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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시대의 주요 화상회의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요소를 측정하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사용이 많은 줌과 MS 팀즈의 
플랫폼을 선정하고, 사용 경험이 없는 피험자 8명에게 사용자 경험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태스크와 씽크얼라우드를 병
행하여 수행 평가를 진행하였고,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형 7가지를 재구성하여 각 항문 별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줌은 유용성, 사용성, 접근성, 검색성이 높으며 MS 팀즈는 매력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인터페이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화상회의의 사용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관련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화상회의, 줌, ms팀즈, 피터 모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enhanc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platform services by measuring the user experience elements of major videoconferencing platforms in 
the non-face-to-face era. As a method of research, the platform of Zoom and MS Teams was selected,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r experience were evaluated in combination with task and Think Aloud, 
and seven Honeycomb models of Peter Mobil were reconstructed to be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or each paragraph. Studies have shown that Zoom has high usability, usability, 
accessibility and searchability, and MS Teams have excellent attractivenes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uidelines for video conferencing platform servic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terface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study, we hope that the usability of videoconferencing will 
be improved, and that various related studies will proceed as follow-up studies.
Key Words : User Experience, Video conference, Zoom, MS teams, Peter Mor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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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Zoom)과 
MS 팀즈(MS Teams)의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코로나 19(Covid-19)의 확산의 영향을 받아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1]. 그중에도 
비대면 업무와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영상회의 플랫폼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2].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
면 화상회의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
조6370억 원에서 2026년엔 약 7조6720억으로 성장할 
전망이다[3]. 또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화상회의 플
랫폼의 이용자가 379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미팅을 진행할 수 있
는 화상회의 서비스는 팬데믹 동안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5]. 만일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는 화상회의 플랫폼이 연구된다면 사용자 측면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가 나아가
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차로 사례연구를 통해 화상회의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기존 플랫폼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였
다. 2차로 실증 연구에서는 줌과 MS 팀즈의 사용 경험이 
없는 8명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이들에게 
태스크를 주어 수행 완료 시간을 측정하였다. 태스크와 
동시에 씽크얼라우드(think-aloud)를 병행하였다. 또한, 
7가지의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 항목을 재구성하여 각 
항목에 따른 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 후,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각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화상회의의 이해 

화상회의 시스템이란 원격지 간의 음성과 영상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동시에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
다[6]. 둘 이상의 위치에서의 대화식 전기통신 기술의 집
합이며, 시각 협업이라고도 부르는 그룹웨어의 일종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pc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웹캠이 

달려있는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화상회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 통신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
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고화질로 화상회
의가 가능해졌다[7].

2.2 화상회의의 장점 
화상회의는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지리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여 경비와 시간이 절약된다[8]. 회의 도중 컴퓨터 
내의 파일을 자유롭게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
터가 없더라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녹
화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회의록 작성이 필요가 없고 불
참 시 녹화 파일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9].

2.3 화상회의 플랫폼 현황
2.3.1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시스코사의 웹엑스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화상회의 서비스로 꼽힌다[10]. 시스코사는 네트
워크의 설계와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능
한 기업으로 웹엑스의 안정성과 완성도, 보안성 등이 뛰
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11]. 이러한 장점과 학습관리시
스템(LMS)의 연동이 가능해 원격강의에서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12] 또한, Microsoft Teams, Slack 등 다
른 툴과 통합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지원해 
회의 일정 관리가 간편하다. 

2.3.2 줌(Zoom)
2011년에 설립된 줌은 접속 링크 클릭만으로 접속이 

간편한 편의성이 강점이다[13]. 플랫폼 내부에 소모임 기
능으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메인 화면
과 팀 활동 화면 간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메인화
면에서 팀끼리 모여야 할 경우, 각각의 소모임 방에 미팅 
참여자들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14].

2.3.3 MS 팀즈(MS Teams)
Microsoft 사의 MS 팀즈는 2016년에 출시된 메신저

를 기반으로 한 협업 툴이며,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기업용 재택근무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팀과의 
채팅, 통화, 일정 관리 및 파일 공유 등 필요한 다양한 기
능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있어 기업들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15].

사례를 통해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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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플랫폼마다 기능과 가격은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여 회의, 간담
회, 행사 등 각종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화
상회의 솔루션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16]. 
그중에도 줌과 MS 팀즈는 무료로 필요한 화상회의 기능
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또
한 국내에서는 줌, MS 팀즈의 사용이 꾸준히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플
랫폼 중에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줌과 MS 팀즈의 사용
자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3.1 실험 피험자 선정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과 MS 팀즈이다. 사용성 평가 대상자는 제이콥 닐슨
(Jacob Nielson)의 연구에 따라 줌과 MS 팀즈 서비스 사
용 경험이 없는 20대 남성 4명, 여성 4명을 대상으로 Table 
1과 같이 피험자를 선정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Interviewee Age Job
A 24 Cook
B 21 delivery man
C 28 Sales Personnel
D 28 Web designer
E 29 Early childhood educator
F 29 wholesaler
G 29 Self-employed
H 29 Sales Personnel

Table 1. Interviewees profile

3.2 실험 방법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형(Honeycomb Model)을 사용
했다. 화상회의 서비스 특성상 가치성(Valuable)에 대한 
항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여 재구성하였
다[18].

