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한 UX 심 오피스 화기 

디자인개발 로세스 연구 

A Study on UX-centered Smart Office Phone Design Development Process 

Using Service Design Process 

서홍석† 

Hong-Seok Seo†

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user experience (UX)-centered product development process” so that 

the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cess using the service design process can be systematized and used in practice. 

In a situation in which usability research on office phones is lacking compared to general home phones, this study 

expands to a product-based service design point of view rather than simple product development, intending to 

research ways to provide user experience value through office phone design in smart office. This study focused 

on extracting UX-centered user needs using the service design process and developing product design that realizes 

user experience value. In particular, the service design process was applied to systematically extract user needs and 

experience value elements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to discover ideas that were converged with 

product-based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which is widely used in 

the service design field, was adopted. In addition, a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cess was established so that 

usability improvement plans, user experience value elements, and product-service connected ideas could be extracted 

through a work-flow in which real users and people from various fields participate. Based on the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in the “Discover” information collection stage, design trends were identified mainly in the office 

phone markets. In the “Define” analysis and extraction stage, user needs were analyzed through user observation, 

interview, and usability survey, and design requirements and user experience issues were extracted. Persona was 

set through user type analysis, and user scenarios were presented. In the “Develop” development stage, ideation 

workshops and concept renderings were conducted to embody the design, and people from various fields within 

the company participated to set the design direction reflecting design preference and usability improvement plans. 

In the “Deliver” improvement/prototype development/evaluation stage, a working mock-up of a design prototype 

was produced and design and usability evaluation were conduc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external design experts. 

It is meaningful that it established a “UX-centered product development process” model that converged with the 

existing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cess and service design process. Ultimately, service design-based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cess was presented so that I Corp.'s products could realize user experience value through 

servic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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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한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제안하는 데 목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일반 가정용 화기에 비해 스마트화 되어가는 사무환경을 고려한 오피스 화기에 한 사용성(Usability)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단순 제품 개발이 아닌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으로 확장하여 스마트 사무환

경에서의 오피스 화기 제품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 가치 제공과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하여 UX 심의 사용자 니즈 도출  사용자 경험 가치를 구 하

는 제품디자인 개발에 을 두었다. 특히, 제품 개발과정에서 사용자 니즈와 경험 가치 요소를 좀 더 체계 으로 

도출하고, 제품기반 서비스가 융합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해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목하 다. 이를 해 서

비스디자인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을 채택하 다. 한 실제 사용자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참여하는 Work Flow를 통해 사용성 개선방안, 사용자 경험(UX) 가치 요소  제품-서비

스 연계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구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에 기반하여 ‘문제발견(Discover)’정보수집 단계에서는 국내외 오피스 화기 시장을 심으로 디자

인 트 드를 악하 다. ‘정의(Define)’분석·도출 단계에서는 사용자 찰  인터뷰, 사용성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고, 디자인 요구조건  사용자 경험 이슈를 도출하 다. 사용자 유형 분석을 통해 퍼소나(Persona)를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발 (Develop)’발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인 구체화를 

한 아이디어 워크 과 콘셉트 더링을 진행하 으며, 사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여 디자인 선호도  사용

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 다. ‘ 달(Deliver)’ 개선· 로토타입 개발·평가 단계에서는 디자인 

로토타입 목업을 제작하여 사외 디자인 문가 자문을 통한 디자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와 서비스디자인 로세스가 목된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 모델을 구축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궁극 으로 향후 I사 제품이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가치를 구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기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제안하 다.

주제어: 서비스디자인 로세스, 사용자 경험 심, 스마트 오피스 화기, 디자인 사용성 평가  

1. 서론

1.1. 연구 배경  목

제조에 의한 경쟁력이 심화되고 기술 경쟁력이 평

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개발의 을 인간

심의 으로 환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 기업은 기

존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연계된 제품 개발 략이 필요하다. 

