 양해술(2013)이 제시한 UI의 요건6)을 반 으로 고려하 다. UI의 

요건을 고려한 까닭은 UI의 한 설계는 종합 으로 소 트웨어의 품질 재고에 향을 미치며, 

따라서 시물의 배치, 평가와 공유, 시물과 련된 정보 확인 등 온라인 기록 시의 반 인 

기능에 하여 이용자 에서 직 이며 친화 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계 략 3]을 바탕으로 시구조와 시기법을 제공하기 한 가상 시 공간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며, [설계 략 4]에 따라 참여형 시구조를 지원하기 하여 상호작용에 한 

기능을 개인 아카이  기능, 시 평가 기능, 그리고 이용자 지원 기능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추가 으로 이용자의 검색성을 지원하기 해 [설계 략 5]의 검색 기능의 제공이 필요함에 

 6) 이하용과 양해술은 UI의 품질 요구사항에 한 UI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1) 용성  유용성, 2) 

사용자 보호, 3) 유니버셜 디자인, 4) 다른 문화 응, 5) 간결성, 6) 알림성, 7) 조작의 흐름, 7) 식별성, 8) 일

성, 9) 기억부담의 경감, 그리고 10) 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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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라우징 검색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주요 기능을 구체 으로 

개발하기 한 도구로써 [설계 략 6]에 따라 유니티(Unity)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통합 서버의 구축은 다루지 않음에 따라 통합 서버 구축이 제가 되어 

웹페이지와 연계됨을 통해 기능하는 [설계 략 4]의 1) 개인 아카이  기능의 일부로서 개인 

아카이  리 기능, 2) 이용자 정보 리 기능, 그리고 3) 이용자 지원 기능과 [설계 략 5]의 

라우징 검색 기능에 해서는 실제 구 이 아닌 웹디자인 이미지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주요 기능을 포 하고자 한다. 모형으로 제시된 기능은 최종 개발 단계 

이후, 상용화 가능한 단계에서 통합 서버의 구축을 바탕으로 웹 서버와의 연결이 이루어짐을 통해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랫폼 기능 개발

설계 략을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개발의 토 가 되는 주요 기능을 

1)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기능, 2) 가상 시 공간 모델링 기능, 3) 개인 아카이  기능, 

4) 평가 기능, 5) 라우징 검색 기능, 그리고 6) 이용자 지원 기능으로 설정하 다. 

주요 기능
련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
세부 기능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방식 구

상호작용 지원 기능

부가가치 서비스 지원 기능

‘AR 시  외 ’ 오 젝트 모델링

타깃 이미지 설정

마커 인식 기술 구

가상 시공간 제공

정보제공 기능

정보 달 지원 기능 

상호작용 지원 기능

시  외부 씬

AR 시  씬

개인 아카이  씬

평가  람 종료 씬

개인 아카이  기능
정보 달 지원 기능 

상호작용 지원 기능

개인 아카이  장 기능

개인 아카이  리 기능

평가 기능
상호작용 지원 기능

부가가치 서비스 지원 기능

평가 항목 변경

이용자 정보 리 기능

라우징 검색 기능
정보제공 기능

정보 달 지원 기능 

시물 정보 검색 기능

시물 정보 연계

이용자 지원 기능
정보 달 지원 기능

상호작용 지원 기능

문의하기  답변하기 기능

도움말 기능

<표 4>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주요 기능  세부 기능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구   설계와 이용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성을 담보함으로써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  특히 정보제공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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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을 충족시키고자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설계와 개발에 유니티를 활용하 다.

유니티는 3D  2D 비디오 게임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으로서 3D 애니메이션과 

건축 시각화, 증강  가상 실(AR  VR) 등 인터랙티  콘텐츠 제작을 한 통합 제작 도구이며 

스크립트는 C#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구로 선정하 다. 이러한 이 을 바탕으로 도, 

맥 OS, IOS, 안드로이드, 웹 라우 (WebGL) 등 27개의 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 

가능함에 따라 자기기의 운 체제에 상 없이 모두 호환되는 애 리 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7) 

본 연구에 있어서는 우선 으로 국내에 상용화된 안드로이드 운 체제를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

다. 이후 통합 서버 구축을 포함한 완 한 개발 단계인, 상용화 가능한 단계에서는 IOS 운 체제를 

포함한 다양한 랫폼에서도 호환이 가능한 애 리 이션을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에 사용된 유니티의 버 은 ‘2020.3.13f1’이며, 해당 버 에서 제공하는 ‘Android Build Support’