3.2.1 태스크 수행 평가
실제 화상회의를 이용할 때 주로 쓰이는 기능을 선정

하여 태스크(task)를 Table 2와 같이 선별하였다. 태스
크 실행 단계마다 수행 완료 시간을 측정하였고 심층 인

터뷰와 씽크얼라우드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줌과 MS 
팀즈의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피험자 8명을 대상으로 태
스크를 진행하였다. 6가지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이 태스크 진행 중간마다 추가로 허니콤 모
형에 해당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Task Contents Type
Task 01 Create video conference Add new item
Task 02 Audio on/off

User setting
Task 03 Camera on/off
Task 04 Change background
Task 05 Export participants
Task 06 Sharing files
Task 07 Send chat

Video 
conference 
interface

Task 08 Save chat
Task 09 Share your screen
Task 10 Record video conference
Task 11 Mute participants Participant 

settingsTask 12 Switch off the counterpart video
Task 13 Invite someone Invite

Table 2. Usability evaluation Task

Item Contents

Useful

Ÿ Do you think it provides the right features for video 
conferencing purposes?

Ÿ Do you find it useful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e meeting?

Ÿ Are you willing to use the platform again when you 
have video conferences in the future?

Usable

Ÿ Is the overall screen composition (menu) arranged 
conveniently to use?

Ÿ Can you use the desired function quickly (no 
problem)?

Ÿ Are the recording, chatting, and ending functions 
working normally, and can you easily manage recorded 
files and text files on my computer?

Desirable

Ÿ Are the menus, icons, and buttons intuitive and 
emotional?

Ÿ Are the design elements (screen division, background, 
emoticons, etc.) of the provided interface visually feel 
good?

Ÿ Is the overall video conferencing brand identity and 
brand image good?

Findable

Ÿ Did you easily find the main functions (video, audio) at 
once when connecting?

Ÿ Did you find the input button immediately when 
entering information (chat window)?

Ÿ Is it possible to ask questions (FAQ) in the search 
box?

Accessible

Ÿ Is it easy to sign up and log in to a video conferencing 
system?

Ÿ Is it easy to connect when invited to a video 
conference or when invited?

Ÿ Can you connect to a PC, laptop, or mobile phone 
anytime, anywhere?

Table 3. Questionnaire based on Honeycomb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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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분석

3.3.1 Task 수행의 소요 시간 분석
피험자에게 18가지 항목에 대하여 태스크를 진행하고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소요된 시간은 
Fig. 1과 같다. 태스크 1번에서 MS 팀즈의 태스크 진행 
시간이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MS 팀즈는 단순한 화상회의 플랫폼이 아닌 일정, 과
제,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있고, 팀을 생성해야 
화상회의 버튼이 우측 상단에 생성되어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화상회의라는 직관적인 아이
콘이 아닌 모임이라는 텍스트로 되어있고 버튼이 작아서 
인지가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스크 8번에서 
수행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줌에서 채팅저장 버튼이 있
는 것과 달리 MS 팀즈에서는 마우스로 우측을 클릭해야 
저장이 되어 “더보기에 따로 저장 버튼이 있을 줄 알았
다”라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태스크 13에서 줌은 참가 
링크 복사하기가 바로 보이지만 MS 팀즈는 참가자라는 
항목 아래에 이름 입력란이 있어 피험자가 혼동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Fig. 1. Task average time

3.3.2 허니콤 모형의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피험자들에게 태스크 진행 후 허니콤 모델 6가지 항목

에 따라 설정한 18가지 설문에 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10-5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Fig. 2과 같이 줌은 유용성, 사용성, 접근성, 
검색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MS 팀즈는 매력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행하여 진행한 심층 인터뷰의 경우, 줌은 “배울 필

요가 없이 편하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회원가입
이 간편하다”, “화면 하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들이 직관
적이며 큼지막해서 보기 편하다”, “화질이 좋고 반응속도
가 빠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메뉴 아이콘이 
넓게 퍼져있고 하단에 위치하여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
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MS 팀즈의 경우, “메뉴 아이콘이 
한쪽에 몰려있고 채팅 기능의 이모티콘이 많아서 좋다”, 
“화면 구성이 깔끔한 느낌이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의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아이콘과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다”, “내
가 원하는 기능을 찾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Fig. 2. Average score of questionnaire according to 
honeycomb model

Fig. 3. Standard deviation of questionnaire according to 
honeycomb model

Credible

Ÿ Has the content of the video conference been leaked 
to the outside?

Ÿ Is the system stable and error-free during video 
conference?

Ÿ Are there any security issues (external intruders, 
viruses) during vide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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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과 MS 팀즈
를 비교와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사용자
들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두 플랫폼은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사용법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따로 플랫폼 안에
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처음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사용 가이드 안내화면을 추가하여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직관적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줌은 하
단에 메뉴 아이콘이 크고 직관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넓게 퍼져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MS 팀즈는 상단에 
기능이 모여 있음에도 쉽게 원하는 기능을 찾기 어렵다
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원하는 기능과 메뉴를 쉽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 체계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대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줌은 URL 
복사나 초대 복사를 통해 클립보드에 저장된 정보를 붙
여넣기를 할 수 있지만, 버튼이 하단에 작게 있어 찾지 
못하거나 정보가 저장된 것을 모르는 피험자가 많았다. 
MS 팀즈의 경우, 팀에 소속해있을 경우에만 초대할 수 
있는 입력란이 크게 있어 소속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를 
초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원하는 플랫폼
으로 바로 초대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버튼이나 텍스트
로 간결하게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2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필수 화상회의 플랫

폼인 줌과 MS 팀즈의 사용자 경험 연구로서 사용성을 개
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화상회의의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공급자의 측면과 아울러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험자의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
후 본 연구를 통하여 화상회의의 사용성 평가가 이뤄진
다면,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가 가능하며, 사용자들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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