지 까지는 제품을 통한 가치 구 이었다면, 이제는 인

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람의 경험 가치가 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있어, 제품 기반의 보유 경쟁력을 

분석하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해서 소비자에

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

합되는 시스템을 체계 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하

다. 기업 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 에 기업들

은 기능, 품질, 가격의 차별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

를 느끼면서 경험, 이미지, 개성, 감성 등 비기능 이고 

무형 인 속성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Song, 

2016). 이를 해서는 지 까지의 제품 개발 로세스

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로세스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기업에서 총 책임자로서 수행

했던 디자인 문기술개발사업(KEIT보고서, 2015)의 

개발사례를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

한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제

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제안하는 데 목 을 두고 

진행하 다. 일반 가정용 화기에 비해 오피스 화기 

디자인에 한 선행연구는 KCI 논문 검색 기 , 최용

(2012)의 ‘사무용 IP 화기의 색채 방향성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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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김원섭(2013)의 ‘VoIP 태블릿 화기 디자인’ 단 

2편으로 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오피스 

화기에 한 사용성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

구를 통해 스마트 사무환경에서의 오피스 화기 디자

인의 사용자경험가치 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   방법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한 UX 심

의 사용자 니즈 도출  사용자 경험 가치를 구 하는 

제품디자인 개발에 을 두었다. 특히, 제품 개발과

정에서 사용자 니즈와 경험 가치 요소를 좀 더 체계

으로 도출하고, 제품기반 서비스가 융합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해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도입하 다. 

이를 해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 국 디자인

카운슬, 2005)’을 채택하 다. 한 실제 사용자  다

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참여하는 Work Flow를 통해 사

용성 개선방안, 사용자 경험(UX) 가치 요소  서비스 

연계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구축하 다. 

먼 , ‘문제발견(Discover)’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국

내외 오피스 화기 시장을 심으로 디자인 트 드를 

악하 다. ‘정의(Define)’ 분석·도출 단계에서는 사용

자 찰  인터뷰, 사용성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 니

즈를 분석하고, 디자인 요구조건  사용자 경험 이슈를 

도출하 다. 사용자 유형 분석을 통해 퍼소나(Persona)

를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

성하 다. ‘발 (Develop)’발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

인 구체화를 한 아이디어 워크 과 콘셉트 더링을 

진행하 으며, 사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여 디

자인 선호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디자인 방향을 설

정하 다. ‘ 달(Deliver)’ 개선· 로토타입 개발·평가 

단계에서는 디자인 로토타입 목업을 제작하여 사외 

디자인 문가 자문을 통한 디자인 평가를 진행하 다. 

궁극 으로 향후 I사 제품이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가치를 구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기반 제

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제품 개발 개요

2.1.1. 제품 개발 개요  

I사는 인터넷 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Io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축을 한 차세  오피

스 화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 기존 오피스 화기는 

단순 통신 기능 심의 제품으로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응하지 못하고, 가정용 화기 비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성 개선방안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기

존의 한정된 기능의 제품을 넘어 스마트 사무환경에서 

PC를 체할 수 있는 신개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포지

셔닝하기 해서는 제품의 디자인  요소를 뛰어넘어 새

로운 사용자 경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략

이 필요하 다. 이에 기존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

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 근 방법이 요구되었다.

 
2.1.2. 오피스 환경의 변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화는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간소화되는 사무

환경과 IT기술의 발 으로 물리  환경의 제약이 허물어

지면서 자유로운 근무 형태의 보편화와 함께 스마트 오

피스 환경 구축에 한 사회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리소스(CPU)의 발달은 노트북 성

능에 근 하여 일반 인 업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처

리가 가능한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향상되고 있어 스마

트 오피스 환경으로의 변화를 진하고 있다. 한 고

속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기업, 기업-기업 간 

업무 처리 스타일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동성  

공간 제약성이 해소되면서 개인 스마트 디바이스를 업무

에 사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1)가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KEIT보고서, 2015).

2.1.3. 제품 컨셉 

본 제품은 IoT를 기반으로 기존 PC 심의 복잡한 사

무환경을 스마트 디바이스(Phone, PAD)를 심으로 

통합 운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 네트워크의 랫폼 

기능을 하는 화기이다. 기존의 한정된 기능의 제품을 

1) 개인이 소유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바이스를 직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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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차세  오피스 환경에서 화, e-mail, 문서, 메모, 

일정 리 등 사무 업무에 있어서 보다 편리한 인터페

이스와 유 빌리티를 제공하며, 스마트 사무 공간에서 

개인 PC를 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오피

스 화기이다. 

주요 용기술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디바이스 콘텐츠 화면 (모니터/TV/PAD) 

입·출력 (MIRRORING2), HDMI3), MHL4))

· 스마트 디바이스 음성통화의 사용 편리성 향상을 

한 유·무선 통신 (Bluetooth)

· 컨퍼런스 콜(화상  음성) 지원을 한 사운드 시

스템 (S.N.A.P)5)

· 스마트디바이스 간 음성· 상 무선네트워크 기술

2.2. 서비스디자인 선행연구 고찰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한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구축하기 하여, 사  문헌조사  련 

자료 수집 결과,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더블 다이아몬 디자인 로세스(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다.  

