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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

action) 방법론에 기반한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다양

한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법으

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컨텍

스추얼 인콰이어리(contextual inquiry)와 같은 사용

자 참여형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포커스 그

룹 인터뷰 방법론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직접적으

로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션 진행자(모

더레이터, moderator)의 조절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1]. 또한, 사용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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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많고 광범위한 경우,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

서 필요 이상의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는 문제도 있다

[2].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 방법론은 사용자를 실제 

작업 환경 속에서 관찰하며 보다 심층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랜 시간 관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처한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요인

에 대한 분석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

도 있다[3].

이와 같은 기존 사용자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극

복하는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

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사용자 조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문제점을 네트워

크 지도상에서 노드(node)로 표현할 수 있고, 노드의 

크기를 통해 문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현하거나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edge)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중심성(centrality)과 클릭(clique)과 같은 분석 기법

을 활용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점들이 무엇

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정의한 문제 상황들을 네트워

크 지도의 형태로 변환하는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

을 개발해 사용자 조사 방법론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

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슈 네트워크는 사용

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시각화된 네트워크 지도의 

형태로 변환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이

고 어떤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는다. 기존의 사용자 조사 방법론이 다양한 그룹 

참가자의 의견을 한두 명의 진행자가 정성적인 방법

으로 정리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식이라면, 이슈 

네트워크는 전체 이슈들의 문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탐색적으로 살

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특히, 참여자의 수와 진행

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모든 이슈가 모이고 시각화

되는 이슈 네트워크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

을 낼 수 있는 디자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해 실제 운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사용 시나리오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도출해 보았다.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그룹 리서

치 세션을 통해 수집한 후,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생성했다. 이를 통해 그

래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며 운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사용자 조사 방법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2. 관련 연구

2.1 문제 공간의 탐색

사용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로 발

생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다[4].

Newell과 Simon[5]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으로 ‘문제 공간(problem space)’이라는 개념을 제시

했다. 문제 공간은 문제의 시작점인 초기 상태(initial

state), 문제의 해결 지점인 목표 상태(goal state), 그

리고 이 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상태로 이루어

져 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과정은 목표 상태로 가

기 위해 문제 공간을 검색하며 적절한 상태를 찾아가

는 과정이다. 문제 공간 속에는 다양한 문제 상태가 

존재하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여러 대안적

인 방법 속에서 가장 적합한 통로를 찾아내는 일과 

같다. 이에 사용자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 공간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문제 공간의 구성은 실제 사용자가 처한 문제들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현재, 사용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사용자 조사 방법

론이 사용되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조정하고 목표

를 설정하는 등 초기 문제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즐겨 사용된다[1,6]. 의뢰인, 개발자, 사용자와 같이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

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세션 진행자의 

개인적인 진행 역량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1,2]. 사용자가 처한 문제를 보다 심층적

으로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공간에 직접 들

어가서 행동을 관찰하고 공감을 통해 니즈를 찾아내

는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 방법론과 에스노그라피

(ethnography) 방법론이 사용되기도 한다[7,8]. 포커

스 그룹을 통한 조사나 일반적인 인터뷰에 비해 사용

자의 문제점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론 역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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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들여 사용자를 관찰하고 조사 결과를 정성적

으로 분석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는 단점도 있다[3]. 이처럼 사용자 개인 혹은 그룹으

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존 방식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

진다. 특히, 기존 방법론은 참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조사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

법을 도출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새로

운 사용자 조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사용자 조사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해 데이터의 특성과 관계를 분

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9,10,11,12].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노드와 이들을 연결하는 선인 엣지

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노드는 그룹 토론을 통해 사

용자로부터 수집한 이슈로, 그리고 엣지는 노드를 연

결하는 이슈 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소셜 네트

워크 분석에서 노드들의 연결은 상대적인 연결 정도

(degree), 근접성(closeness), 매개성(betweenness)

에 기반한 중심성과 연결망의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클릭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

서 노드 간의 관계를 정량적인 수치로 계산해 이슈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다[11]. 또한, 클릭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밀접하게 관

련된 항목의 부분적인 집합을 구별하고 이런 응집된 

구조를 통해 서로 간에 완전한 연결 관계를 가진 이

슈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13,14].

