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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기능 중 카메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중하나이며 스마트폰구매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환경이 복잡해 처음 사용하는 유저

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S시리즈 중 최신

폰인 갤럭시S7을 선정하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Usability Test를 촬영과 편집 공유 기능으로 한정하여 테스트

를 진행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이콘 그래픽의 개선과

텍스트형태의 레이블을 동시에 제공해 아이콘의 인식률과 주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모드와 기능으로의

접근을원활히하기 위해구조의단순화와 직감적인 인터페이스의제공이필요하다. 셋째, 많이 사용하지않는 특수

기능들에서실패율이높고불편함을야기시키기때문에카메라어플리케이션의개발에있어개인형맞춤메뉴 제공

또는 기능의 단순화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제어 : 사용성 테스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성, 갤럭시S7, 디자인

Abstract Recently, among smart phone functions, camera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functions and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unctions for purchasing smartphones. However, the basic camera

application of the smart phone has a complicated user environment, which is causing many difficulties for

the first time user. In this study, Galaxy S7, which is the newest Galaxy S series among the most used

Galaxy S series in Korea, was selected and the usability test of the camera application was limited to

shooting and editing sharing functions, . As a result, first, improvement of icon graphic and label of text

form should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and attention of the ic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structure and provide an intuitive interface in order to facilitate access to

various modes and func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vision of personalized customized

menus or func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camera application because it causes a high failure rate and

inconvenience in the special functions which are not wid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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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15)에 따르면스마트폰구매시고려사항중네트

워크속도, 내구성 다음으로 카메라 성능이 구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또한 최근

SNS 사용자의 증가로 사진을 찍고 Upload하는 사용자

가증가하고있어카메라의성능및기능은더욱중요하

게 부각되고 있다[2].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랜드모니터

2015’의 스마트폰활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카메라는

모바일메신저에이어두번째로가장많이활용되는스

마트폰기능이다[3]. 이처럼 카메라는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4]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제공해초보사용자및처음사용하는사용자들에

게어려움을야기시키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의목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스

마트폰을 선정하고 그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를 진행해 어플리케이션

의사용자경험(UX) 디자인의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점

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이며그중스크린테스트방식을사용하였다. 구체

적인연구방법으로는첫째, 선행연구를통해카메라어플

리케이션의 관한 이해와 UI, GUI 디자인의 사용자 환경

요소를 분석했다. 둘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

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계획을 수립하여 피실험자

개인별로 테스트를 진행해 카메라 앱의 사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어플

리케이션의장·단점을분석하여개선안을제안하고자하

였다. 연구의 범위는 GalaxyS7의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

이션기능중촬영과편집공유기능으로한정하여테스

트를 진행하고 연구하였다.

2. 사용성 테스트 
2.1 실험대상 선정 및 사전조사
본 연구의 실험 대상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중현재국내에서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5] Galaxy 시

리즈 중 최신스마트폰인 Galaxy S7을 선정하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Usability Test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피실험자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활

발하게 이용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이용빈도가더높은 20대의비중을더높게책

정하여사용자를선정하였다. 남녀의비율각각 3명씩같

은비율로맞춰 6명을선정하였다. 실험참가자의수를 6

명으로선정한이유는 Jacob Nielsen의 연구이론에 따르

면 “사용성 평가 참여자의 수는, 평가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아무리인원수가많아도발견되는문제점은비슷하

다는결과에근거하여시행하였다.”[6] 테스트수행기간

은 2017년 4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Usability Test장소로는 D대학교 디자인센터에서 참가

자별개별테스트로진행하였다. 또한 사용자선정시테

스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삼성 Galaxy 시리즈를 현

재사용하지않거나 iPhone을 사용하는사용자로제한하

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표]를 참고하기 바

란다.

<Table 1> Test subject number
Division List No.

Gender
Male
Female

3
3

Age
20’s
30’s

4
2

Model used
iPhone
etc.

