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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어떠한 가 

치를 부여하는지를 탐색하여 그 가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Keeney가 제시하였던 “가치중 

심사고(value-focused thinking)”의 방법을 활용하여 22명의 사용자들을 인터뷰하였고 이러한 인터뷰들에 

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바라는 바를 중심으로 435개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진술들 

을 정성적 방법으로 정화하여 166개의 '가치' 진술을 도출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사 

용자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부여하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37개의 목적(objectives)을 확정하였다. 이 

목적 진술들간의 관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바라보는 가치의 구조이므로 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시행하여 수단목적 (means-objective)와 목표 목적 (ends-objective)들로 분류하였고 수단과 목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을 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바라보는 가치의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고 심화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is study, a value framework for ubiquitous computing is developed and presented. Using 
value focused thinking' approach suggested by Keeney, twenty-two potential users of ubiquitous 

computing were interviewed and 435 statements were obtained from these interviews. Subsequent 
purification and redundancy removal process reduces these 435 statements into 166 objectives users 
have in their mind when thinking about ubiquitous computing. These 166 objectives were again 
simplified into 37 objectives by clustering.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hese objectiv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a means-ends network diagram by analyzing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them. Resulting means-ends network reveals the value framework inherent within the perception of 
users, This framework will be useful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in ubiquitous 
computing as well as developing technologie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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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 

다. 기술적으로 심화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 

고 있고,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 

고 있으며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기술이든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실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활용하기 

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개인 

적 수용이 기술 자체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가치를 부 

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데 이 

러한 기회의 발견은 시장의 발굴과 직결된다.

시장에서의 기회란 새롭고 가치가 있는 고 

객의 경험을 창출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못한 

고객의 요구를 찾아 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6]. 유비쿼터스 컴퓨팅도 기술 발전 단계 

와 병행하여 고객과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 

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서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 

스 컴퓨팅에 사용자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 

는가를 조사하였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새로 

이 개발되 어 가는 기술임을 고려하여 실제 사 

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일차적으로 조 

사할 수 있는 '가치중심사고' 의 방법론을 활 

용하였는데 이 '가치중심사고' 방법론은 선 

행 이론이 없는 분야에서 실제 가치를 들추어 

내어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탐구적 조 

사방법론이다. 가치라고 여겨지는 목적 

(objectives)들을 도출하여 내고 정화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단?목적 네트워크를 도 

출하는 데 이 수단?목적 네트워크는 사용자 

의 가치관들의 상호관계와 구조를 나타내어 

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하여 사용자 

들이 어떠한 가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가를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학술적으로는 여기서의 가치 프레 

임워크가 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마지막 장에 

서는 이러한 가치 구조를 활용을 돕기 위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유비쿼터스 가치에 관한 

연구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새로이 등장하는 기 

술로서 그 정의도 아직 불명확하며 기술의 발 

달에 따라 주로 미래의 모습을 추론하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유비쿼터스에 있어서 

의 가치(나 관점)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한가지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에서 도출되 

는 다섯 혹은 여섯 가지 관점에서 다른 측면 

들을 강조하는 가치관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팅이란 네트워크로 연결된 어떠한 장비들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 이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 

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 

한 기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으 

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관점에서 그 기술 

적 가치를 찾고자 하고 있다[1,5,7,11].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위에서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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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5가지 관점

관 섭 공 ir 가
사 람 누구나 (anybody)
시 간 언제나 (anytime)
장 소 어디서나 (anywhere)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any service)
장 치 다양한 기기 (any device)

Technology Enabler | 

.
Component Provider | 

.
Set I

System Integrator
은 개발 인프라 구축, 장치,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비즈니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에 가입된 사용자 누구에 

게나 언제 어디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단말 

기를 통해서 원하는 사용자와 통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자에서의 관점은 사용 

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지금, 여기서, 원 

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기기를 통해서 받는다 

라는의미로바뀌어야하며 이러한변화는그 

내재된 가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함 

축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실용화 되 

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관점의 차 

이를 내재된 가치구조를 파악하여 연계하고 

이러한 연계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여 

야 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치에 관한 다른 연 

구들은 주로 비즈니스 가치에 관한 연구들로 

서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시 

각들에서의 가치는 대부분 가치사슬의 개념 

으로 연관지어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하고 비

Value-added Service

〈그림1〉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치시스템[17. p. ®]

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이 

어지고 있다[17].