2.2.1.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서비스디자인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

법과 도구를 결합한 학제  근법이라 할 수 있다. 서

비스 개발은 무형 인 특성으로 인해 유형 인 제품을 

개발할 때보다 체계 인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표

인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는 국 디자인카운슬

(Design Council)의 ‘4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4D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이다

(Hong & Kim, 2012). 

[Discover] 로젝트 목표를 정의하고, 많은 가능성

을 찾아내며,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을 이해하는 단계

이다. [Define] 체 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가장 

좋은 안을 우선순 를 정해 찾아낸다. [Develop] 수렴

한 정보를 다시 확장하는 과정이다. 지 까지 발 시킨 

콘셉트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로, 

디자이 가 만들어 낸 아이디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

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Deliver] 다시 의견을 수렴하

여 지 까지 만들어 낸 콘셉트를 명료하게 달하는 

과정으로 콘셉트에 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를 제시한다. ‘Discover’와 ‘Define’단계는 로젝트의 

실행을 해 인사이트(Insight)를 추출하는 과정이고, 

‘Develop’와 ‘Deliver’단계는 로젝트에 한 통찰을 

통해 서비스 콘셉트를 개발하고 완료하는 과정이다

(Hong & Kim, 2012). 

이를 정리해 보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은 확산과 수렴의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장 기본

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의 핵심은 

사용자 심의 맥락 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

2) 미러링(Mirroring)은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디스 이 디바이스에 공유하는 기술을 말한다.

3) HDMI는 비 압축 방식의 디지털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통합 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말한다.

4) MHL은 력 공 도 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고선명(HD) 해상도 TV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S.N.A.P(Sherwood Natural Audio Processor)의 약자로 Front 2채  스피커를 이용하여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 하는 I사 

자체의 3D 사운드 효과 구  기술을 말한다.

Fig. 1. Product concept diagram Fig. 2.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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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잠재된 요구를 포착하여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

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의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 

개념을 제품디자인  에서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Discover : 디자인 문제를 이해하기 한 정보를 

수집한다. (확산)

② Define : 재 로젝트와 연 된 정보를 분석하

여 Insight와 Design Principle을 도출한다. (수렴)

③ Develop : 도출된 Design Principle을 기반으로 

Idea 개발  Design Concept을 도출한다. (확산)

④ Deliver : 디자인 로토타입 개발 는 사용성 

 제품-서비스 개선을 실행한다. (수렴)

2.2.2. 서비스디자인 단계별 방법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각 단계별로 용되며, 이 과

정에서 진 인 개선을 한 아이디어의 개념화, 로

토타입과 같은 반복 인 과정을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서비스 제공자, 디자이 , 경 진, 고객까지 모든 

이해 계자가 포함되며, 거의 모든 서비스디자인은 공

동 창작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공동 창작의 목 은 다

른 잠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다양한 을 모으

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공유하고 원활

한 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Hong & Kim, 

2012).

2.2.3. 장 리서치 방법론 비교분석

서비스 경험 이슈 도출을 한 장 리서치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 인터뷰, FGI, 설문조사, 찰조

사, 쉐도잉(shadowing), 서비스 사 리(service safari) 

등이 있다(Kim & Ju, 2014). 련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제품 개발을 한 유용한 리서치 방법과 실행 가이

드를 검토하 다. 그 결과로 사용자 찰조사와 장인

터뷰를 채택하 고, 정확한 사용자 의견의 정량조사를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채택된 장 리서치 방

법은 Table 1과 같다.

 

 

3. 서비스디자인 로세스 기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 구축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활용하여 UX 심의 사용

자 니즈  사용자 경험 가치 요소를 좀 더 체계 으로 

도출하고, 제품기반 서비스가 융합된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 해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목하 다. 이를 

해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더

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을 채택하 다. 