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슈를 시작점으로 다양한 이

슈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며 문제 

공간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Perer와 Schneiderman[15]은 직접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SocialAction을 소개하며

탐색적으로 데이터 공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문제 상황과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Pajek[16]과 NodeXL

[17]과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도를 제공하며 탐색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데이터 공간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3.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기존 기능을 개선하려

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일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명의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이를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하는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사용자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

슈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슈 

네트워크는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제기한 문제

점을 취합해 네트워크상의 지도로 표현하는 시스템

이다. 예를 들어, 5명의 사용자 조사 참여자가 50개의 

서로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총 50개의 노드가 

생성된다(Fig. 1a). 두 번째 특징은 사용자가 제기한 

문제점의 상대적인 중요도(severity rating)가 노드

의 크기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노드는 원으로 표시되

는데 작은 원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원이 커질수록 노드로 표현된 문제점의 중요도

는 높아진다(Fig. 1b). 이슈 네트워크의 세 번째 특징

은 각 노드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계산해 노드

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Fig. 1c).

크기가 큰 노드 간의 관계를 파악해 중요도가 높은 

문제점들이 가진 관계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네트워

크를 탐색적으로 살피며 군집화된 노드 그룹 간의 

관계를 파악해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

이슈 네트워크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사용

자 이슈를 네트워크 지도로 표현한다: 1) 사용자 이

슈 모으기, 2) 이슈의 중요도 평가, 3) 이슈의 필터링 

(Fig. 1). 단계별 이슈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은 다음

과 같다.

3.1 스텝 1: 사용자 이슈 모으기 (Collecting Issues)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용자 조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Fig. 1a). 수집된 모든 참여자의 의견은 이슈 네트워

크의 노드가 된다.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늘어놓고 

시작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과 같게 이 단계에서도 

각 참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5개 단

어 내외의 키워드로 입력한다. 의견을 너무 짧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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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면 의미가 생략된 채로 너무 많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길어지면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관계를 찾

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풍성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은 참여자가 각자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슈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슈와 관련된 컨텍스

트(context)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는 그룹 토론에서 

모든 이슈가 도출된 후 클러스터링(clustering) 과정

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서로 연결된 이슈들이 몇 개의 컨텍스트로 클러스터

링 되면 이슈들의 공통적인 패턴이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 전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노드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가 첫 번째 단계에서 

부여된 경우, 네트워크 지도에서 표현되는 노드의 색

이 컨텍스트에 따라 결정된다. 이슈에 컨텍스트 정보

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드의 색이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

3.2 스텝 2: 이슈의 중요도 평가 (Weighing Issues)

두 번째 단계는 각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하는 과정이다(Fig. 1b). 이슈 네트워크는 기본적으

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

Fig. 1. Three step process for building an interactive network graph using the Issue-Network, a) Collecting issues: 

user generated issues are uploaded to the system, which will become nodes in the network, b) Weighing 

issues: the severity rating for each node is scored, c) Filtering issues: Users can explore the issue-network 

in an interactive way. Users can selectively delete one or more edges in the network (filtering edges with 

low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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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한 이슈는 노드로 보이게 된다. 그룹 토론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 노드 목록이 제공되고, 각 

참여자는 노드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시스템에 입

력한다. 중요하거나 심각한 이슈에 높은 점수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모든 노드에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값을 산출해 각 노드의 중요도를 산출한다. 이후, 노

드 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값이 엣지로 표현된

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 및 이슈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슈 네트

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상관계수가 있는 노드와 엣지

로 구성된 네트워크 공간을 능동적으로 검색하여 지

속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다. 네트워크에서 중요도가 높은 노드를 집중적으로 

