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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소규모화 된 가족 형태는 자녀의 사진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행태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주

로스마트폰을이용하여촬 하고,SNS나문자메시지를통해가족들사이에아이사진을공유하거나모바

일커뮤니티개념의공간에자녀사진을올려공유하는행태가두드러지고있다.이 듯스마트폰을이용한

사진 촬 과 공유가 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을 경우 백일이나

돌잔치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사진을 는 이벤트 발생 시,다양한 아이의 사진을 일일이 서로 달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한데 모아서 보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한 출처가 제각각이므로 사진 리가

어렵다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이 각각 은 사진들을 특정한 공간에 모아 간편하게 정리하고,가족구성원이 직 참여하여 모바일

앨범을 제작하는데 최 화된 UI를 제안하 다.

■ 중심어 : 공유 스마트폰 가족 사진 관리

Abstract

Therecentsmall-scaledfamilyform ismakingagreatinfluenceonsharingpicturesoftheir

childrenwithfamilyaswell.Asparentsareusuallytakingpicturesoftheirchildrenwiththeir

smart-phones,theform ofsharingpictureswithfamiliesthroughSNSortextmessagesor

uploadingpicturesoftheirchildreninmobilemini-homepageisbecomingprominentthesedays.

Butwheneventsofaneachfamilymembertakingpicturesoccur,suchasin'thehundredthday

party'or'firstbirthdayparty'andexchangethem throughtextmessagesorSNS,itwouldbe

difficulttogathertheirchildren'spictureandview them alltogetherotherthantheonesthat

theytookthemselvesasitisdifficulttosendeachandeverypicture.Also,anotherproblem of

managingpicturesoccurbecausethesourceofpicturealldifferfrom eachother.Therefore,to

solvetheseproblems,thisstudyintendstosuggestaco-familymanagerialphotomanagement

mobileapplicationUIforfamilymemberstoparticipateingatheringandorganizingpicturesthat

theytookwiththeirownsmart-phonesinaspecificspaceandproduceamobilealbum.

■ keyword : Sharing Pictures Smart-phones Co-family Managing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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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4인 가구의 비율이 38.6%에서

35.3%로 감소했으며,노인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85.6%에서 70.4%로 감소했다[1].이는 차 가구가 소

규모화하는방향으로변화한다는것을보여주며,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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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형태의변화는자녀의사진을가족들과공유하

는 행태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에는 자녀의 사

진을인화하여공유하거나가족들이한데둘러앉아앨

범을함께 보는 형태의 공유가 일반 이었으나 최근에

는SNS나문자메시지를통해사진을공유하거나카카

오스토리와같은모바일커뮤니티개념의공간에자녀

의 사진을 올려 공유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 과 공유가 격히 늘어

나고는있지만문자메시지나SNS를통해사진을주고

받을경우 백일이나돌잔치처럼 가족 구성원들이각각

다른각도나시선에서 은다양한아이의사진을일일

이 서로 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은 아이

사진 외에 아이 련 사진을 모아서 보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한 사진의 출처가 제각각이므로 사진 리가

어렵다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

원이제각기 은사진들을특정한공간에모아간편하

게정리할수있고가족이직 참여하여 모바일앨범

을제작할수있는가족공동 리형사진공유모바일

앱 UI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사진공유 사진분류방법을다룬연구와 련자

료들을 통해가족구성원들이 스마트 폰을이용하여 아

이의 사진을 공유할 때 나타나는 문제 사회 요

구에 의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련 자료 분석과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도출하고,자녀사진앨범 기타사진

리와 연 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벤치마킹하 다.

리서치 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그에따른3가지주

기능을 정의하여 최종 인 UI설계와 와이어 임을

제시하 다.

Ⅱ. 선행 연구 및 관련 APP 분석

1.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사례 검토

스마트폰이용행태에따른연구사례는크게두가지

방향으로검토하 다.먼 스마트폰을이용해사진을

촬 하는 행태에 한 연구 사례이다.마 인사이트

가 스마트폰 보유자 3만8173명을 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스마트폰 보유자의

반은 주 3회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

을 촬 한다고 답했고,무엇을 주로 는지에 한 질

문에는 가족사진을 촬 한다가 43%,본인(셀카)39%

등 순이었다[2].