의 ‘Android SDK & NDK Tools’와 ‘OpenJDK’를 활용하 다.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운 체제를 사용

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애 리 이션의 형태로 제공하는 빌드(Build)를 수행하 다.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AR Core를 활용하기 하여 유니티의 로젝트 설정

값을 ‘AR Core’로 두었으며,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AR 기능은 Android 7.0 ‘Nougat’ 이상의 

운 체제에서만 구  가능하기 때문에 [Minimum API Level]을 Android 7.0 ‘Nougat’ 이상으로 

정하 으며 [Target API Level]을 ‘Automatic’으로 설정하여 Android 7.0 ‘Nougat’ 이상의 운

체제에서는 모두 구 되도록 하 다.

4. AR 온라인 기록 시 기획: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

랫폼을 바탕으로 실제 시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 항쟁 련 소장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를 구성하 다. 이에 부산민주공원이 속한 부산지역 6월 항쟁자료발간 원회에서 

출 한 ‘6월 항쟁 사진 자료집’을 바탕으로 련 사진기록 32건을 선정하 으며, 사진기록 2건에 

하여 당시의 정황을 사실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과 련된 유가족  련자의 구술 

증언 기록을 병행하여 시하고자 하 다. 

이용자에게 시를 홍보하고, 람할 수 있도록 근 경로를 제공하기 하여 홍보용 팸 릿을 

제작하 으며, 팸 릿에 배치된 사진을 타깃 이미지로 설정하 다. 그리고 구 되는 ‘AR 시  

외 ’ 오 젝트에 시 제목을 ‘부산민주공원: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으로 설정하 다. 시

으로의 입장은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자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팸 릿의 사진을 스마트폰 등의 자매체를 활용하여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 함으로써 

시물이 배치된 AR 시  내부로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 다.

 7) 키백과 유니티, https://ko.wikipedia.org/wiki/유니티_(게임_엔진) [2021.09.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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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커인식 기술을 활용한 근 구

‘AR 시 ’오 젝트 내부의 ‘ 시  소개’ UI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  시의 개요와 시의 목차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하 다. 이용자가 한 에 시물을 악할 수 

있도록 AR 시 의 1층과 2층으로 구분하여 시물을 배치하 다. 1층에는 사진기록 15건, 구술 증언 

기록 2건, 상 콘텐츠를 1건 배치하 으며, 2층에는 사진기록 17건, 상 콘텐츠 2건을 배치하 다.

배치된 상 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사진, 음성, 상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록물의 

유형을 고려하여 구 된 ‘ 임’ 오 젝트에 배치하 다. 사진기록은 6월 민주 항쟁의 1기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 임’ 오 젝트에 부여된 번호순으로 배치하 으며, 각 시물의 정보를 ‘

임 오 젝트 어 터’에셋에 기입하여 사진기록의 배치를 진행하 다. 소장 기록 에서 요한 

의의를 지닌 ‘6.16 카톨릭 농성’과 련된 사진기록에 하여 련자의 육성을 통해 련 구술 

증언 기록을 경험 으로 람할 수 있도록 련 시물에 하여 ‘구술 증언 기록’ UI를 제작하

으며, ‘오디오 임’ 오 젝트에 배치하 다. 상기록은 <그림 2>와 같이 ‘ 상 임’ 오 젝트에 

배치하여 ‘AR 시 ’ 오 젝트 내부에 사진, 음성, 상 기록의 시 람을 지원하 다.

<그림 2>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 음성  상기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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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의 시 람  개인 아카이  씬과 연동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  

개인 아카이 에 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시 평가  람 종료 씬에서 제공하는 

‘평가지’ UI의 평가 항목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을 람 후, AR 온라인 

기록 시의 사용성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임의로 구성하 다. 최종 으로 애 리 이션 

형태로 빌드를 진행하여 <그림 3>과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 AR 온라인 기록 시를 람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3>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 스마트폰 구동 화면

Ⅲ. 사용성 평가

1. 평가 목   방법

평가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된 목 이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으므로, 기획한 

시의 내용보다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 다. 

이용자의 시 람 반에 걸쳐 UX에 한 사용성을 평가하기 해서 UX에 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한 허니콤 모델을 사용성 평가를 한 분석지표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 수 에 합한 UX 수 을 평가를 해 허니콤 모델을 재정의하

으며, 특히 분석지표에 한 평가 항목의 구축에 있어 UI의 설계  배치를 으로 고려하 다. 

