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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제품 간의 인터랙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 행태 정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사용자 행태 연구의 접근 가능성 보다는 행태 정보를 UI 디자인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효율적인 UI 디자인을 위하여 사용자의 실 

생활에서 수집된 사용자 행태 정보를 UI 디자인 설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 행태 정보가 갖고 있는 단계별 구조의 특성을 정의하고, 행태 정보의 구조 분석을 통해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제품 사용 단계별 적용 가능한 UI 고려 요소 및 UI 해결 방안의 도출 과정을 가시화 시켜 주기 위한 UI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례 연구로 현재 현관문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행태 정보에 UI 모델링을 적용하여 미래 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GATE System의 UI 고려 요소 및 UI 해결 방안을 추출하여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User Behavior  User Inte face Mode ing ,User Inte face Design , Ubiquitous Computing 

1. 서론 

사용자와 제품 간의 인터랙션 환경은 컴퓨팅 기술의 발달에 따

라 물리적 도구를 활용한 직접 인터랙션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

태 정보를 활용한 간접 인터랙션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림1. 사용자와 제품간의 인터랙션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해 미래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인터랙

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 행태 정보의 특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기존 사용

자 행태 연구는 그 필요성을 깨우쳐 주고 여러 가지 접근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사용자 행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패

턴을 규명하고. 사용자의 제품 사용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별 

적용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행태 정보가 갖고 있는 단계별 

구조의 특성 분석을 통해 시스템 개발 시 적용 가능한 UI 고

려 요소 및 UI 디자인 해결 방법이 포함된 형태의 UI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정의 

2.1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 20~40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

가 행동 기록법 및 포토다이어리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행

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2. 자가 행동 기록법을 통해 추출한 사용자 행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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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방법은 홈 환경 내 다양한 태스크 

유형과 행동 절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카드 형

태의 조사지를 배포하고, 제시된 환경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

기 위해 행위를 수행하거나 제시된 제품에 대한 사용 기억이

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에 [그림2]와 같이 조사지에 자신

이 수행한 행위 유형 정보와 행위 절차 정보를 6하 원칙에 

의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자가 행동 기록법을 통해서 수집하

고자 했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행위 유형 : 제품 환경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 유형 

2) 행위 절차 정보 :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 수행 과정  

3) 환경 정보 : 행위를 수행하면서 영향을 준 환경 정보 

 

2.2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정의 

앞서 수집된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석과 기존 연구자의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태 정보를 재 정의하였다.  

 

 

 

 

그림3.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사용자 행태 정보는 [그림3]과 같이 사용자 주위의 컨텍스트

(Context)에 의해 동기(Motivation)를 갖고 수행하는 인간의 

명시적인 반응(Action)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경향(패턴)을 

띄었을 때 행태(Behavior)라 한다.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는 사용자 행위→사용자 행위 시퀀스→사용자 행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구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4. 사용자 행태 정보의 단계별 구조 

 

1) 사용자 행위(Activity)는 사용자 행태 정보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사용자 정황(Context) → 사용자 동기(Motivation)

→사용자 행동(Action) 3단계의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하며 

사용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3단계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행위를 수행한다. 

2) 사용자 행위 시퀀스는(Activity Sequence) 상위 레벨의 

사용자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자 

행위(Activity)의 그룹을 의미한다.  

3) 사용자 행태(Behavior) 정보는 동일한 컨텍스트와 동기 

발생시 수행 가능한 사용자의 모든 행위 시퀀스(Activity 

Sequence) 중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

(Activity) 그룹이 일관적인 패턴을 띄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행태 정보가 갖고 있는 단계별 구조적 특성은 사용

자-제품 사용 환경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구조적 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용자 행태 정보의 단계별 구조 틀을 기반으로 행

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3.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분석 

3.1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분석 개념 

사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

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행태 정보를 이루

는 단계별 구조 중 행태 정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행위

(Activity) 정보를 중심으로 사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용자 행위를 통해 행태를 이해하는, 즉, 부분

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 행태 정보

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자 행태 정보의 특성은 현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점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자 행위 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용자 행태 정보의 

특성을 통해 현재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 요소(UI고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러한 문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미래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추출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

이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석 

개념이다. 