다음으로 살펴본 사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들이 특정한 공간안에서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질 때

의행태를알아보기 한사례들이다.모바일앨범이라

는특정공간에서가족간의사진공유 댓 기능을

통해동질감과공감 형성의기회가많아짐에따라서

로의유 감을높여 수있다고할수있는데,이는디

지털시 를살아가는가족들이가족간의 면 을

통한 커뮤니게이션 이외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커뮤니

이션이활발히일어나고있으며,이러한 상은변화

의시 에맞춰가족 계를유지하고나름의집단정체

성을형성하기 한 략 수단이기도하는 을김종

길,박수호(2010)의 “디지털시 의 ‘가족 명’:신화인가

실인가?”에서 언 하고있다[3].

2. 사진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사례

장철진(2010)은 “그룹 사용자를 한 용량 디지털

사진 리 방법론”에서 기존에 발표된 디지털 사진

리에 한 연구 부분이 특정 개인의 사진 데이터에

해 클러스터링1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진을검색하는

데 심을 두고 있음을 언 하고 있다[4].이 연구에서

는기존의사진과함께제공되는EXIF2[5]와같은부가

1)집단화[clustering,集團化],서로근 한 치 는같은장소에있

는복수의입출력장치나단말장치등을하나의집단(다발)으로집

제어하여,이들장치상호간에통신할수있고단일통신채 을

공유하여주컴퓨터와통신할수있게하는기술.유사성과같은어

떤개념을바탕으로데이터를몇개의집단으로분류하는방법이다.

문헌 검색이나 유형 인식을 비롯하여 생물학,의학,경 학 등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취 하는 데이터의 성질이나 분류의 목 에

따라 많은 방법이 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858059&cid=391&categoryId=391,네이버 IT용어사 ,한국정보통신

기술 회)

2)촬 시각을 비롯한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 래시 상태,ISO,화

이트 밸런스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는 JEIDA에서 만

든표 메타데이터규격으로거의모든카메라제조사가이를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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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형태 작성 형식 사진 리
방식

제시된
템 릿

베이비와

팔로우, 
팔로잉 기능이 
있는 모바일 
성장앨범 앱 

부모의 메인 
페이지 내부 

게시판 

폰 내부 
저장 사진을 
앱 내부로 
불러들임

1가지

SN Diary
베이비
키즈

가족 사진 
일기 앱

게시판 

폰 내부 
저장 사진을 
앱 내부로 
불러들임

1가지

Tidy
사진 정리 및 

관리 앱
각각의 

앨범 형식

APP에서 폰 
내부 

전체사진 
관리 가능

3가지

스토리 
박스

모바일을 
이용한 앨범 
제작 앱

웹을 이용한 
포토북 제작 
형식과 유사 

카카오 
스토리나 폰 
내부 저장 
사진을  
불러들임

1가지

공유형태
방법

작성후보기
형태

장 단

베이비와

팔로워 및 
공개 카페 

공유나 SNS 
공유

자녀별로 
앨범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음

부모 중 
한사람만이 
앨범 작업에 
참여 가능

SN Diary
베이비
키즈

앱으로 초대 
및 추가한 

가족들과 공유 
가능

정보 
페이지에서 

참여 
가족관계 
확인 가능

자녀별 구분 
없이 

새게시물이 
순서대로 
올라오며

조작이 어려움

Tidy 공유 불가

사용자 
선호에 따라  
그룹화 가능
 사진의 
EXIF정보 

확인이 가능

앱 내부로 
불러들인 후 
사진 삭제가 

불가
어려운 조작법

스토리 
박스

공유 불가
조작이 쉽고 
결제까지 
간편함 

카트에 담은 
후 내용 

확인이 불가
제시된 

템플릿이 하나 
밖에 없음

정보에기반한클러스터링방법외에사진 리기능을

그룹사진으로확장하여사용자의사진 리상요구충

족을 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하 다.

한최재용(2012)외3인은“스마트폰에서계층모델

기반의사진자동분류 사진탐색기”에서PC에비해

제한된 처리능력과디스 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

에서 날짜/시간,GPS정보를 추출한 뒤,계층 모델을

생성하고,계층 모델에 따른 사진 분류가 가능한 방법

들에 한연구를통해스마트폰내에서의효율 인사

진 분류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6].

앞선두연구를통해스마트폰에서도효과 인사진

클러스터링과 분류가 가능하다는 기술 효용성을 확

인할수있었으며,특히가족구성원들이각각다른기

종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아이의 사진을 촬 한 후

특정한공간에 량의사진들이모 을때이를효율

으로분류,앨범에 용시킬수있는기술 기반이마

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APP 분석

표 1. 관련 APP 분석표1

고 있고 휴 폰 사진에서도 EXIF의 일부 태그 정보를 제공한다[7].