UI를 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한 까닭은 UI는 정보를 제공하기 한 물리  컨트롤러  콘텐츠 

표 을 이용자 입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역이며, 소 트웨어의 

내부 인 면에는 심이 없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UI가 소 트웨어의 품질을 표 하는 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하용, 양해술, 2013). 따라서 소 트웨어의 품질측정 평가와 련된 국제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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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5010의 소 트웨어 사용성에 한 품질 특성을 바탕으로 UI에 한 평가 항목을 구축하

으며, 객 화된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리커트 5  척도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 다. 

사용성 평가는 오 라인  온라인 기록 시를 람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수행하 다. 

다만 AR  VR과 같은 첨단 기술은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익숙한 정도가 상이하며, 첨단 기술에 한 

친 도는 UX수 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 상자를 연령에 따라 1) 10 (5인), 2) 20 (10인), 

3) 30 (10인), 4) 40 (5인), 5) 50 (5인), 그리고 6) 60 (5인)로 구성하여 총 35명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연령 별로 평가 상자의 인원이 상이한 까닭은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은 

 연령 를 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 람 상자를 20 와 30 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평가 상자와 면으로 <6월 민주 항쟁 역사 기획 >의 시연 

후에 평가를 진행하 다. 시스템 시연  평가는 개발자의 PC와 개발에 사용된 Android galaxy 

6s를 활용하 으며, 결과를 객 화하기 하여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이후 최종 으로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에 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 다.

2. 평가 항목

사용성 평가를 한 평가 항목은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을 참조하여 선정하 다. 허니콤 모델

은 UX에 향을 주는 7가지 요인을 추출함을 바탕으로 유용성(Useful), 사용용이성(Usable), 근

성(Accessible), 검색성(Findable), 매력성(Desirable), 가치성(Valuable), 신뢰성(Credible)을 

분석지표로 제시하고 있다(Peter Norville, 2010, 34-35).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용성 평가의 목 에 맞도록 허니콤 모델을 재구성하 으며, 신뢰성은 

시스템 사용성 평가 지표로 합하지 않아 제외하 다.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 수 이 

일럿 단계이므로 시스템의 완 한 개발 이 까지 오류는 지속 으로 발생하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한 보안은 통합 서버 구축 이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분석지표 내용

유용성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지

근성 모든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없는지

사용용이성 이용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검색성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는지

매력성 시스템 자체가 심미  는 기능 으로 매력 인지

가치성 시스템의 기능  부가 인 가치에 한 요인이 존재하는지

신뢰성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든 오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표 5> 허니콤 모델 분석지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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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허니콤 모델의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UI의 심의 UX를 평가하기 한 평가 항목의 

구성에 있어 소 트웨어 품질측정 평가와 련된 국제표 인 ISO/IEC 25010의 소 트웨어 사용

성에 한 품질 특성을 으로 고려하 다. 소 트웨어의 사용성에 한 품질 특성에 있어 

UI에 해 으로 평가하기 한 항목을 도출하기 하여 이하용, 양해술(2013)이 ISO/IEC 

9126과 ISO/IEC 12119의 사용성 품질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UI의 사용성 평가를 한 평가척

도’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ISO/IEC 25010에서는 소 트웨어 사용성에 한 품질 특성에 하여 타당성 식별력(appropriateness 

recognizability), 근성(accessibility), 운용성(operability), 학습성(learnability), UI의 미학(user 

interface aesthetics), 이용자 오류보호(user error protection)의 6가지 부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8) 

부품질 특성 내용

타당성 식별력 이용자가 시스템이 자신의 요구에 합한지의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근성
시스템이 범 한 특성과 능력을 지닌 이용자가 특정한 사용 맥락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에 한 정도

운용성 이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작동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지에 한 정도

학습성
이용자가 특정한 사용 맥락에서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한 정도

UI의 미학 UI가 이용자에게 심미 이며,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

이용자 오류보호 이용자로 하여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도

<표 6>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부특성

시스템 사용성 평가의 주목 은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반에 걸쳐 UI를 바탕으로 주요 

기능의 UX에 한 사용성을 평가함에 있으며, 주요 기능의 동작을 지원하기 해 설계한 UI는 

랫폼 반에 걸쳐 각 기능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소 트웨어 사용성에 한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각각의 UI에 한 평가를 진행하기 보다는 UI의 체 인 배치에 한 성 

 UI를 통한 동작의 정확성을 반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랫폼의 

기능을 유용성, 근성, 사용용이성, 검색성, 매력성, 가치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 항목 구축 시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부특성을 으로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마련하

다. 특히 UX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 임에 따라 정성 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하다고 

단하여 항목을 정성 으로 구성하 다.