연결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포

함된 문제 공간이 생성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

도가 낮지만, 기존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

의 문제들로 연결을 확장한다면 대안적이지만 창의

적인 문제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3 스텝 3: 이슈의 필터링 (Filtering Issues)

마지막으로 이슈 네트워크 필터링 단계가 있다

(Fig. 1c). 그룹 세션을 통해 채워진 노드들의 수가 

늘어날 수록 노드들 간의 연결 상태는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추후 문제 공간 탐색 시, 중요

한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슈 네트워크

에서는 두 가지 필터링 기법을 제공한다. 첫 번째 방

법은 특정 상관계수 값 이하를 필터링하는 것이다.

이슈 네트워크는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

페이스 상단 좌측에 원하는 상관계수의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바를 제공한다. 슬라이드 바를 

중간인 0.5에 맞추는 경우 이보다 높은 값을 가진 엣

지만이 남도록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된다. 또 다른 

필터링 방법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직접 엣지를 

삭제하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우측에 엣지의 목록이 

표시되는데 특정 엣지를 선택한 뒤, 삭제 버튼을 누

르면 해당 엣지를 제외한 지도가 실시간으로 다시 

생성된다. 이처럼 이슈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직접 필

터링 수준을 정하거나 노드 간 연결을 편집하는 기능

을 인터페이스로 도구로 지원해 사용성을 높였다.

3.4 이슈 네트워크의 탐색

이슈 네트워크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자 

문제 공간의 탐색을 돕는다. 첫 번째는 사용자 스스

로 네트워크 지도를 탐색하며 문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슈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크기는 그룹 토

론을 통해 부여된 노드의 중요도에 비례해 결정된다.

중요한 노드는 상대적으로 큰 원과 두꺼운 엣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에 가까울 수 있다. 네

트워크에서 특정 노드를 선택하면 연결 가능한 모든 

노드의 엣지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선택된 이슈가 

가진 상황적이고 물리적인 배경을 보여준다(Fig. 2a).

필터링이 적용된 경우,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엣지는 

미리 정해놓은 상관계수 값 이상인 경우에만 표시되

게 된다. 노드별로 컨텍스트가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노드의 색은 랜덤하게 부여된다. 노드는 

마우스를 빠르게 두 번 눌러 선택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선택된 경우 노드 사이의 엣지는 초록

색으로 표시된다(Fig. 2b).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드

는 연결된 다른 노드들과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

고, 다시 처음 선택된 노드로 연결되는 경우 응집력

을 가진 하나의 완성된 군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2c).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군집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활용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러한 군집을 클릭이라

고 부르며 이는 높은 근접 관련성을 가진 여러 노드

를 묶는 하나의 완결된 연결 고리를 말한다[11]. 이슈 

네트워크는 그래프에서 생성 가능한 최대치의 군집

들을 계산하는 BronKerBOSH 알고리즘을 사용해 

노드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클릭을 생

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클릭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의미 분석을 통해 각 클릭이 가진 함의를 도출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노드와 엣지를 직접 조작하는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한 개 이상의 클릭

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공간을 확장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슈 네트워크는 그룹 토

론을 통해 얻은 사용자 조사 데이터 속에서 상대적으

로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거나,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세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관계

자들 역시 이슈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지도를 실험 

후에 둘러보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지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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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나리오를 

도출하며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이슈 네트워크의 활

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4. 케이스 스터디: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동

차 내비게이션 시나리오 도출

케이스 스터디에 앞서 운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

션 전문가, HCI 연구자, 일반 운전자를 포함한 12명

의 참여자가 운전자와 동승하거나 관찰하는 방식으

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

을 파악하는 필드 리서치를 실시했다. 이후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이슈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 총 63

개의 운전 관련 이슈를 도출했다. 각 참여자는 개별

적으로 모든 노드에 중요도를 부여했고, 시스템이 각 

노드에 부여된 중요도를 기준으로 상관계수를 계산

해 엣지를 생성했다. 지도에 모든 엣지가 표시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 상관계수가 0.6점 이상인 213