한 실제 사용자  다양한 다학제 인력들이 참여하

는 Work Flow를 통해 사용성 개선방안, 사용자경험

(UX) 가치요소  제품-서비스 연계 아이디어를 도출

Fig. 3. Methodology according to service design process quoted from Hong, N. & Kim, S. (2012)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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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제품개

발 로세스’를 설계하 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문제발견(Discover)’정보수집 

단계는 국내외 오피스 화기 시장을 심으로 디자인 

트 드를 조사 분석한다. ‘정의(Define)’분석·도출 단

계에서는 사용자 찰  장 인터뷰, 사용성 설문조

사를 통해 사용자 니즈  디자인 요구조건, 사용자 경

험 이슈를 도출한다. 다음은 사용자 유형 분석을 통해 

퍼소나(Persona)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

나리오를 작성한다. ‘발 (Develop)’발 ·개발 단계에

서는 디자인 구체화를 한 아이디어 워크 과 콘셉트 

더링을 진행하여, 사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

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  사용성 개선방안을 도출하

여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 달(Deliver)’ 개선· 로

Fig. 4.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service design process 

Summary Merits Demerits Methods

Observation 

research

Originally, it was based on 

ethnography, which was 

used in cultural 

anthropology to study a 

specific culture, but in 

recent years,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s been 

greatly expanded and is 

being used in fields such as 

design, sociology, 

ergonomics, psychology, 

and marketing.

Observational research to 

discover hidden human 

needs and essential issues of 

service experience by 

observing and recording 

human behaviors that appear 

in reality can be effectively 

used to discover users' 

natural and potential need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at can 

be extracted through 

observational resear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observation 

environment and tools, and the 

insight and skill of the observer.

A number of methodologies 

such as video ethnography, 

audio ethnography, 

shadowing, empathic design, 

and plain watching are often 

integrated and utilized.

Interview

As a research methodology 

that is very commonly used 

in all fields, it is a method 

used to obtain users' 

practical answers based on 

the interviewer's questions.

Clear opinions can be heard 

directly from the survey 

subjects, and in-depth and 

divers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depending on the 

question structure and 

interview metho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result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skill level of the 

interviewer/facilitator and the 

level of pre-question 

composition, and there may be 

significant deviations in the 

survey result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respondents' 

selecti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such as an in-depth interview 

for personal/in-depth research,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hat draws out various 

opinions through discussion 

among multiple users, and a 

contextual interview 

conducted in an actual field

Various types of modified 

interview methods exist.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field research methodology quoted from Kim, H. & Ju, J. (2014)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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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타입 개발·평가 단계에서는 디자인 로토타입 목업

을 제작하여 사외 디자인 문가 자문을 통한 디자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향후 I사 제품이 UX기반의 사용자 니즈  사용자 

경험 가치를 구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임워크로

서 ‘서비스디자인기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 모

델’을 구축하 다(Fig. 4).

3.1. 디자인개발 목표 

①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컨버 스 제품 Prototype 

 PUI(Physical User Interface) 디자인 개발

② 사용 편리성을 극 화한 인간공학  유 빌리티 

 사용자 경험(UX) 가치 요소 구

③ 컨퍼런스 콜 기능 특화를 한 3D 사운드 시스템 

구 을 한 스피커 디자인엔지니어링 구

④ 유니소재화  친환경 CMF 개발, 스마트 앱 서비

스  용 어 리 이션 GUI 디자인 개발

3.2. 정량  디자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로세스 단계별 디자인 정량  목표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설정하 다(KEIT보고서, 2015).

1) 1단계 (Discover&Define) : 사용자 찰  사용성 

설문조사, 디자인 시나리오 컨셉 평가

장 찰조사  설문에 의한 질문지(Questionnaire), 

인터뷰를 통하여 사용자 니즈  사용자 경험 가치 요소 

도출, 제품 컨셉의 타당성, 디자인 시나리오의 오류 여부

를 사 에 발견하기 해 디자인-사용성(UX) 피드백 

목 의 평가를 실시하 다. 한 업무환경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기법을 통해 사용 행

태에 따른 제품의 크기, 기능, 감성 요소 등을 분석하 다.

2) 2단계 (Develop) : 디자인 더링을 통한 심미성, 

실  가능성, 친환경성 평가 

직군별(일반사무직, 연구직, 업직), 직 별( 리자, 

실무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클러스터분석

(Cluster Analysis)을 통해 선호 조형  컬러 등 심미성 

평가와 함께 3차원 시뮬 이션 검증을 통해 한 

Dimension, 음질을 한 용  최 화, 유니소재화 등 

디자인 용방안을 도출하 다. 

3) 3단계 (Deliver) : 디자인 Prototype Mock-up을 통

한 형태, 사용성, PUI  CMF, 기능 평가 

외부 디자인 문가 자문 통한 디자인 통합 평가와 

함께 디자인 사용성  합성 등을 평가하 다.