 8) ISO/IEC, 2011, ISO/IEC 25010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System and software qua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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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색성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는지에 한 

지표이며, 시물에 한 정보를 탐색하기 한 기능의 제공 여부가 주된 평가의 척도가 된다. 

다만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은 검색 기능을 웹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기에 

본 평가를 통해서는 랫폼의 검색성에 한 사용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신 랫폼 내에 배치된 

UI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탐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평가하고자 하 다. 이는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타당성 식별력과 UI의 미학과 연 되며, 시스템 자체가 심미 인지 

는 기능 으로 매력 인지에 한 지표인 매력성과 연 이 있다. 따라서 검색성과 매력성에 

한 사용성은 함께 평가하고자 하 다. 

각 평가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에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내용

유용성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타당성 식별력과 운용성과 연 됨

- 1)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하여 UI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동작의 수행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2) 시스템이 자신의 요구에 합한지의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으로 평가

근성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근성과 학습성과 연 됨

- 1) UI의 설계  배치가 하게 수행되어 이용자가 특정한 사용 맥락에서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2) UI 디자인이 AR 온라인 기록 시를 람하는 방법에 한 학습에 있어 직 이고 

기억 부담을 경감시키는지를 평가

사용용이성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운용성, UI의 미학, 이용자 오류 보호와 연 됨

- 1) UI가 하게 배치되어 이용자의 랫폼 활용을 지원하는지와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2) 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의 반에 걸쳐 기능이 사용용이성을 지원하는지를 

평가

검색성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타당성 식별력, 운용성, 그리고 UI의 미학과 연 됨

- 배치된 UI를 바탕으로 원하는 기능을 탐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평가

매력성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의 부특성 체와 포 으로 연 됨

- 설계된 3D 모델  폰트의 크기와 색상 등 시스템의 기능을 구성하는 UI의 배치와 설계, 구 된 AR 

시  자체가 심미 인지 는 기능 으로 매력 인지를 평가

가치성
UI와 련하여 소 트웨어 사용성 품질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이 부가 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포 으로 평가

<표 7> 사용성 평가의 항목별  내용

3. 평가 결과

이용자 35명을 상으로 시행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이용자 사용성 평가는 리커트 

5  척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능의 동작에 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 

항목별 결과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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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형 평균값

유용성(useful) 4.48

근성(accessible) 4.29

사용용이성(useable) 4.49

검색성(Findable)  매력성(Desirable) 4.36

가치성(valuable) 4.52

종합 평균 4.43

<표 8>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 항목은 ‘4.48’, 근성 항목은 ‘4.29’, 사용용이성 항목은 ‘4.49’, 검색성  매력성 항목은 

‘4.36’, 가치성 항목은 ‘4.52’의 결 값이 도출되었다. 사용성 평가의 종합 평균치는 ‘4.43’으로 도출

되었으며, 응답자들은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사용성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 다. 

각 항목에 한 평가결과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상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평가 결과의 근거를 구체화하 다.

 

가. 유용성

평가 상자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에서 제공하는 시물의 람방식이 정보 달에 

유용하다고 단하 으며, UI의 설계  배치를 통해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 다. 

한 개인 아카이  시 기능과 평가 기능에 하여 유용하다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 

다만, 2번 항목에 하여 시를 람하는 데 있어 ‘ 시물 정보’ UI를 통한 시물의 정보제공 

방식이 재 시물의 면에 제공됨에 따라 시물과 시물에 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함이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 으며, 사진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4번째 항목에 하여  수 의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인 아카이 에 장’ 기능은 기능의 상을 사진기록으로 한정하고 있어, 추후 음성  상기록에 

한 개인 아카이 에 장 기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방식이 AR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은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기기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평가지 내부의 을 읽는 데에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항목 평균값

1. UI를 통한 시물의 람방식과 제공형태가 정보 달에 유용하다 생각하는가. 4.46

2. 시를 람하는 데에 유용한 UI로 화면을 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4.49

3. 개인 아카이  시의 기능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4.66

4. 평가 씬에서 제공하는 평가에 한 방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4.31

종합 평균 4.48

<표 9>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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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성

근성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에 하여 반 으로 높은 수치의 결 값을 보이고 있었지만, 

1번 항목과 4번 항목의 결 값이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 다. 평가 상자는 반 으로 마커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를 람할 수 있기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의 람

이 가능하다고 평가하 으며, 체 으로 내부의 UI 설계와 배치에 한 평가는 정 이었다.