하지만 이러한 공급자에서의 관점에서 본 

가치 체계들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 사슬과 

부가가치의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치와 연결되기에 그 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 

자 가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 가치중심사고

가치 중심 사고 (V alue-focused thinking : 이 

하 VFT)[9,1 이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서 대안(alternatives)에 근거한 의사결정보다 

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value) 에 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이다. 

실제 상황에서 이끌어주는 이론이 없이 현상 

을 파악하여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탐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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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으로서 실제 고객들이나 사용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 

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를 정의하여 놓 

은 방법론이다.

VFT 방법론은 상황의 평가에 있어서 가치 

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의사결정을 포함한 많 

은 행동에 있어 행동의 주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를 찾아내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있어서 사 

용자가 기대하는 가치들의 구조를 도출해내 

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이를 바라 

보는 사용자들의 내재 가치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이다.

VFT 방법론은 서로 구별되는 단계들로 이 

루어져있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들 

의 희망 리스트(wish list)를 작성하고 사용자 

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성적으로 찾 

아낸다.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 

재 가치를 찾아 내는 것 이 주안점으로서 질문 

을 정화하고 심화시켜나가는 유동적 인 인터 

뷰 기법들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이다.

희망 리스트 수집 작업이 끝나면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한 희망리스트를 목적문의 형태 

로 재구성 한다. 표준화를 해서 다른 진술들 

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본 단계에 

서는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방향성 동사와 이 

러한 변화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필수적이 

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문의 경우에는 단순한 문 

장으로 분리하며 방향과 대상이 동일하게 중 

복되는 진술들은 정리된다.

이러한 진술들의 표준화를 마친 다음에 표 

준화된 진술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가치 프레 

임워크를 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성적 분 

석 방법을 동원하여 클러스터링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클러스터링된 기본 가치 

(value)에 관한 진술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수단-목적 네트워크 (means-ends network)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 (ends objectives)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목적 (means objectives)을 구별 

하고 서로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가치들의 구 

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목표 목적과 수단 목 

적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WITI(What is that important?) 테스트를 인 

터뷰한 연구대상들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일 

반 진술들간의 관계를 규명해간다.

VFT 방법론을 통하여 1999년 Keeney는 인 

터넷 커머스에서 고객 이 느끼는 가치에 대해 

서 연구하였다[8]. 고객 관점에서 인터넷 커 

머스의 가치를 VFT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인 

터넷 커머스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해하 

고 관심 이 있는 20 ~30대 남녀 22명을 개별적 

으로 인터뷰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관한 사용자 가치구조 연구 5

4.1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은 20~30대 사이 

의 대학생 12명, 직장인 10명, 총 22명에게 실 

시하였으며, 이중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 이다.

희망 리스트 작성을 위해 연구 대상자를 직 

접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유비쿼터스 컴 

퓨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컴퓨팅 

에 관한 사전 설명 회를 실시하였고 이 중 관 

심이 높은 사람들을 선정하여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랜덤 샘플링은 아니 

었지만 인터뷰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면서 원 

하는 바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정성적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한 수의 샘플로 보인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리스 

트로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화 

(Minority Report, The Island) [15, 16]의 내 

용을 언급하였으며 작성시 설문 대상자의 일 

상을 바탕으로 아침 기상에서 저녁 취침에 이 

르는 하루 생활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유비 

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상 

상하여 보도록 유도하였다.

희망 리스트 작성상의 바이어스(bias)를 피 

하기 위해서 다른 설문 대상자의 리스트를 언 

급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설문지에 제시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는 뉴스를 제공받는다”, '■냉장고에 기한 

이 지난 음식을 미리 알려준다”, 문이 자동 

으로 나를 인증해서 열어준다” 등의 3가지 예 

문 이외에는 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뷰 

시 사용된 질문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 

해 어떤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까?” 이 

었다. 희망 리스트 작성이 끝나면, 각각의 리 

스트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이 

유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전달 받을 수 있 

는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가치구조의 탐색을 위해 반복적으로 "왜”, 

“어떻게”의 질문으로 자극을 주어 생각나는 

대답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22명 

을 대상으로 298개의 초기 희망 리스트 와 이 

에 대한 이유로 심화된 진술이 137개를 수집 

하여 총 435개의 진술을 확보 하였다.