개의 엣지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필터링해 문제 공간

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클릭을 자동으로 생성하

는 기능을 가진 이슈 네트워크는 63개 노드와 213개

의 엣지 속에서 총 21개의 클릭을 찾아냈고, 이 중 

노드의 중심도가 크고 운전 상황과 관련된 중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4가지 유형의 클릭을 선별했다

(Table 1).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슈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

한 네 개의 클릭을 중심으로 클릭에 속한 노드와 강

하게 연결된 주변의 노드를 확장적으로 연결해 탐색

하는 방식으로 12명의 참여자가 정의한 운전 상황에

서의 전체 문제 공간 속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이를 해결하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었다.

4.1 시나리오 1: 돌발 상황의 대처와 관련한 문제 공간

의 탐색 (안전 및 방어 운전)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말할 때 안전은 빠

질 수 없는 키워드이다. 클릭 B와 D는 전체 이슈 네

트워크 지도에서 안전 및 방어 운전과 관련된 이슈를 

기반으로 생성되었다(Fig. 3b & 3d). 클릭 D에서 가

장 높은 중심성 점수를 가진 이슈는 운전자의 “피로

도 정도(degree of fatigue)”이다. 이 노드는 “감정적

인 조건들(emotional conditions)”이라는 클릭 밖의 

노드와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운전자가 느끼는 감정은 운전자의 피로 정도와 주변 

차량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슈

는 클릭 B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도로 봉쇄(road

block on special events)”와 “교통사고 상황(traffic

accidents)” 이슈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폐쇄적인 클릭을 형성한다. 이는 클릭 D의 “피로도 

Fig. 2. a) When a node is selected, candidate paths 

are highlighted in purple, b) Double click on the 

second node highlights the edge between the se-

lected nodes, c) The green colored edges show 

the path of the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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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서 연결된 이슈가 클릭 B의 안전 운전에 위

협이 되는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처럼 이슈 네트워크에서 생성한 두 개의 클릭

과 중심성 정보에 기반한 관계 형성은 안전 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내비게이션 디자

인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보여준다(Fig. 4).

나아가 다양한 컨텍스트 내의 노드들을 연계한 확

장 탐색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지도에서 높은 중심성

을 가진 “운전자의 숙련도(driving expertise)”와 “여

행 가는 길(driving for travel)” 역시 클릭 B의 안전 

운전과 관련된 이슈들에 연결되어 있다. 운전자의 숙

련도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응해 사고를 우회할 

수 있는 이슈이며, 여행 중 낯선 장소에서 발생 가능

한 돌발적인 운전상황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 이슈

가 될 수 있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낯선 장소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종합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운전 상황에서 사용자가 꼽은 

가장 중요한 문제 공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4.2 시나리오 2: 스마트한 길 안내와 적절한 알림의 

필요성 탐색

Table 1. Four system generated cliques, and problem spaces found on behalf of each clique

Clique No. Nodes in Clique Problem Space

A
Cloud service - Time left for destination - Spare time
while driving - Driving for leisure - Judging distance left

Make use of spare time, between
appointments

B
Physical road condition - Commute to work - Road block
on special events - Traffic accidents

Emergency situation while driving
when busy

C
IoT devices - Normal weather condition - Passenger type
- Judging routes to take

Get route recommendation on
driving to the destination

D
Condition of neighboring car - Driving style of
neighboring car - Degree of fatigue - Speed limit zone

Safe and defensive driving

Fig. 3. Four cliques that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system algorithm, a) Make use of spare time, b) Emergency 

situation, c) Get route recommendation, d) Safe and defensiv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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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스마트한 길 안내 및 알림과 관련된 내용이다(Fig.