4
2

Smartphone
proficiency

Advanced user
Intermediate users
Novice users

4
2
0

2.2 사용성테스트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본 연구의 수행방법으로는 Performance Measurement

방식과 인터뷰 형식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Performance Measurement방식은 Task를 수행하는 동

안 적정 시간과 수행시간의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성평가에오래전부터사용해온가장표준화된측정

지표로과제(Task)수행에난이도를예측할수있어다양

한사용자환경을평가하는데많이사용되고있다[7]. 테

스트수행을위한프로세스는 [Fig. 1]과같은데첫째, 환

경 및 Target을 분석 하였고, 둘째, 실험에 참가할 User

에 대해 Research를 진행했다. 셋째, Test기획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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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cenario를 작성하고 Task List를 작성하였다. 다

섯째, 실험에적합한피실험자는앞서언급한기준에따

라선정하였다. 여섯째, 예비테스트를진행하여실험모

델 및 Task가 적절한지를 테스트하고 Test 시나리오를

수정하였다. 수정된시나리오를기반으로 Usability Test

를 진행하였고 테스트후인터뷰를통해문제점등에대

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관찰자, 기록자,

진행자, 촬영자로구분하여실험을진행하였으며테스트

후촬영된영상을검토하며추가적인문제점들을찾아냈다.

[Fig. 1] Process of Usability Test

2.3 테스트 항목 및 Task
테스트항목을선정하기위해 1차적으로실험기종외

에실험기종과경쟁관계에있는 iPhone 등의기본카메라

어플리케이션기능들을조사하고공통된기본기능들위

주로 기본 기능 리스트를 만들고 특화된 기능과 구분하

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

문을 진행하여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선별했다. 테스트항목은크게촬영, 편집, 공유

기능을중심으로 Task 시나리오를작성하였으며 [Table

2]에서보듯이 1번에서 8번은동영상촬영을포함하여일

반촬영 기능이며 9번에서 18번은 옵션 및특수 촬영기

능들에 관한 Task로 구성하였다.

<Table 2> Task List for Usability Test

또한 사용성 테스트 후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테스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 및 개선 점들을

도출하기위해설문서를작성하였다. 설문서는 [Table 3]

과 같은데 항목을 Structure, Labeling, Visual,

Interaction으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질문을 작성하

고 5점 척도를 사용해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피

실험자에게는질문항목을따로구분해서보여주진않았다.

<Table 3> Interview List of Usability Test

Functi
on

No. Task

Expos
ure

1-1 Run the camera app (from the lock screen)
1-2 Try to focus on the things in front.
1-3 Click on the screen to adjust focus and brightness.
1-4 Turn on the flash and take a picture.
1-5 Take a picture with a 1: 1 ratio.

1-6
Turn vertical and horizontal guides on and try to make a
horizontal photo.

1-7 Maximize your camera to take pictures.

1-8
Take a picture with a 2-second timer from the front
camera.

1-9 Take a picture with a monogram effect.
1-10 Click the HDR button on the screen to take a picture.
1-11 Take a picture in panorama mode.
1-12 Take an object in the out-focusing mode.

1-13
Try setting a video resolution and size in Settings to take
3 seconds of video.

1-14
Change the mode to the front camera, turn on the flash
and take a picture.

1-15
Take a series of photos, leave only the first photo, and
delete the rest.

1-16
Click the beauty shot button on the screen to take a
picture.

1-17
Take five seconds to capture the movement of people
with hyper-labs.

1-18
Set the shutter speed and the ISO sensitivity in Pro mode
to shoot.

Edit

2-1 Go directly to the album from the recording screen.
2-2 Delete the picture you took.
2-3 Cut the size of the photo into squares.
2-4 Apply filter effects to your photos.

2-5
Adjust the saturation, brightness, and color temperature
of the picture.

2-6 Tilt the angle of the picture by 3 degrees.
2-7 Add pictures or text to your photos.
2-8 Cut out the first 1 second of the recorded video.
2-9 Apply filter effects to your videos.
2-10 Try adding background music to your videos.
2-11 Try Auto Correction in Photo Editing.

Share 3-1 Post the picture you took on the Instagram.

List Questions

Structure

possibility to finish the process of the desired
function quickly and simply
buttons or menus that need to be manipulated were
all tied together
the reaction of stable and fast rate

Labeling
easy to understand the function for watching the
icon and menu name

Visual

mbination of colors used in the graphics appropriate
menus, icons, and design organized in a uniform
way
the main features you want to be conspicuous and
con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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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테스트 결과 
3.1 테스트결과 및 분석 
Galaxy S7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테스트

(Usability Test)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촬영기능들 중에는 <1-3> ‘화면을 클릭하여 초

점과밝기를조절해보세요.’ Task에서는일부피실험자

들이 화면을 터치해야 이 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몰라

서실패했다. 이는상시밝기조절슬라이드바가나타나

도록하여 사용성을 개선함이 좋을 것이다. Task <1-6>

‘수직/수평 안내선을 켜고 수평을 맞추어 사진을 찍어보

세요.’ 항목에서는안내선이있는곳을찾는데시간이오

래 걸려서 Task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Task <1-8> ‘전면카메라상태에서 2초타이머로사진을