4. 서비스디자인 로세스 

오피스 화기 디자인 개발

4.1. Discover (정보수집)

국내외 사무용 디바이스 련 제품군 분석(Projector, 

화상캠, 탭북, 컨퍼런스 콜 등)  오피스 화기의 제품 

조형, PUI, Product Identity, CMF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트 드  제품 유형별 폼펙터(Form Factor)를 분류하여 

디자인 방향  컨셉을 도출하 다(KEIT보고서, 2015).

4.2. Define (분석·도출)

잠재 사용자의 실제 업무환경에서의 화기 사용

Items Methods Note

Discover & 

Define

User observation and 

usability survey

Usability 

evaluation

▪Usability review and preference survey according to user type by job 

group (general office worker, research worker, sales person) and position 

(manager, working person) 

▪User office environment and work behavior, phone usage survey 

▪Smart device (Smart phone, Tablet PC) work utilization survey

Develop
Concept rendering and 

scenario

In-house expert 

evaluation
▪ Aesthetic, usability, novelty, mass productivity and preference evaluation

Deliver
Prototype

design usability

External expert 

evaluation

▪Design mock-up evaluation through external design expert advice 

▪Design usability and suitability evaluation

Table 2. Design evaluation methods for stage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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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roduct design trend Overseas product design trend

▪Formation of a market combining services with 

telecommunication companies (SK, KT, LGU+) 

▪Various launches such as projectors and printer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office environment from simple phone functions 

▪Smart device linkage emphasis on interface and mobility, new 

expansion, presenting gender 

▪Targeting young people, using unique shapes and point colors 

▪Corporate communication products (VoIP phones) lack novelty 

and design stagnation

▪Realization of brand identity through simple and simple aesthetics 

▪Use of calm monotone colors (Black, Silver, Gray) 

▪Various product groups by user age (even distribution in their 

20s to 50s) 

▪Cisco for office products, Logitech for home products strength 

(trend leading)

Table 3. Design trend analysis

Items Contents Items Contents Items Contents Items Contents

Task 

Observation

Report, E-mail, 

Meeting
Task 

Device

PC, Laptop, Phone

Work Space

Average, Enough,

Not enough
Phone 

Location

Left / Right

Inconvenient 

Point

Wired, with or 

without Display, 

Hotkey
Phone Type

General phone, Business 

phone, Smart phone

Multilateral 

Conference

Dedicated device, 

SNS, Speaker

Conference 

Call Room

Limited

Video 

Conference 

Device

PC Video cam, 

Laptop, Smart phone

Office 

Furnishings

Pen, Memo, Calendar, 

Calculator, Picture  
Music 

Listening 

Device

Earphone, Smart 

phone, PC Speaker

Works on 

PC

Professional work, 

Document work, E-mail 

check, Internet search

Presentation 

Device

Laptop, Display, 

Whiteboard Phone 

Brands

Vatel, Samsung, LG
Smart 

Phone vs 

Tablet

Other 

Devices

Smart phone, Laptop, 

Tablet PC

Operating 

System

Android, IOS, 

Window
Need to 

Mounting

No need, Need

Utilization 

Works

Voice call, E-mail, 

Data writing 
Battery 

Charging

Auxiliary battery, 

Separate charger, USB

Right

vs

Left Hand 

Material & 

Color

Smooth, Slightly Rough, 

Rough, White, Black

Keeping

Desk top, Stand, etc. 

App.

SNS, Music, Bank

Table 4. Results through user observation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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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무환경 악, 스마트 오피스 화기의 필요성  

활용 니즈 등을 악하기 하여 사용자 찰조사, 사

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사용자 찰 조사’를 통

해 실제 업무환경을 악하고, 찰조사에서 발견된 요

소를 토 로‘사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2가지 사

용자 유 빌리티 조사에서 발견된 이슈를 종합하여 3

가지의 사용자 퍼소나로 구분하여 최종 사용자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디자인 개발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4.2.1. 사용자 찰 조사

정성  조사 방법으로 사용성 설문조사 에 사용자

의 실제 업무 환경을 직  찰 조사함으로써 사용자

의 업무 처리 과정, 업무  습 , 사무환경을 찰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하여 진행되었다.