사용자 행위 정보의 분석은 행위 정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Context-Motivation - A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행동을 수행하였으며(Context). 

어떤 목적을 갖고(Motivation),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였는지

(Action)를 파악하여 현재 환경에서의 문제점(UI 고려 요소) 

및 문제점 해결방안(UI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개념이다. 

 

 

 

 

 

그림5. 사용자 행태 정보의 단계별 구조적 특성을 통한 

UI 고려 요소 및 해결 방안 도출 과정 

예를 들어. [그림5]와 같이 1) 방문자와 외부 카메라/Door-

view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경우 2) 방문자의 신원을 비디오

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카메라의 시야가 방문자에 

의해 차단됐을 경우에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는 A)걸쇠를 걸

고 현관문을 열어 직접 육안으로 방문자를 확인하는 행위를 

수행하였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UI 고려요소-(1)(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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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A)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 환경에서 현관문 

개발 시 4)방문자의 위치 및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외부 카메라가 설치 되어야 하며 5)방문자의 의도에 의해 카

메라 및 Door-view가 차단되지 않아야 하며. 6)카메라 및 

Door-view의 시야 확대에 대한 시스템의 UI 해결 방안-

(4)(5)(6)들을 추출 할 수가 있다. 

 

3.2 UI 모델링 적용 요소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분석을 통해 UI 모델링에 적용 가

능한 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User Context :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 행위를 유발시킨 

정보를 의미하며. 또는 현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 환경에서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시점에 

대한 단서를 의미한다.  

2. User Motivation : 현재 환경에서 컨텍스트 정보로 인해서 

발생한 사용자의 행동 수행 목적을 의미하며, 미래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목적 및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3. User Action : 1) Who : 현 환경에서 행위의 주체이자 미

래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미한다. (예, Gate 

System, Door-Lock System 등) 

2) Where : 현 환경에서 행동 수행 장소. 위치. 거리 등을 의

미하며, 미래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 위치. 거리 등을 

의미한다. (예. 현관에서. 현관 밖에서 등)  

3) When : 현 환경에서 행동 시점, 타이밍을 의미하며, 미래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시점 및 타이밍을 의미한다. (예, 초인

종이 울렸을 경우, 현관 외부에 방문자 발생 시 등) 

4) What : 현 환경에서 사용자가 행동을 수행하면서 조작한 

도구 및 도구 기능을 의미하여, 미래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한 System 및 System Function을 의미한다. (예, 현관

문. 외부 카메라 등) 

5) How : 현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 수행 방법 또는 도구의 

조작 방법을 의미하여, 미래 환경에서 System 및 System 

Function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의미한다.(예, 외부 카메라가 

사용자의 동공에 맞게 움직인다. 현관문이 방문자 발생 시  

One Mirror 기능으로 바뀐다 등) 

6) Why :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행동을 수행하는 이유를 의

미하며, 미래 환경에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예, 방문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

해서. 현관문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등)  

이와 같이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위 구조(Context – 

Motivation -Action)의 분석은 현재 환경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Context : UI고려 요소)와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에 대한 단서(Action : UI 해결 방안)를 제공 함에 따라 미

래 환경에서 시스템이 수행해야 될 시스템 역할 정보를 추출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행

위 하나 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미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의 UI 고려 요소 및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UI 모델링 적용 

4.1 UI 모델링 개요 

현재 사용자 행태 정보를 미래 제품 개발 환경의 UI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는데 있어 단계별 많은 한계점들이 있다. 

1)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단계 

사용자의 총체적인 제품 사용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현 기업에서는 사

용자의 일부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거나, 제한된 

수집 방법으로 인한 다양한 행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현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은 사용자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한 현상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UI 고려 요소의 추출 단계 

현재 미래 제품의 적용 가능한 UI 고려 요소/해결 방안을 추

출 함에 있어, 미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중심적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추출하거나 디자이너/기획자/개

발자 중심의 직관적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3) UI 해결 방안의 도출 단계 

미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인

터랙션 형태의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하

는 것이다. 현재 미래 환경에서 시스템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프레임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단계의 제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모델링 틀을 개발하고자 한다. 