찍어보세요’라는 항목에서는타이머의위치를찾기힘들

어했다. 이처럼 아이콘의 위치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Task <1-9> ‘모노그램효과로 사

진을 찍어보세요.’에서는 스와이프(Swipe)하면 효과가

들어있는 메뉴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화

면 전환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sk

<1-11> ‘파노라마 모드로 사진을 찍어보세요.’항목에서

는파노라마촬영방법에서찍는기능을잘이해하지못

해 실패율이 높게 나타났다. Task <1-13> ‘설정에서 비

디오해상도및크기를선택해동영상을 3초 촬영해보세

요.’에서는 비디오 크기가 해상도 또한 표시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설정으로 들어가 변경할 수 있는 메

뉴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이 두 가지 기능의 실패 원인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1-15> ‘연속사진을 촬영하고 첫 번째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보세요.’에서는 꾹

누르면연속사진을찍을수있다는것을알지못했고, 사

진을하나만남기고삭제할때하나씩삭제해야하는것

을 쉽게 인지하지 못했다. <1-16> ‘화면의 뷰티샷 버튼

을클릭하여사진을찍어보세요.’ Task에서는뷰티샷버

튼이 텍스트로 제공되는 이름 없이 작은 아이콘으로 구

석에배치되어있어인식하기가어려웠기때문으로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1-17> ‘하이퍼랩스로 사람들의 움직

임을 5초 촬영해보세요.’에서는 하이퍼랩스가 무엇인지

메뉴명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Task에 실패했다. 위에서

노출된문제들은아이콘제공방식및위치의문제를보

여주는 것이다.

두번째영역인편집기능중에서는Task <2-6> ‘사진

의 각도를 3도기울여보세요.’에서는각도기메뉴의위치

를 파악하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2-8> ‘촬영한 동영상

에서 앞 1초를 남기고 잘라내보세요.’ Task에서는 동영

상을자르는법을아예알지못하여실패하였다. <2-11>

‘사진 편집에서자동보정기능을사용해보세요.’에서는자

동보정기능의위치를파악하지못하여실패율이높게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유 기능영역에서는 User4만 실패

하고 대부분 성공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 촬영 기능보다는 주로 특수기

능에서 실패율이 높았고, 촬영모드에서 다른 모드로의

전환을 어려워했다. 이는 아이콘의 명확성, 메뉴의 위치,

화면 전환 등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List of Usability Test

Interaction

easy to find out how to select and execute the
desired function
the functional buttons provided accessible and easy
to use
the changes visually clear when changing camera
functions such as movies, panoramas

No. User1 User2 User3 User4 User5 User6 Fail
1-1 F 1
1-2 0
1-3 F F F 3
1-4 2
1-5 F F 2
1-6 F F 2
1-7 F 1
1-8 F F 2
1-9 F F F F F 5
1-10 0
1-11 F F F 3
1-12 0
1-13 F F 2
1-14 F 1
1-15 F F 2
1-16 F F F 3
1-17 F F F 3
1-18 F 1
2-1 0
2-2 0
2-3 0
2-4 0
2-5 0
2-6 F 1
2-7 0
2-8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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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후 피실험자를 대상으

로 설문 인터뷰 결과 각 주요 항목[8] 즉, Structure,

Labeling, Visual, Interaction별로만족도를조사한결과

Visual적인 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놓았고 다음으로

Interaction, Structure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볼

때 Galaxy S7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아이콘이나 컬

러의 시각적 요소들의 명확성이[9]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Fig. 2] Satisfaction Survey Result

3.2 장·단점 분석 
Galaxy S7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테스트 결

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을 Structure, Labeling,

Visual, Interaction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장점으로는 Structure측면에서처음카메라를실행

할 때 카메라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사용하기 편리하

다는것이다. 또한 한손조작으로스와이프(Swipe)를 이

용한 기능 찾기, 전면카메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이는 스마트폰을 주로 한손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필터효과는

물론 움직이는 GIF, 스포츠, 서라운드 샷과 같은 다양한

모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점과 모드부분에서 정보를 클

릭하면 간략하게 모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이 기기를처음사용하는사용자및기기에익숙하

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유용한 기능이다. 다음으로

Labeling 측면에서는 경쟁 스마트폰인 iPhone과 다르게

아이콘들이이미지와텍스트형태의레이블링이잘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다. 이는 인식률이 아