4.2 가치 일반화와 분류

다음 단계로는 일단 수집된 435개의 진술을 

일반화된 목적문(objectives)의 형태로 변환하 

였다. 여기서의 목적문은 행위나 선호의 방향 

성 (direction of preference)을 나타내는 동사와 

이러한 방향성을 받아주는 목적물(object)로 

구성되어 다른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으로 표준화하는 과정으로서 표준화를 

통한 정화(purification)와 이어서 중복되는 진 

술들을 찾아내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기능만을 추가할 수 있 

는 기기를 통해 구매 부담을 줄인다' 라는 진 

술의 경우 '기기가 원하는 기능만을 가질 수 

있다' , '구매 가격 부담을 줄인다' 라는 형태 

의 단일 진술로 분리하였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진술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1 

개로 통합하고 나머지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화과정을 통하여 435개의 희망 리스트로부 

터 방향성과 대상을 가진 166개의 목적문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는 두 명의 연구자가 

별도로 정화과정을 진행하여 중간에 서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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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고 논의를 통하여 다시 정화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목적문화를 통한 정화과정의 다음 

과정으로는 이러한 목적문들의 내면에 잠재 

하고 있는 내재 변수(latent variables)들을 찾 

아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그 

룹화(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을최소화 한다' , '안전을 

보장 받는다' , '안정감을느낀다' , 위험을사 

전에 예방한다' 등의 진술은 모두 유사한 가 

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전성을 

보장한다'와 같이 포괄적 인 내재 변수로 변 

환하고자 흐］는 것이 포커스 그룹의 목적 이며 

이를 위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이 있 

는 직 업을 가진 전문가 3명을 섭외하였다. 전 

문가의 선정 기준을 학위나 외부적인 개연성 

보다는 실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일 

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서 선정을 하였으 

며 게임개발경력자, 시스템개발자, 산업공학 

관련학과 교수, 이렇게 세 명을 선정하여 

Q?sort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사용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치들로서 37개의 클러스터가 본 포커스 그 

룹에서 확정되었다.

4.3 수단-목적 네트워크 작성

다음 과정은 위에서 확정된 37개의 그룹 목 

적문간의 상호 관계를 밝혀 수단-목적 네트 

워크를 작성하는 것이다. 수단목적과 목표목 

적의 구분은 목적문들간의 관계로 구성 이 되 

며 이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 중 4명을 다시 

섭외하여 WITI (Why is that important?)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WITI테스트는 인터뷰 대 

상자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라는 의사결 

정 정황에서 왜 도출된 목적문 들이 중요한가 

에 대해서 답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떤 목적 

문은 다른 목적문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 

다고 답하는 경우 수단목적이 되는 것이며, 

어떤 목적문은 현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 인 이 

유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거나, 최종적으로 다 

른 목적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 

하는 경우 목표 목적 이 된다.

37개의 카드에 각각의 목적문을 나타낸 진 

술을 적은 후 4명의 대상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카드에 대한 설명 및 WITI 테스트 수행 

을 통하여 카드를 배 열하는 것만 돕고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대상자들간의 토론만을 통해 

정립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선호 정보의 

제공 이 중요한 것은 개 인화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때문이며, 동시에 개인 활용성의 극대 

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 

다. 최종적으로 개인 가치의 극대화 및 개인 

화를 높이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37개 목적 

문들이 WITI 테스트를 통하여 9개의 목표 목 

적 (ends objectives)과 28개의 수단 목적 (means 

objectives) 으로 구분되 었다〈표 2 참조〉. 이 렇 

게 확정된 수단 목적과 목표 목적들은〈그림 

2〉과 같이 수단과 목적간의 연계관계를 나타 

내는 수단 목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본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 

용자들이 바라는 가치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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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적문 리스트 （총 37개）

목표 목적 （9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6 비용을 최소화 한다.

2 안전성을 높인다. 7 자유를 극대화 한다.

개인 가치를 극대화 한다. 8 유용성을 높인다.

mi 개인화를 높인다. 9 기기의 휴대성이 높아야 한다.

5 貞리貞을 극대화 한다.

（쾛 餐|言籌昏器 131 豎 IMIIIHUI 潔 1111粽^号i 적 (28가］ 훡|||||쳬

1 환경을 의식하지 못한다. 15 익명성을 높인다.

2 정보 누락을 방지한다. 16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3 선호하는 정보만을 받는다. 17 정확히 나를 인증해준다.

■III 상황에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18 다목적 기능을 지원한다.

5 기기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19 환경으로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으 요금이 저렴해야 한다. 20 개인 노력을 최소화 한다.

기기는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 21 원하는 장소를 지원한다.

8 1 기기를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22 원하는 시간을 지원한다.

는 필요한 옵션만을 가진다. 23 개인 선호 선택을 지원한다.

—쓰」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24 개인 보호를 지원한다.

11 대안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25 특정 순간을 지원한다.

12 개인 관리를 돕는다. 26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11紮11 계획성올 높인다. 27 나를 위한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다.