· 찰조사 체크리스트 :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도출하기 하여 사무환경, 업무 활용 기

기, 회의 방법, 스마트 기기 활용도 등을 세분화하

여 24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 찰수행  사진촬  가이드 : 사용자의 사무환경

을 간단하게 찰하고 업무 진행을 요청하 으며, 

사용자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을 메모하

다. 필요한 경우(각 행 별 문제 , 요한 속성, 

아이템 등), 찰 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면

서 사용자의 행동과 동작을 자연스럽게 촬 하

으며, 사용자의 행동과 사용하는 아이템, 통합 인 

주변 환경을 골고루 촬 하 다. 이러한 장 사용

자 찰조사를 진행하여 얻은 인사이트(Insight)는 

Table 4와 같다(KEIT보고서, 2015).

4.2.2. 사용성 설문조사

설문에 의한 질문지 방법은 정성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량 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 이 있으며, 다

수의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요도를 공감

하고, 오피스 화기의 사용 실태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으로 본 조사를 통하여 

제품 개발을 한 사용자 가치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

이 있다(KEIT보고서, 2015).

· 조사 상  환경 : 일반 직장인 상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 (126명 자발  참여)  

· 설문지 설계 : 사용자 찰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을 

토 로, Section 1은 사무환경  화기 사용 실태, 

Section 2는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 실태로 나

고, 이에 따른 세부 설문항목을 구성하 다.

4.2.3. 조사 결과  사용자 시나리오

1) 조사 결과 (사용자 가치 요소 도출)

앞서 실시한 사용자 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도출된 이슈들에 하여 보다 명확한 디자인을 

해 유사한 내용을 분류한 결과, 사용자 가치 요소 측

면에서 디자인 측면, 기능  측면, 사용성 측면, 사회·

문화  측면, 경험  측면으로 나  수 있었다.

① 디자인 측면에서는 기능미와 조형미의 고려, CMF, 

심미성이 요하게 두되었으며, 주변 환경(사

무환경)과 어울리는 인테리어성, 사용 공간 효율

성에 한 배려가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되었다.

② 기능  측면에서는 인지  측면에서의 사용성, 

정 수 의 기능, 효율 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가 

기능  서비스가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되었다.

③ 사용성 측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에서 사용 

편리성에 한 이슈가 요하게 요구되었다.  특

히, 디스 이 각도 조  등 물리  측면의 사용

성과 조작 차를 단순화하는 직  인터페이스, 

Fig. 5. Define design value factors by user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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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이동성이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되었다.

④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재 업무 에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거치  충 ,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 등 재의 업무스타일에 히 

응하는 효율성이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되었다.

⑤ 경험  측면에서는 재 화기는 통화  음성 장 

등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사용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의 없고, 부재  통화기록  메모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간 활용, 조작의 

단순 편리성 개선이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되었다. 

2)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 가치 요소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User Needs

에 포커스를 맞추어 상 시나리오를 개하 다. 사용

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업무 활용도 수 을 상·

·하로 나 어 총 3가지 유형(내면지향형 라이 스타

일, 균형지향형 라이 스타일, 외면지 향형 라이 스타

일)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하 으며, 가상의 퍼소

나를 모델링하 다(Table 5). 

4.3. Develop (발 ·개발)

4.3.1. 인스토   아이디어 개

지 까지 도출된 이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한 워크 을 진행하 다. 공통 으로 도출된 

User scenario 1 : 

Inward-oriented lifestyle trend

User scenario 2 : 

balanced lifestyle trend

User scenario 3 : 

Outward-oriented lifestyle trend

Persona

S Corp. Manager, Domestic Sales Team, T Corp. Staff, Overseas Sales Team  N Corp. Manager, R&D Lab.

Scenario 

characteristics

Lee, the head of the famous domestic 

brand sales team, wants to lead a 

prosperous life through internal values 
and development rather than external 

changes, and it is an essential lifestyle 

that longs for sincerity and continuous 

maturity. In any case, we have the 

principle of conducting business 

face-to-face with buyers. However, 

with the recent economic recovery and 

the sudden increase in workload, it has 

no choice but to start communicating 

with buyers through phone and video 

calls.

Using this newly purchased product, it 

is much more convenient to handle than 

the existing PC software, and the 

interface is not complicated as it is a 

system used as a phone call function. 

Also, I was worried about when to 

move and edit the photos I took while 

on a business trip, but I was able to 

quickly organize them by extending the 

monitor on my smartphone, which 

saved me a lot of time.

Park prefers balance and compromise 

while following changes, and it is a 

selective shift lifestyle that can satisfy 

rational desires centered on 

rationality/utility and corresponding 

emotions. In the past, every time a 

video conference was held with a US 

branch and a designated PC, it took 30 

minutes to install the laptop to the 

conference room and connect the beam 

project. You can also make video calls 

easily from your seat. The small 

number of buttons is a PUI that can be 

easily used by female employees, 

making the meeting more convenien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erform 

multimedia demonstrations skillfully 

by simply connecting to sound 

facilities. Above all, the sound quality 

is good, so there is no cut-off or 

crackling phenomenon. S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on her smartphone 

connected to a speaker in an office with 

no one around.