다만, 근성에 한 평가 항목  1번 항목과 4번 항목에 하여 평가 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결 값을 보 다. 해당 항목의 결 값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AR 기술에 한 친 도와 

련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R 기술은 익숙해지기까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첨단 기술에 하여 거부감이 낮고 친 도가 높은 10 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상 으로 첨단 기술에 한 거부감이 높고 친 도가 낮은 

50  이상의 이용자는 AR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항목 평균값

1. 첨단 기술을 활용한 AR 온라인 기록 시의 람 기법의 활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가. 3.69

2. 시의 람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가. 4.69

3. 화면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 혹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한 수단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는가. 4.37

4. 시 람 차원에서 사용 방법을 습득한 후에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가. 4.09

5. 시물 내부의 UI조작에 한 어려움은 없었는가. 4.46

6. UI의 아이콘 모양  폰트의 크기와 색상 등이 직 으로 이해되었는가. 4.43

종합 평균 4.29

<표 10>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근성

다. 사용용이성

사용용이성에 하여 반 으로 정 인 평가 결 값이 도출되었다. 이용자가 수행한 활동의 

진행과정을 UI의 상태 변화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평가 기능의 수행과 시물 정보 

람을 통한 정보 습득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 다. 다만, 이동 지원 방식에 하여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 으며, 일부 이용자는 제공된 이동 지원 방식을 통해 시를 

람하는 동안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하 다.

평가 항목 평균값

1. 시 람을 한 이동 지원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었는가. 4.11

2. 시 람 반에 걸쳐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는가. 4.57

3. 시물의 UI와 동작한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4.60

4. ‘평가하기'의 기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가. 4.51

5. '개인 아카이 에 장' 기능을 통해 원하는 시물을 한 번에 람할 수 있었는가. 4.66

종합 평균 4.49

<표 11>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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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색성  매력성

검색성  매력성에 하여 반 으로 정 인 반응을 보 다. 특히 평가 상자는 반 으로 

마커인식 기술을 통해 시의 람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몰입감이 발생한다고 하 으며, 흥미가 

생겼다고 하 다. 한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UI의 설계  배치가 일 성 있게 

이루어져 있으며, UI의 상태 변경을 통해 수행 인 활동의 동작 상황에 하여 쉽게 알 수 있으므로 

UI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하 다. 

다만 4번 항목과 련하여 미술   박물  등의 유 기 에서 제공하는 첨단 기술(VR  

AR)을 활용한 시와 비교하여 마커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AR 온라인 기록 시 기법은 

확실히 차별성이 존재하나, 추가 인 차별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추가 인 심미  요소의 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한 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평가 항목 평균값

1. UI가 모든 화면에 일 성 있게 배치되어 원하는 활동을 하게 지원하는가. 4.43

2. 시 의 설계가 시물을 탐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이 되었는가. 4.49

3. 마커인식 기술을 통해 시 으로 입장하는 방식이 몰입감을 주었는가. 4.57

4. 미술   박물  등 유 기 에서 제공하는 AR  VR 시와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는가. 3.94

5. 시 공간의 설계가 조화롭다고 생각하는가. 4.29

6. UI의 아이콘 모양  폰트의 크기와 색상 등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는가. 4.26

7. UI의 상태 변화를 통해, 재 작업 과정을 인지하는 데(‘개인 아카이 에 장' 시 토  UI의 색상 

바뀜 등) 어려움이 없었는가.
4.51

종합 평균 4.36

<표 12>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검색성  매력성

마. 가치성

평가 상자는 가치성에 해당하는 항목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특히 교육업에 종사

하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평가 상자 부분은 기록 시 과정에서 생산된 디지털콘텐츠를 교육 자료

로 활용 시 교육 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 다.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다양한 

목 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 면 시가 활성화되는 시

에서 매우 정 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바탕으로 기록 의 시에 한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하 으며, 

향후 이를 이용할 의사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추가 으로 이 에 람하 던 기존의 

VR 노라마 시와 웹페이지와 비교하여 매우 몰입감이 높고, 심미 인 즐거움이 존재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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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균값

1. 시의 목  외 교육 자료로 활용 시에 교육 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4.69

2.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활용한 기록 시를 통해 기록 에 흥미가 생겼는가. 4.26