14 기기는 개인 선호를 학습한다. 28 시간을 절약한다.

5. 결과의 해석 및 활용

위에서 포커스 그룹과 WITI 테스트를 활 

용하여 개발한 수단-목적 네트워크는 사용자 

들이 분석한 유비쿼터스의 가치의 집합체이 

다. 본 장에서는 이 수단 목적 네트워크에 나 

타난 사용자의 가치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부분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목적으로 자주 언급 

되는 개념으로서는 장소, 인간, 시간, 디바이 

스, 서비스의 다섯 가지 정도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특정 다수에게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그 목적 이라고 알려져 있다. 반면 

에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이 다섯 가지 관점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 

는 것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미일 것이다.

실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하여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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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undamental
I Objectives

Means Obiectives

〈그림 2>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용자의 수단-목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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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biectives :Fundamentar 1
! Objectives I

丞而청聲한 f、 
一쁘으!흐—丿

얀 션室서贸쟤囊
*笠三三:二二三三:二二二三

의시겨정치뗭

[ 弗瓣务窟曇먾

、、-……______________

「젏壁누辟바치 

...... .............. ...

원하摆하경案 초蓉

패현예 aw waj

恩鸯한 개얀 서出스

〈그림 3> 서비스 관점의 수단-목적 네트워크

쿼터스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개발자들은 공 

급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괴리들을 플랫폼 

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의 디자인을 통 

해서 좁혀나가야 한다. 이 괴리를 좁히는 활 

동이 바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개발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위에서 도출한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수단 

목적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요소들 

만을 추려내 어 단순화한 네트워크가〈그림 3> 

이다. 그림 3의 오른 쪽에는 최종적으로 사용 

자들이 바라는 가치로서 다섯 가지 항목을 나 

열하고 있는 데

- 개 인화를 높임

・ 개인 가치의 극대화

・ 편리성의 극대화

- 유용성을 높임

■ 비용의 최소화

의 다섯 가지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적인 가치들로서 열세 가지의 목적문들이 

그 왼쪽에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열세 가지 

의 수단 목적문들과 최종 목적문들은 화살표 

로 연결되어 그 연계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각각의 경로는 유비쿼터스 디 

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최종목적 인 개인가치 

의 극대화의 선행 목적으로는 계획성을 높임, 

의사결정 지 원, 상황에 정 확한 정보 제공으로 

연결되는 데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 

자가 상황정보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를 개 인의 계획에 반영하여 개인이 활용할 가 

치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나 디바이스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서로 작동되도록 디자인 

되는 것이 가치체계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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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서는 맨 위에 있는 경로에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학 

습하면서 정확한 개 인인증을 하고 이러한 선 

호도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서 선호 정보를 제 

공하여 전체 망의 개 인화를 높여 야 한다는 메 

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실제 망과 데 이터베 이 

스의 디자인에 이러한 순서를 따른 디자인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종합하여 보자면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개 

인화를 높임' , '편리성의 극대화' , 비용의 최 

소화 와 같은 공통적 인 목표 목적들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목적 

을 최종 목적으로 착각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장치와 서비스가 서로 부합되어 

개 인화라는 목적을 이루어 주는 형태로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의 이동통신에 

비하여 더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화된 기기의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이며, 

서비스 이용 및 기기 구매에 대한 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요금 체계를 사용 

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결 론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사회 전반 

에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비 

즈니스 활용을 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용자 

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사전적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사용자들의 가치 추구 방향을 이해하 

는 것은 향후 새로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일 것이다. 디바이 

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사회가 개 

발되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의 가 

치를 전달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참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사용자들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연구하여 유비쿼터스 컴퓨 

팅 기술들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면서 사용자들의 가치가그 이전과는 어떻게 

달리 변화 되었는가를 이해하여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좀 더 많 

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대 

상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찾 

아 볼 수 있을 것이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 

용자 가치에 대한 연구가 아직 유년기 임을 감 

안할 때 연구 대상은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정성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객관화된 방법론 기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더라도 완전하게 주관적 의견이 배제되었다 

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는 검증이 필요 

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본격적으 

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가 아닌 상상에 의한 기대 가치 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영화 및 문헌 등을 통 

해서 사전에 받아들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 

구 대상자들의 머리 속에 형상화된 내용이 반 

영된 것일 수 있다. 또한, 현재 모바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대 가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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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치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하고 순화, 정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좀 더 객관적 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연 

구도 필요하며 여기에서 구성된 가치 네트워 

크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는 정성적 심화 연 

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다각적 

이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가 실용 

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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