5). 이는 경로 탐색 및 공유와 관련된 문제 공간의 

탐색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다. 특히, 이 문제 공간에

서는 클릭 C와 근접 중심성이 높은 이슈들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3c). “경로 판단(judging routes

to take)”은 클릭 C의 핵심 이슈로 내부적으로는 IoT

장비와 서비스의 사용, 동승자의 유형이나 운전자와

Fig. 4. Scenario 1: Safety and being ready for the unexpected.

Fig. 5. Scenario 2: Smart navigation and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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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와 완결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연결은 경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방법과 해

당 경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의 중요

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클릭 C는 두 방향으로 확장

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랜드마크(landmarks)”, “현재 장

소에 익숙함(familiarity with location)”, “성별(gender

(M/F))”과 관련된 이슈로 클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맞게 

경로 정보를 조정해 알려주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성별은 Driscoll 외[18]의 연구에서도 사람이 경로 안

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확장된 문제 공간을 “동승

자의 유형(passenger type)”과 연결해 해석하면 스

마트한 길 안내를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자의 성별과 운전지역에 대한 익숙한 정도를 포괄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내비게이

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 지도(cognitive

map) 형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지적한 기존 연구 결

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이처럼 이슈 네트워크 내 

서로 다른 클릭의 연결을 통한 문제 공간의 확장은 

기존 문제 영역을 벗어나 새롭고 탐험 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클릭 C를 확장하는 또 다른 방향은 경로 탐색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운전자에게 알림(alert to

driver)”을 시작으로 “주유소 안내(gas station)”, “극

한 기상 조건(extreme weather condition)”, “SNS를 

사용한 대화(communicate via SNS)”와 연결해 클릭

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연결의 확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차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컨텍스트 별 상황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 공간을 도출할 수 있

다. 특히,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된 클릭 C를 통해 

내비게이션의 동작 방식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동승자의 상태를 함

께 고려하여 자동차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적절

히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나리오를 도출

할 수 있었다.

4.3 시나리오 3: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방법에 대한 문제 

공간 탐색 

세 번째 문제 공간은 운전 시 발생 가능한 자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한 문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6). 이 문제 공간은 클릭 A를 확장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운전 중이나 약속 사이

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3a). 클릭 A는 “도착지까지 남은 시간

(time left for destination)”과 “여가를 위한 운행

(driving for leisure)” 이슈가 “운전 중 여유 시간 활

용(spare time while driving)”과 “클라우드 서비스 

Fig. 6. Scenario 3: Making use of the spa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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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cloud service)” 이슈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

며 연결된 문제 공간이다. 이는 비즈니스가 아닌 여

가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이슈는 “감정적인 

조건들” 이슈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노드는 

네트워크 지도에서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노드들로 원의 

크기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동시에 

두 노드는 상호 간의 높은 연결성도 함께 가지고 있

기도 하다. 이는 네트워크 지도상에서 노드를 탐색적

으로 살피며 발견할 수 있었던 연결로 이슈 네트워크

가 문제 상황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 

사례이다. 감정적인 조건들 이슈는 “기분(mood)”,

“운전자의 나이(driver’s age)”, “개인적인 특성(per-

sonal trait)” 이슈와 하나의 완전한 클릭을 형성한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클릭 A에 탐색적으로 발

견한 이 새로운 클릭을 연결하여 문제 공간을 정의하

는 방식으로 여가를 위한 운행 상황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개별 성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내비게

이션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논의: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기반

해 개발한 이슈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케이스 스터디

를 통해 운전 상황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 공간

을 탐색해 세 개의 내비게이션 사용 시나리오를 제안

할 수 있었다. 이슈 네트워크는 이처럼 다수의 사람

이 참여해 진행되는 그룹 리서치를 보완하는 도구로 

기존 사용자 조사 방법론에 비교해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이슈를 선택하면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모두 강조되어 보이는 인터랙티브 그래프

의 특성으로 인해 각 이슈가 가진 상황적이고 관계적

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

은 이슈 간 연결을 중심성과 클릭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슈들과 이를 연결하는 엣