 

4.2 UI 모델링 방향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UI 모델링은 사용자 실 생활에

서 수집된 사용자 행태 정보를 미래 제품 개발 환경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설계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UI 모델링 과정을 

효과적으로 가시화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 방향은 크

게 3가지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UI 모델링은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해 제품 사용 과정의 

문제 발견이 목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2. UI 모델링은 발견된 문제에 대한 대안만이 아니라 미래 

환경에 제공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스(Source)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직관적 혹은 객관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식적 표기

법보다는, 디자이너에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서술적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표1. 자가 행동 기록법을 통해 추출한 사용자 행태 정보 

항목 설명 

모델링 목적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효율적으로 사용자 행태 정보를 UI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UI 모델링 개발 

모델링 대상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류 및 그룹화 방법 

UI 고려 요소 추출 방법 

UI 해결 방안 도출 방법 

모델링 범위 홈 환경 내 현관문에서 발생 가능한 사용자 행위 

사용 목적 개념화 수법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개인의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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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작용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표현 요소 
서술적 표현 

도식적 표현 

도식화된 사용자의 행태 정보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나 포괄적 의미를 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 

지향 요소 
관계  

지향적 수법 

사용자 행태 정보와 UI 고려 요소, UI 

디자인 방법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표현 하기 위한 수법이다 

모델링 주체 UI 디자이너 

 

4.3 UI 모델링 절차 

UI 모델링의 적용 절차는 [그림6]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

누어 진다. 첫 번째(A)는 사용자 행태 정보를 어떻게 수집 

하고 분류 할 것인지, 두 번째(B)는 수집된 사용자 행태 정보

를 통해 UI 고려 요소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세 번째(C)

는 추출한 UI 고려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 인지로 나누어 진다.  

 

 

 

 

 

 

 

 

 

 

 

 

 

 

 

 

 

 

그림6. UI 모델링 적용 절차 

 

STEP A.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및 분류 단계 

제품 사용 환경 내 사용자와 제품간의 총체적인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또한, 

현재 기업에서는 조사자의 Insight를 통해 사용자의 일부 영

역만을 수집하거나. 사용자의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한 현상 

파악을 통해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그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자가 행동 기록법을 통해 사

용자 행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

하고자 한다. 

A1. 사용자 행위 시퀀스의 수집 

모델링 적용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행위 시퀀스 정보를 수

집하는 것이다. 이 시퀀스 정보는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정보 외에 제품과 연관된 다른 제품 혹은 다른 공간 등의 정

보를 함께 수집할 수 가 있어 단순히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품과 연관된 유사 제품 및 다른 

환경의 제품. 공간 등의 정보가 해당 제품(_현관문)과 연관된 

정보도 함께 수집 할 수가 있다. 

 

 

 

 

 

 

 

그림7.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그리고 수집된 사용자 행위 시퀀스를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 시퀀스 별로 분류한다. [그림7]과 같이 

사용자가 1)현관문 사용 시 2)방문자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

하는 3)다양한 사용자의 행위 시퀀스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현관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집 프레임을 적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 시퀀스를 동일한 목

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시퀀스 별로 분류 한다. 

 

A2. 사용자 행위 시퀀스의 분류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_현관문)에서 발생하는 행위 시퀀스 

정보는 누가 수행하느냐. 언제 수행하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

하느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행위 시퀀스가 발생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시퀀스 정보는 분석을 진행함에 있

어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이에 복잡 다양한 사용자의 행

위 시퀀스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행

위(방문자 확인하기)를 중심으로 준비과정을 거치는 이전 행

위(방문자 인지하기 등)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본 행위(방문자 확인하기), 본 행위를 수행한 후 행위를 평가

하거나,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이후 행위(방문자 조치하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Context Analysis 연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의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