3. 오 라인 기록 시의 문제 (시공간  제약, 시물의 수에 한 제약 등)을 보완하는가. 4.63

4. 기존의 온라인 기록 시 형태인 VR 노라마 시와 웹사이트 시의 문제 (몰입감 감소, 상호작용성 

제약 등)을 보완하는가.
4.69

5. 향후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활용한 기록 시를 이용할 것인가. 4.34

종합 평균 4.52

<표 13> 시스템 사용성 평가 결과: 가치성

바. 논의

사용성 평가에 따른 추가 면담에서 이용자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사용성에 하여 

기능의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으며, 주요 기능에 하여 반 으로 정 인 반응을 보

다. 특히 사진, 음성, 상으로 구분되는 기록의 종류에 상 없이 시를 람할 수 있다는 과 

스마트폰 내의 화면이 실제 시야의 이동과 연결되어 시가 제공됨에 따라 사진을 보다 더 실감 

나게 볼 수 있다는 이 흥미를 끌었다고 하면서, 단순하게 정보를 모니터로 출력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온라인 시와 비교하 을 때 이용자에게 시를 통해 충분한 몰입감과 경험  

요소를 제공한다고 하 다. 결론 으로 기존의 온라인 시와 비교하여 시물에 한 정보 달이 

용이하다는 견해가 지배 이었으며, 마커인식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를 람할 

수 있기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의 람이 가능하다고 하 다. 평가 상자  교육업에 

종사하는 상자 일부는 특히 기록 시 과정에서 생산된 디지털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활용 시 교육

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 다. 교육  목  외에도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다양한 목 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 면 시가 활성화

되는 시 에서 매우 정 일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랫폼의 기능에 있어 추가 인 요구사항이 존재하 다. 재 

구 된 ‘개인 아카이 에 장’ 기능은 사진기록만을 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  음성 

기록의 장에 한 기능의 요구가 존재하 다. 한, 재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은 시 

상을 사진, 음성, 상 기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오 제 형식의 시물은 시가 불가하다. 따라서 

미술 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시하는 기 에서는 활용이 제한 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다. 그리고 시물의 정보제공 방식이 재 시물의 면에 제공됨에 따라 시물과 시물에 

한 정보의 동시 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 존재하 다. 한 시  내부의 이동에 한 조작의 

어려움과 시물의 람 시 기기의 흔들림으로 인해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는 에 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어지러움을 포함하여 AR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

한다고 언 한 상자는 비교  AR에 한 친 도가 낮은 50  이상의 이용자로 악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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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에 한 친 도가 비교  높은 10 는 AR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랫폼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1) 사진기록 심의 시 방식에

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시할 수 있는 시기법 마련과 2) AR 기술의 근본 인 문제

(어지러움  조작의 어려움)을 도출하 으며, 이는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통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추가 인 개발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 시를 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시 에서 온라인 기록 시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을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을 진행하 다. 그 후에 개발된 랫폼을 

바탕으로 시를 기획하여 실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평가를 통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반응을 살피며 상용화 단계의 랫폼 개발을 해 고려할 보완 사항을 

도출하 다. 제시한 보완 사항은 연구자가 개발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개발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의 기능 요건  개발과정은 각  기록 에서 시 련 업무에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나아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질 인 온라인 기록 시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랫폼의 사용성에 있어 체로 정 인 반응을 보 다. 평가 상자는 

기존에 제공되는 VR 노라마 시  웹페이지 시에 비해 AR 온라인 기록 시를 통해 충분한 

몰입감과 경험  요소를 제공하며, 따라서 시물에 한 정보 달이 용이하다고 단하 다. 특히 

마커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구 되는 은 시 기획 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콘텐츠를 교육  목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 다. 하지만 평가 후 진행된 면담을 

통해 추가 인 보완 사항에 한 요구가 존재하 으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사진기록 심의 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시할 수 있는 시기법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시기법은 

사진기록에 이 맞춰져 있다. 이 랫폼을 각  기록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각  기록 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시를 지원하기 한 시기법을 추가 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은 AR 기술에 기반을 두며, 이에 따라서 AR 기술에 한 

친 도가 이용자의 경험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하여 거부감이 낮고 친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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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10 는 AR 온라인 기록 시 랫폼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 으로 첨단 기술에 한 거부감이 높고 친 도가 낮은 50  이상의 이용자는 AR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50  이상의 고연령층이 

활용하는 데 있어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한 람 몰입도 해가 발생하 으며, AR 기술을 구 하는 

기기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시물에 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지러움 유발과 련된 문제 이 

존재하 다. 따라서 이는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수 의 AR 기술이 용된 버 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등 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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