표 2. 관련 APP 분석표2

의 4가지 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장단 들을 통

해 사진 정보에 따른 자동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과 단순거리별정렬이나사진모양별방식이아닌사

용자가직 선정한의미있는분류법을기 으로사진

을분류할수있는기능의필요성을찾을수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의가족들이 함께사용해야 하므로 복잡

하지않은단순한UI설계가필요하다는 과단일사용

자가 아닌 가족 심의 공유 공간 기능이 필요하다

는 기회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

Ⅲ. 사용자 조사

1.1 사용자 대상 선정 및 조사 내용

가족공동 리형사진 리앱에 한니즈를조사하

고그에따른UI디자인방향을수립하고자20∼30 의

부모 미취학 는 등학생자녀를둔6명을 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본 연구가 가족의 사진 공유

리와간편한앨범인화를 한앱으로부모이외에

조부모나친척에 한데스크분석 조사가필요하나

상 선정을 와 같이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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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뷰 문항별 %
 자녀 

사진촬영 
주요 매체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모두 주로 사용 66.6%
스마트폰만 주로 사용 33.4%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 수 

1500장 이상 16.7%
1500장 미만 1000장 이상 50%
1000장 미만 500장 이상 33.3%

사진 보관 
방식

네이버N드라이브와 같은 시스템 이용 16.6%
 컴퓨터 하나의 폴더에 몰아서 보관 66.8%
외장 하드 이용 16.6% 

사진 그룹화 
방법

이벤트 별로 정리 16.6%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기본 설정인 날짜별 83.4%

사진을 가장 
많이 찍게 될 

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50%
100일처럼 특별한 날 50%

가장 
간직하고 
싶은 자녀 

사진 

예쁜 짓할 때 33.3%
가족끼리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 10%
성장할 때의 모든 모습(항상) 60%

사진 공유 
대상

조부모, 자녀의 이모나 외삼촌 등의 친척, 
남편(아내) 100%

사진 공유 
목적

아이의 성장 모습이 궁금해 사셔서 16.7%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멀리 살기 때문에 50%
 나만 있을 때 한 예쁜 모습을 보여 주려고 33.3%

사진 공유 
방법

특별히 공유하지 않음 7.75% 
싸이월드 7.75% 
카카오스토리 23%
사진 인화 23%
 카카오톡 및 메신저 서비스 38.5%

최근 3년간 
사진 인화 

빈도

(최근 3년의 제한은 조사 대상자 자녀의 연령 기준)
1년에 1-2회 50%
1년에 3-4회 33.3%
6개월에 1회 16.7%

사진인화의 
필요성

낮음 16.7%
높음 50%
보통 33.3%

인화하지
못하는 이유

필요가 없어서 16.7%
시간이 없어서 33.3%
사진의 양은 너무 많아 정리하지 못해서 50%

사용자 인터뷰 일럿 인터뷰를 통한 아이 사진

공유 사진 리에 한조사에서부모와조부모,친

척간의요구사항이큰차이 이없음을확인하 다.

김원(2012)과 최두진,정부만(2012)의 실태조사에서 최

근 50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빈도가 2010년

38.3%에서2011년40.8%로증가하고[7]50 와20 의

정보화 사회에 한 응력 종합 격차가 2010년

비 1.5%가 감소[8]하는 추세라는 에서20∼30 부모

나 친척들과 조부모의 역할별 앱 사용성과 데스크 별

차이 은 배제하 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사진을 촬

한후 리하는방법 부부를비롯한다른가족들과

사진을공유하는방법,백일이나돌과같은특정이벤트

가있을때 은사진을 리하는방법등을 악하고자

하 다.조사 상자의 인 사항은 [표 3]와 같다.

표 3. 사용자 조사 대상

NO. 연령 성별 자녀 직업
1 29 여 1남 1녀 전업주부
2 39 남 1남 1녀 철강회사 근무
3 34 여 1녀 의류 디자이너
4 30 여 1남 제과회사 근무
5 34 여 1녀 전업주부
6 34 여 1남 웹 디자이너

1.2 사용자 조사 결과

표 4. 사용자 인터뷰 질문 문항

질문 문항

사진 
정리 및 
관리 

자녀의 모습을 주로 무엇을 이용하여 촬영하는가?
사진을 촬영한 후 어떻게 보관하는가?
촬영된 사진은 어떻게 구별하여 보관하는가?
특별히 사용하는 사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할 때 불편한 경험이 있는가?
아이 사진을 보고 싶을 때 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의 사진은 총 몇 장인가?