한 방법으로 Pre-Activity → Activity → Post-Activity로 

시퀀스를 분류하여 사용되고 있다 1  

 

 

 

그림8.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류 및 그룹화 1 

분류 결과 [그림8]과 같이 “방문자 확인하기”라는 Main 

Sequence는 Pre-Activity(방문자 인지하기)-Activity(방문

                                            
1 Dan Diaper • Neville Stanton” The Handbook of Task 

Analysis for Human-Computer Interaction”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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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확인하기)-Post-Activity(방문자 확인 후 조치하기)의 

Sub-Sequence로 구분하여 분류 할 수 있다. 

 

A3. 사용자 행위의 모듈화(:그룹화) 

앞서 분류된 행위 시퀀스 별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하위 행위들을 모듈화한다. 모듈화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

다. 첫 번째는 하위 시퀀스에 포함된 많은 양의 행위 정보들

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 그룹별로 묶어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함에 있으며,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수

집하지 못한 정보를 추후에 보다 효율적으로 추가/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림9. 사용자 행태 정보의 분류 및 그룹화 2 

모듈화 방법은 Sub-Sequence 중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

해 수행하는 행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9]와 같이 “방문자 확인하기”라는 Sub-Sequence

에 수행하는 행위들을 분류 한 결과 방문자와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방문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행위, 

방문자를 확인하면서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의 3 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듈은 본 

연구에서 수집하지 못한 행위 정보 발생 시 지속적으로 추가

할 수 있다.  

 

STEP B.  UI 고려요소의 추출 단계 

현재, 미래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UI 고

려 요소의 추출 방법은 미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추출하거나. 디자이너 및 기획자의 직관적인 아이

디어에 의존하여 추출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사용성이 제공

되어야 하는 미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방법이며 

디자이너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용성의 문제점을 발

생시킬 수가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으로 UI 고려 요소를 추

출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B1. UI 고려 요소 추출 

앞서 모듈화된 행위 그룹을 행위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Context-Motivation-Action 프레임 분석을 통해 행위 발생

의 원인 – 행위 수행 목적 – 행위 수행 결과 정보를 추출하

여 사용자 행위가 왜 발생을 했으며, 발생된 원인에 따른 사

용자의 니즈는 무엇이었고.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무

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그림10. UI 모델링_사용자 행위 구조 분석 단계 

 

 

 

 

 

 

 

 

 

 

그림11. 사용자 행위 구조분석을 통한 UI 고려 요소 추출 방법 

[그림11]은 사용자 행위 구조 분석을 통한 UI 고려 요소의 

추출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분석(3.1참조)을 

통해서 “육안으로 방문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스템(현관

문) 및 시스템 컴포넌트(외부 카메라)가 고려해야 되는 UI 고

려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User/Position] 방문자와 외부 카메라의 거리가 너무 가까

울 경우 방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Object] 인터폰에 고정되어 있는 외부 카메라는 제한된 시

야로 인해 방문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고려 요소는 사용자 행위에 영향을 준 환경 요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추출해야 되며, 동일한 행위 모듈에서도 

영향을 준 환경 요인에 따라 다양한 고려 요소를 추출할 수

가 있다.  

 

B2. UI 고려 요소의 분류 

앞서 수행한 사용자 행태 정보의 단계별 구조 분석을 통해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각 단계별 제공해야 될 시스템의 

UI 고려 요소를 추출한다. 

 

 

 

 

 

 

 

 

 

 

그림12. 사용자 행위 구조 분석을 통해 추출한 UI 고려 요소의 분류 

UI 고려 요소는 [그림12]과 같이 User / Time / Position / 

Object / Environment로 분류한다. 이는 사용자 행위를 발생 

시키는 요인이자 문제를 발생 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또한, 분류된 UI 고려 요소에 대한 기능 수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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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다. 추출한 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 수용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적

용 가능한 UI 고려 요소의 적용 우선 순위를 밝힌다. 