지는 크기와 두께를 통해 이슈 간 중요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기존 방법론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제기

하는 의견이 많을수록 이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 

공간의 발견이 힘든데,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자

동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클릭을 생성

해 문제 공간의 검색을 돕는다는 점이다. 서로 완벽

히 연결된 폐쇄된 하나의 작은 그룹을 의미하는 클릭

은 관련이 높은 문제들을 연결한 개념으로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다

양한 문제점들을 한두 명의 진행자가 일일이 정리하

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지만, 이슈 네

트워크는 자동으로 클릭을 생성하는 기능 이외에도 

적절히 이슈를 필터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도구를 

제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자 조사 과정을 진행하

고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탐색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슈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생성한 클릭 B와 D의 연

결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만으로는 발견하기 힘

들었을 상황(돌발 상황의 대처와 관련된 이슈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클릭 간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도출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약한 연

결의 힘 이론(strength of weak ties)과도 관련이 있

다[19]. 일반적으로 클릭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형태

의 브릿지(bridge) 정보는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패

턴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탐색적으로 브릿지를 만들

어보며 클릭을 확장해 약한 연결을 가진 다른 클릭들

과 연결해 아이디어를 넓혀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슈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분리해 진행할 수 있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온라

인상에서 세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용자 조사는 관계자를 한자

리에 모아서 문제 공간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진

행자가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이디

어를 모으고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

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각자 의견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 모두가 모이는 방식으로 세션에 필요

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참

석하기 힘든 참가자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접속해 시

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시공간적 제약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또한, 세션이 끝난 후 회의에 참

석하지 않은 다른 내부 관계자들도 기존에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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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열람하고 문제 공간을 탐색하며 추가로 아이

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이슈 네트워크는 각

자의 방식으로 문제 공간을 검색하며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자 조사 방법론이 가진 

시간, 비용, 자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 네트

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케이스 스터

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운전 상황과 

관련해 사용자가 직접 제기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 

공간을 확장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세 개의 자동

차 내비게이션 디자인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의 수에 비례해 

분석의 어려움이 증가하던 기존 방법과 달리 시각적

이고 탐색적인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아이

디어를 도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정

량적인 효과 측정의 부재이다.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

서는 12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작성한 63개의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 공간을 탐색해 시나

리오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는 실

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컨텍스추얼 인콰어어리와 

같은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에 따라, 후속 연구로 주요 문제 공간을 도출하는데 

걸린 시간, 실험 참가자가 느끼는 만족도 비교, 실무

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슈 네트워크 시스

템의 장단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더욱 보편적인 사용자 조사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은 그룹 세션에

서 사용자들이 이슈를 직접 입력하고 중요도를 평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연구 분야별

로 설문 데이터, 관련 연구 및 업계 보고서 등의 데이

터를 이슈로 추가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자동화된 데이터 입력 및 

분석과정을 구축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확장

적인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에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을 적용하면 사용자의 의견을 직접 입력을 받는 방식

에서 벗어나 공개된 보고서와 문헌, 기사 등에서 이

슈를 자동으로 발췌해 이슈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각 이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기

계 학습이나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

해 자동으로 중심성 계수를 조정하고, 필터링을 적용

할 수 있다. 이처럼 폭넓은 이슈를 자동으로 수집하

고 중요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이슈 네

트워크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슈 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토론

을 촉진하고 대중이 직접 주도하는 문제 해결 플랫폼

(crowdsourced problem-solving platform)으로 사

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케이스 스

터디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해 인사

이트를 도출하는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를 위해 그룹 

세션 기반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슈 네트워크 시스

템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면 불특정 다수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참

여형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은 대중이 문제 상황을 공동으로 정의하고 대중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

람들의 관점을 담아낼 수 있다. 중재자의 개입 없이

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과정은 편향되지 않은 문제 

공간을 탐색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시나리오의 도출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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