이콘만 있을 때 보다 높다[10]는 점에서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Visual적인 측면에서 장점으로는 아이콘이

직관적으로디자인되어있다는점과카메라내에서좌우

로 스와이프(Swipe) 했을 때 사용할 기능들이 아이콘으

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Interaction 측면에서보면모드가변경되면카메라설정

의 내용도 자동으로 모드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과 모드

부분과필터효과를사용자가이용하기편리한순서로편

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기능과 다양한 촬영모드를 제

공하고 있어 오히려 설정이 불편하고 초보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이콘들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제공되

고 있음에도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능을 쉽게 파악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Structure 측면에서 단점을 살펴

보면기능설명이처음카메라를사용했을때를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연속 촬영 시, 한 장의 사진만을

남겨두고다른사진을삭제할때하나씩삭제해야하는

번거로움이있다. 또한후면카메라에서뷰티샷을이용하

고 싶으면 모드를 따로 다운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다. Labeling 측면에서의 단점은 전면 카메라 뷰티

샷의 아이콘에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아 알아보기

힘들어오류가많이발생하고있다는점이며 Visual적인

측면에서는뷰티샷, 줌, 셀카모드및일부아이콘의위치

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있었다[11]. 마지막으로 Interaction측면에서나타

난 단점들은 다양한 기능에 비해 알려진 정보나 사용에

대한가이드라인이부족하다는점과너무많은기능으로

인한 복잡함, 설정부분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어디

에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추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3 개선안  
Galaxy S7 카메라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용성 테스

트(Usability Test)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개선안은다음과같다. 첫째, 화면을 Swipe 하여넘기기

전까지는 무슨 기능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 형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Fig. 3]과 같이 하단에 텍스트도 함께 제공

해주는방식이좀더직감적이며사용성을높일수있을

2-9 F 1
2-10 0
2-11 F F F F 4
3-1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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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판단된다. 이는 또 Task <1-9> ‘모노그램효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에서 스와이프(Swipe)하면 효과가

들어있는 메뉴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필터로

바로 못가는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다.

[Fig. 1] Suggest mode change

둘째, 처음 카메라를실행했을때팝업으로표시되는

기능설명을 카메라 사용 후에는 찾을 수가 없게 되어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상단에 아이콘형태[12]

또는 설정에도움말기능으로제공하여사용자가카메라

사용 도중에 언제라도 기능설명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

는 것이 사용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실

험에서실패율이높았던 Task ‘<1-11> 파노라마모드로

사진 찍기, Task <1-13> 비디오 해상도 및 크기 선택’

등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연속촬

영후, 여러 개의사진중에몇개를고른후나머지는전

부삭제하고싶을때하나씩따로삭제해야하는번거로

움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속사

진들중여러개를동시에선택하고선택한사진을제외

한모든사진을삭제할수있도록하는기능등이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뷰티샷아이콘및일부아이콘이눈에띄지않아

서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뷰

티샷등의아이콘에는 Labeling이[13] 되어있지않아인

지하기가힘들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를개선하기위해

서는뷰티샷등의아이콘색상과크기를조절한후아이

콘하단에텍스트로레이블을추가해줌으로써인식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위치 또한 주목성이 높은 위치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New icon design suggestion

마지막으로 잠금 화면 상태에서 카메라 아이콘으로

카메라를실행하는 Gesture가명확하지않아누르기만하

는사용자들이있었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카메라

아이콘위에방향성을표시해줌으로써좀더쉽게직감

적으로 인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이콘이 표현의

대상물이 아니고 기능의 대상물이라는 것을 디자이너가

인식하고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14].

4. 결론 
Galaxy S7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테스트 결

과 Structure, Labeling, Visual, Interaction 부분에서 아

이콘인식의문제, 특수기능의활용에대한문제, 도움말

기능의 문제, 구조적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문제점들과개선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Labeling과 Visual 측면에서 아이콘 그래픽의

개선과 텍스트형태의 레이블을 동시에 제공해 아이콘의

인식률과 주목성을 높여야 한다[15]. 둘째, Structure와

Interaction 측면에서 다양한 모드와 기능으로의 접근이

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구조의단순화와직감적인인터

페이스의제공이필요하다[16]. 또한 자주사용하지않는

특수 기능에서 실패율이 높았고 이러한 불필요한 많은

기능이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시키기 원인이므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개발에있어개인형맞춤메뉴를제공하

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기능을 단순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 연구결과 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종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

성테스트를진행하고그결과를비교분석하여연구결과

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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