 

 

 

 

 

 

 

그림13. UI 고려 요소의 분류(요소, 기능 수용도 및 만족도) 

 

본 연구에서 UI 고려요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User: 사용자의 내/외적 특성 정보(사용자의 키, 움직임 

등)로 인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나) Time : 시간(계절, 요일. 시간 등) 정보로 인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다) Position/Space: 사용자 혹은 제품의 위치/거리/공간 등

의 정보로 인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라) Object: 사용자 주변에 있는 도구/도구의 기능 정보로 인

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E) Environment: 사용자의 외적 환경적 요소(날씨. 온도. 습

도 등) 정보로 인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STEP C.  UI 해결 방안의 도출 단계 

마지막 단계인 UI 해결 방안의 도출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환경에서의 사용자 역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에

서 시스템 및 시스템 컴포넌트가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 혹

은 기능을 어떻게 제공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UI 해결 방안 추출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System Action 

정보 중 What 과 How 정보 이다. What 정보는 어떤 시스템 

및 시스템 컴포넌트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How 정보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며, 이는 곧 미래 환경에서의 시스템 역할을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요소 및 적용 가능

한 기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역할(System Action) 정

보를 도출해야만 한다. 

 

C1. UI 고려 요소의 분류 

UI 해결 방안의 도출 과정에서는 앞서 추출된 UI 고려 요소

를 [그림12]와 같이 사용자. 현관문. 방문자로 분류한 후 미

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UI 고려 요소를 각각의 

시스템 및 시스템 컴포넌트로 분류한다.  

이 같은 분류의 목적은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해 UI 고려 사

항이 1) 어디서 추출이 되었는지. 2) 사용자와 제품(현관문) 

환경 내 UI 고려 사항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및 시스

템 컴포넌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12. 사용자-제품의 인터랙션 환경에서 UI 고려 요소의 분류 

또한. 현재 환경에서 발생한 모든 UI 고려 요소는 미래 환경

에서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의 인터랙션 환경 내 존재하는 시

스템 및 시스템 컴포넌트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림13]과 같이 시스템과 시스템 컴포넌트만을 남겨둔 채 사용

자와 방문자를 제거한다. 

 

 

 

 

 

 

 

 

 

 

그림14. UI 고려 요소를 통한 UI 해결 방안 도출 

이는 미래 환경에서 제품과 사용자의 인터랙션 특성이 시스

템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이로 인해 사용

자 보다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

다.  

[그림 14]와 같이 사용자와 방문자를 제외하면 [그림 15]의 

좌측과 같이 해당 시스템 및 시스템 컴포넌트가 고려해야 되

는 요소들이 분류 된다.  이 같은 고려 요소를 중심으로 디자

인 방법에 대한 아이데이션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15. 시스템의 UI 해결 방안 도출 과정 

디자인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데이션 단계에서는 UI 고려 요

소의 우선순위와 적용 가능한 기술, 적용 가능한 인터랙션 

요소를 설정하고 사용자 행태에 맞는 Conceptual Model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프로토

타입(prototype)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좀 더 완

벽한 제품 혹은 컨텐츠를 개발한다. 

2권 392



예> 인터폰(System)의 외부 카메라(System Component)  

[그림15]와 같이 외부 카메라는 사용자의 키(height), 사용자

의 움직임(Action), 사용자의 위치(Position), 사용자와의 거

리(Distance), 카메라 시야(Visual field)등의 UI 고려 요소를 

고려하여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 해야만 한다. 이에 각 요

소 별 조사자의 Insight를 추가하여 아이데이션에 필요한 정

보를 정리한다. 그 결과 [그림15]와 같이 One Mirror / 

Multi-Camera / Moving–Camera 등의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가 있었다.  