It is an active and proactive open-type 

lifestyle that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social technology, and discovers 

possibilities while evolving in it. 

Meetings have become much more 

convenient as I have been using this 

product recently. Designs and images 

stored in PAD can now be easily 

shared.

It mirrors with smartphones and PADs, 

and listening to music through the BT 

speaker with built-in Bluetooth is also 

fantastic. I am charging my smartphone 

by moving it to the cradle, which was 

left in the drawer for charging, and 

seeing the sleek white design makes me 

want to organize my messy office 

environment. The stylish 

transmitter/receiver is ergonomically 

designed to be easy to hold, has no wire 

kinks, and can be tilted, and the large 

screen display is really easy to use.

User

needs

Intuitive interface, Monitor expansion 

and connection, Efficient function, 

Frequent smart device linkage

Light weight, Portability, Intuitive 

interface, Video conference call 

cupport, High-quality sound, Frequent 

smart device linkage, Smart device 

mounting and charging, User lifestyle 

support

Easy sharing, High-quality sound, 

Smart device mounting and charging, 

Ergonomic design, Harmony of 

functional beauty, Display angle 

adjustment

Table 5. Persona and user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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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니즈인 스마트 디바이스 거치  고음질 화상

회의/컨퍼런스 지원, 송수화기 사용 편의성을 충족시

키고자 하 으며, I사 스피커와 화기가 결합된 새로

운 컨버 스 형태의 오피스 화기 디자인개발을 목표

로 진행하 다. 

디자인과정은 내부 정보로 외비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배제하 으며, 최종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2

개안에 한 디자인평가 과정을 정리하 다.

  4.3.2. 내부 디자인 평가(Rendering)

① 평가방법  평가요소 

사내 기획, 경 , 마 , 디자인, 엔지니어, 소비

자 조사 등 다학제 인력이 참여해서 디자인 평가

를 진행함으로써 내부 디자인 결정의 객 성  

문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I사만의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구 하고 사용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디자인에 반 하는데 목

이 있다.

② 평가 결과분석  선호 요인(Table 6 참조)

[Type A] 업무 환경과 조화롭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안정 인 디자인측면에서 선호되나, 수화기

의 고정이 불안정하며 버튼이 뒤에 치하여 

PAD 거치시 버튼 사용의 불편함 등 사용성에 

한 보완이 필요하 다. [Type B] 기존 제품과의 

아이덴티티 연계성 측면에서 선호되나, PAD 체

결 부분의 안정성 강화  거치시의 불안함에 

한 보완이 필요하 다.

4.4. Deliver (개선· 로토타입개발·평가)

4.4.1. 외부 문가 디자인 사용성 평가(Mock-up)

① 평가 차  평가자 선정

최종 디자인목업 2종으로 두 가지 단말기를 비교 

평가하 으며, 문가 5인에 의한 비교 평가

방법을 사용하 다. 평가를 해 디자인평가 경

 

 

Fig. 6. Design usability evaluation by prototype 

Evaluation 

Factors

Average 

Score

Aesthetic 200.4 202
TypA scored higher than other 

design plans in all evaluation 

factors. In particular, in terms 

of aesthetics and usability, the 

design is generally stable and 

comfortable, and it is evaluated 

with high scores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the office 

environment. In terms of 

novelty, it was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but the design 

preference for stability did not 

act as a high score for novelty. 

It is a little low for mass 

production, but compared to 

the average score, it has a 

slightly high score, so it can be 

considered as a plan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239
The evaluation score of Type 

B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in usability, 

novelty, and aesthetics. In 

terms of aesthetics, design 

continuity/connection with 

existing products appeared as 

a preferred factor.

In addition, as the PAD can be 

mounted 

horizontally/vertically, it 

received a slightly higher 

score than the average score in 

the usability part. It gave a 

relatively low score in terms 

of mass production, and the 

mass production part needs to 

be supplemented.

Usability 201.2 213 234

Novelty 121 126 136

Suitability 69 73 79

Mass 

Production
68.3 568 71

Table 6. Design preference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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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고, 디자인 특허에 한 지식이 있으며, 

인간공학  평가가 가능한 문가 5명을 선정하

다. 