자녀 
사진을 
찍는 
목적   

1. 주로 언제 자녀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2. 가장 많은 사진이 발생하는 날은 언제인가?
3. 가장 간직하고 싶은 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진 
공유의 
목적 및 
방법

촬영한 자녀의 사진을 누구와 공유하는가?
사진을 공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진 공유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하는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녀의 사진은 어떻게 공유 받는가?
사진 공유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 

사진 
인화 및 
앨범의
 필요성

1. 촬영한 자녀의 사진을 얼마나 자주 인화하는가?
2. 인화된 사진은 어떻게 보관하는가?  
3. 자녀의 사진을 앨범의 형태로 제작해 본적 있는가?
4. 인화된 사진 앨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사진 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유는 무엇인가?
6. 필요성은 있으나 앨범 제작을 하지 못할 경우 이유는 무엇
인가?

표 5. 사용자 인터뷰 결과

조사결과를통해얻어진사용자의니즈는크게세가

지로나타낼수있다.첫번째는스마트폰의보 이후

부모들이자녀의사진을손쉽게어디서든촬 할수있

게됨으로써사진의양이이 보다훨씬많아져자신의

스마트폰에 장되어 있는 방 한 양의 사진을 효율

으로 리할수있는시스템을필요로한다는것이었다.

두번째는자녀의사진만큼은인화하여앨범으로만

들고 싶지만 시간상의 문제나,만들기 복잡한 과정 등

의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었다.

세번째는소규모화된가족의형태로인해조부모나

삼 ,이모등의가족들이자주보지못하는손주나조

카의모습을자주보고싶어하고,그들의성장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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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싶어하는마음을가지고는있으나사진을공

유하는 행 가 문자나 SNS와 같이 제한 된 범 안에

서만이루어지고있다는 과타인과본인이촬 한매

체가 다를 경우 사진을 장할 때 번거롭다는 에서

가족끼리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니

즈 요구 사항을 악할 수 있었다.

Ⅳ. 모바일 APP 기획 및 디자인 

1.1 APP 컨셉

사용자조사를통해얻어진결과를통해기획한앱은

가족구성원이함께참여하여만들어가는형태의‘가족

공동 리형 사진 공유 앨범 모바일 앱’이다.사용자들

이해당앱을설치하고, 의형태로생성된가족그

룹이서로 거나보유한사진을공유하여하나의앨범

에넣을수있고,하단에배치된인화하기버튼을통해

언제든지, 구든지 만들어 놓은 앨범을 인화 결제

할 수 있다.

표 6.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한 특화 기능 

사용자 니즈 특화 기능

스마트폰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낌

<이벤트별 앨범 생성 기능>
(각 이벤트별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진을 정리하고 빈 앨범의 형태를 
미리 제공 함 으로써 사진을 찍으면 
바로 앨범에 넣을 수 있는 기능)

인화된 앨범 형태를 원하지만 
시간상, 제작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만들지 못함

<인화 앨범 제작 기능>
(3개의 템플릿이 주어지고, 그 안에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배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단 바에 
인화하기 버튼을 배치해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앨범 1개당 사진 30장, 글은 60개 

작성 가능)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가족들도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함

<앨범 공유 기능>
(하나의 앨범을 기준으로 가족들의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 설정 범위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1.2 APP 설계

나의 책장,가족,사진 정리함,앨범 인화,설정으로

이루어진 5개의 메인 메뉴는 하단 탭바에 치하 다.

메인메뉴하 의카테고리는총11개로구성되었고모

두4depth가넘지않도록설정되었다[9].[그림1]은해

당 앱의 메뉴 구조이다.

그림 1. 가족 공유 앨범 APP 메뉴 구조도

사용자의 앱 이용 목 을 촬 한 사진 분류 정리,

앨범 만들기 공유,인화 앨범 제작과 같이 크게 3가

지로 보고 작성된 테스크 로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족 공유 앨범 APP 테스크 플로우 

1.3 APP 메뉴별 상세 기능 정의   

앱의하단메인메뉴 나의책장은내가보유한앨

범 체를 보여 다.회원가입의 과정을 거친 후 최

로앱을실행하게되면[그림3]과같이이벤트별로생

성되어있는빈앨범화면이보여진다.빈앨범은‘드디

어뒤집다’,‘첫걸음마’,‘100일을축하해’,‘첫돌을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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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의4개이벤트로구분이되어있는데,이는사용자

인터뷰에서나온결과를토 로자녀의사진을가장많

이 게되거나간직하고싶은이벤트를선별하여작성

되었다.이미 제작되어 있는 빈 앨범은 추가로 앨범커

버를꾸미거나참여가족 ,사진편집등의작업이

바로 가능하다.