[외부 카메라의 Conceptual Model 요구 사항] 

1) 외부 카메라는 방문자의 키(Height)의 높/낮이에 관계 없

이 모두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2) 외부 카메라는 방문자의 움직임(Action)에 의해 시야를 

방해 받지 않고 모두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3) 외부 카메라는 현관문 밖 방문자의 위치(Position)에 관계

없이 모두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4) 외부 카메라는 방문자와의 거리(Distance)에 관계없이 모

두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5) 외부 카메라는 현관문 밖의 정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야(Visual Field)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림16. UI 해결 방안 도출 과정을 통한 Conceptual Model 

[현관문의 Conceptual Model 요구 사항] 

1) 미닫이 문의 형태는 방문자의 의도에 의해 문을 열 수 있

는 형태를 갖고 있어 위험하다. 

2) 현관문 Open시 방문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의 

열림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관문 Open시 환경에 요인에 따라 문이 도중에 닫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4) 소포 및 물품 반입 시 방문자의 출입 없이 물건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17. UI 해결 방안 도출 과정을 통한 Conceptual Model 

위와 같은 외부 카메라 및 현관문의 UI 고려 요소는 방문자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시퀀스에서만 추출된 일부분

의 정보에 해당 되며 방문자 확인이 아닌 다른 목적을 수행

하는 행태 정보에서도 외부 카메라 및 현관문에 대한 UI 고

려 요소 를 추출하여 제품을 개발 시 고려해야만 한다.  

위와 같이 현재 환경에서의 제품 사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용자 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사

실적인) UI 고려 요소와 UI 해결 방안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렇게 제공된 단서를 기반으로 디자인 해결 방안에 대한 

Insight를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다,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

조 분석을 통해 추출한 UI 고려 요소는 Insight를 추출함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아이디어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 환경에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

출 함에 있어 기술 중심. 디자이너 및 기획자의 직관적인 아

이디어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

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서비스 요구사항. 기능 요구 사항 등

을 추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8. UI 모델링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링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 과정부터 UI 해결 방안의 도출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7]에서와 같이 미래 제품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어디서 추출이 되었는지. UI 고려 요소

를 제한된 환경 내 어느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며. 해

결 방안은 어떻게 추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UI 고려 요소 및 해결 방안의 체계적인 관

리 시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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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UI 모델링 적용 결과 

UI 모델링 개발을 통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행태 정보의 수집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미래 

제품은 고도의 확장된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

에 현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총체적인 행태 정보를 수집해야

만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행태 정보가 갖고 있는 단계별 구

조를 정의하고, 수집된 사용자 행태 정보를 단계별 구조적 

특성에 의해 효율적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한 UI 고려 요소의 도출 프레임

을 제안하였다. 미래 환경에서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과 디자이너의 직관

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추출하고 있다. 미래 환경은 고도의 

사용성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런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용자에게 사용성의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 

행태 정보의 구조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고려 요소를 보

다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한 UI 해결방안의 추출 프레임

을 제안하였다. 미래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특성은 사용자의 

역할보다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더욱 확장되어 간다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

태 정보(User Action)를 기반으로 미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할 시스템의 역할 정보(System Action)을 추출하는 프레임

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미래 제품 개발 환경은 [그림19]와 같이 단일 제품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환경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체하는 환

경(Automation/Convergence/Context-Awareness)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제품 개

발 환경에서는 현재 환경 보다 사용성이 확장된 형태의 

고도로 지능화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며, 기술 중심

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제품간의 인터랙션 환경의 

이해를 통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19. 제품 개발 환경의 변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효율적인 

UI의 디자인을 위하여 사용자의 실 생활에서 수집된 사용

자 행태 정보를 UI 설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링은 [그림20]에서와 같이 현재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환경에서 사용자의 제품 사용 단계별 제공해야 될 

시스템 역할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다.  

 

 

 

 

 

 

 

그림20.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한 시스템 역할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링 방법은 사용자 행태 정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규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필요한 UI 고려 요소를 추출하거나 시스템

의 안정화 단계에서의 UI 고려 요소를 재 검증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툴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서 사용자 행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 

기획자 및 인터랙션 디자이너에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UI 설계 방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용자의 기록에 의존한 수집 방법으로 인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

용자의 행위 관찰 범위 및 수집 방법의 확장과 더 나아가 사

용자의 행태 정보를 DB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링 방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최적화된 형태의 모델링을 제안

하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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