② 평가척도의 선정

첫째,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사용자 의견을 반

하 다. 둘째, I사 내부 디자인 지침을 평가지표

에 포함하 다. 셋째, 제품디자인 요소 평가 기  

련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 평가척도 선

정에 참고하 다. 넷째, 세계 디자인어워드 굿 디

자인 평가 기 들을 KJ 법을 통하여 그룹화하여 

검토하 다. 이를 통해, 디자인 컨셉  유 빌리

티 평가를 한 평가요소별 평가척도를 Table 7

과 같이 설정하 다.    

③ 평가방법  평가환경

Kepner & Benjamin(1965)이 제안한 Concept 

Scoring을 변형하여 진행하 다. 평가는 문가 

1인씩 각각의 사무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일

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를 0.5 구간

씩 총 20구간으로 평가척도를 설계하 다.

Div.
Sub-evaluation

Detail evaluation
Evaluation element Detail element

Formativeness

Harmony
Balance Are proportions and balances harmonious?

Harmony Is it compatible with the surrounding office environment and devices?

Aesthetic 

Attractiveness Is it aesthetically beautiful and attractive?

Value Can it increase the user's self-esteem?

Emotion Is there an emotional content other than a practical purpose?

Creativity
Novelty Does it have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Easy creation Is it composed in a form that is difficult to imitate?

Usability

Ergonomics

Fairness Is it easy to use with both right and left hands?

Receiver Is the position and angle of the transmit/receive button appropriate?

Ergonomics  Is the product overall ergonomic?

Interface
Interface Can users intuitively use it?

Efficiency Is the interface efficient?

Safty
Usability Can it support the weight of the PDA in use?

Storability Is the docking part safe?

Economics

Price
Rationality Was there a reasonable cost?

Price value Is it worth the price?

Marketability
Potential Does it have potential marketability?

Profit making Potentially high profits? 

Lead time Market relevance Is the market lead time reasonable?

Productivity

Productivity
Flexibility Is there flexibility in responding to the diversity of technology?

Durability Is there a low probability of technical errors and malfunctions?

Produce
Productivity Is it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system?

Scalability Has product expansion been considered?

Material 

compatability

Material 

compatability
Was the right material used?

Maintainability Is it easy to maintain and repair?

Satisfaction User group

Space utilization Is the product size and shape appropriate for space utilization?

Stationary charging Is it easy to mount and charge smart devices?

Display Is it easy to expand the display of smart devices?

Viewing angle Is the viewing angle of the display appropriate?

Table 7. Design usability evalua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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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평가 결과분석

평균값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8가지 평가요소에서 

모두 Type A안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Table 8).

5.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니

즈와 사용자 경험 가치 요소를 좀 더 체계 으로 도출

하고, UX 심의 제품디자인 컨셉을 발굴하기 하여 

서비스디자인 로세스의 목을 시도하 다는데 의

의가 있다. 단지, 새로운 기술이 용된 제품의 디자인

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다양한 분야

의 다학제 인력들이 참여하는 Co-work과정을 통해 사

용성 개선방안  사용자 경험(UX) 가치 요소를 도출

하 고, 이를 제품디자인 개발에 반 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디자인에 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I사 제품의 서비스 융

합에 한 필요성과 함께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서비

스 연계 방안이 모색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4D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를 

기반으로, 신개념 오피스 화기 디자인 개발을 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 

구축을 목 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해 UX 심의 사

용자 니즈  사용자 경험 가치 도출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 로세스의 유용성에 착안하

여, 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로세스에 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서비스디자인의 특성상 로세

스가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론을 다루기 때문에 실무에

서 손쉽게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리 알려진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용하여 

제품디자인 개발에 활용한 사례로서, 실무 장에서 쉽

게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기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제품 유형에도 효과 인 방법

이 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차후 후속연구에서 실무 

유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향후 I사에서 제품-서비스 융합제품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로젝트 형태로 제안하 다. 이는 

기존의 ‘사용자 심 서비스디자인’에 한 선행연구들

이 이론  연구에만 머물 던 것과는 차별되며, 기존 

제품 심의 UX 에서 벗어나 다양한 다학제  인력

들이 참여하는 서비스디자인 로세스를 통해 오피스 

화기의 사용자  이해 계자들의 실 인 피드백을 

함께 반 하여 실효성을 높 다고 본다. 본 연구가 궁극

으로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에 근하기 한 방법으

로서, 향후 I사 제품들이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가치가 구 이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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