그림 3. 로그인 후 APP 최초 실행 시 화면 

새로운 앨범 추가를 원할 경우 버튼을 터치하고

참여가족설정,앨범내부템 릿설정,앨범커버 제

목설정의과정을차례로거친후앨범편집을통해내

부 이나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

그림 4. 새로운 앨범 생성 과정 화면 

앨범한장에들어가는사진은총5개, 은10개이므

로앨범한권에총30장의사진과60개의 이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이는 사진 정리 련 앱과 사진 편집

앱등의유사앱분석과선행연구분석을통해나온결

과를 토 로 설정하 다.이미 만들어진 앨범 하나

를 보거나 추가 편집하고 싶을 경우 앨범 하나를 선택

하여터치하면그림4의왼쪽화면이나타나고해당화

면에서 재 보고 있는 앨범의 참여자가 몇 명인지와

앨범이어떤템 릿을기 으로만들어졌는지왼쪽상

단 아이콘을 통해 한 에 확인 할 수 있다.앨범 내부

사진과 을보고싶거나편집하고싶을경우한번더

앙에 치한 앨범을 터치하면 그림 4의 오른쪽 화면

처럼 앨범 체보기가 가능하다.상세 내용 확인이나

편집을 원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면 된다.

그림 5. 선택한 앨범 보기 화면

[그림 6]는 앨범상세 보기 진입후 페이지를 편집하

는 화면으로 사진 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페이지에서 사진을 추가할 때는 사진 정리함

에 분류된 모든 사진,연도별,사용자가 지정한 이벤트

별 카테고리에 따라 사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림 6. 앨범 상세보기 및 페이지 편집 화면     

[그림 7]은 하단 탭 가족 정보를 볼 수 있는 카테

고리로 사용자의 나추가에의해 이루어진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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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확인할수있다. 해당가족이나와함께참여

하고 있는 앨범에 한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7. 나의 가족 정보 확인 화면

사진정리함의모든사진과연도별분류는EXIF정

보에 따라 자동 갱신 분류가 이루어지고,이벤트별

분류는 사용자의 직 입력 선택 방식에 의해 이루

어진다.이벤트 추가 시 하단에 치한 슬라이드 탭을

올려추가할수있고삭제를원할때는분류탭을 어

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8. 사진 정리함의 이벤트별 사진 추가 화면 

앨범 인화를 원한다면 [그림 9]과 같이 하단의 앨범

인화탭을터치하여만들어진앨범 선택하거나카트

에 이미 담겨 있는 앨범을 결제할 수 있다.

그림 9. 앨범 인화를 위한 선택 및 결제 화면

도움말,개인 정보,문의하기,추천하기로 이루어진

설정탭에서는도움말을통해앱사용방법을익히거나

개인정보페이지에서 나의 로필 사진이나 문구를 편

집할수있다. 앱의오류나 련문의사항을문의하

기를통해상담하거나다른사람에게SNS를통해앱을

추천할 수 있다.

그림 10. 설정 탭의 개인 정보 입력 화면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모바일

폰을이용하여아이의사진을공유할때나타나는문제

과 요구사항을 사용자 조사를 통해 악하고,그 니

즈에근거하여가족구성원들이 은사진을특정한공

간에모아정리하고모든구성원이직 모바일앨범을

편집할수있는가족공동 리형사진공유모바일앱

의 UI를 설계하 다. 일럿 인터뷰의 분석 결과에 근

거하여 선정된 6명의 사용자 조사를 통해 각 이벤트별

로사진을정리하거나앨범을제작할수있는이벤트별

앨범생성기능과하나의앨범을기 으로가족들이함

께제작하고공유할수있는앨범공유기능,손쉽게인

화가 가능한 인화 앨범 제작 기능을 특화된 앱의 기능

으로꼽았다.가족공동 리형사진공유모바일앱은

아이에 한 심이유달리커진 의핵가족사회에

서유용하게쓰일수있는기능들을사용자가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설계 ,메뉴별 기능 화면을

정의하 지만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공유

하는 아이의 콘텐츠 사진 외에도 동 상이 상당 부

분을차지하는것으로 악되었기때문에향후더욱발

된 형태의 모바일 앱 제안을 해서는 동 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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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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