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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점에서 본 UX디자인 트렌드 및 전망  

Life Experience  
이제 사람들은 하려는 일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과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특정 컨텍스트에

서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처럼 제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숨을 쉬

듯 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사용자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UX는 정치와 철학과 같이 

인류 보편적인 분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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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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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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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moʊbl]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컴퓨팅 
디바이스 

•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용 기기 

• 자동차 = 가장 큰 모바일 기기 

• 폰과 테블릿에서 그 범위가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58H1uZ7MAhUFmZQKHVbmCEQQjRwIBw&url=http://redazione.finanza.com/2014/12/17/regali-natale-2014-tecnologia-smartphone-davanti-a-ebook-e-phablet/&psig=AFQjCNFrkhv0kXp26lz4axqaywyg1Fp1Gg&ust=146128400192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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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5년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를 비롯한 몇몇 지역과 국가들에서 모바일 보급률이 전기보

급률을 넘어섬. 2020년 전세계 모바일폰 보급률은 전세계 

인구의 59%에 이를 것임. 

모바일 기기는 개인용 기기 82억 개와 M2M(Machine to 

Machine, 예 : 자동차 내 GPS, 제조 분야 물류 추적 시스템, 

건강 기록용 제품 등) 연결 기기 32억 개를 포함해 전세계적

으로 2015년 79억개에서 2020년 114억개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함 

들어가며… 

Source : Cisco VNI Mobile, 2016 Source : Cisco VNI Mobi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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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모바일 기기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구글의 Project 

Skybender, 이딘버러 대학교의 Li-fi 등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 

이에 향후 5년간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이 연간 53% 성장 

하여 2020년에는 2015년 기준  8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Li-Fi는 pure LiFi가 가시광 무선 통신을 상용화 한 기술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고속인터넷 
통신망 보다 최대 10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성 역시 높다. 

구글의 Project Skybender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에 열기구와 드론을 띄워서 LTE보
다 최소 40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뉴멕시코주의 사막지역에서 실험 중에 있다. 

Source : Cisco VNI Mobi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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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및 연결의 확산으로 인해 다가올 UX의 흐름을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음 4가지 로 요약함 

들어가며… 

Context Aware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Natural Language Interface 

Tracking User Behavior 

IoT Connected Car Health Care Algorithm 

Voice Recognition Chat Bot VR AR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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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Aware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과 센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똑똑해졌다. 

위치, 활동, 감정을 포착하여 사용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한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 이상 현재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기능을 작동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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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Aware 

데이터 수집 

컨텍스트 파악 

작동 

Context Aware Service는 수집된 상황 정보를 해석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유추하고, 더 나아가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능을 작동시키는 등의 지능형 서비스를 총칭한다. 

위치 온도 

동작 

정보 제공 

경고 

행동 유도 
소리 

빛 압력 



Context Aware 

데이터의 수집을 통한 컨텍스트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IoT와 서비스의 효용성 측면에서 Connected Car 분야의 발달이 

두드러짐 

Internet of Things Connected Car 

센싱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로 
부터 동작, 소리, 빛,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됨 

차량의 속도, 앞 차와의 거리, 차선 이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큼 



Context Aware 

Ecoisme,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토탈 관리 

Ecoisme는  집 안의 에너지를 관리해주는 홈 IoT 제품이다.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집 안의 에너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하다. 또, 사용자가 스위치 끄는 것을 잊었거나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관련 알림이 와서 제어

가 가능하다. 각각의 디바이스가 가진 전압과 전력 소비량을 분석해서 패턴화시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어떤 디바이스가 켜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CES에서 전체 혁신상을 수상

했다. 

Source : ecois 

https://youtu.be/8Xs9oKQqGkA


Source : Fastcodesgin 

Context Aware 

Minority Report-Style AR App, 사물 인터넷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Minority Report-Style AR App은 MIT의 Fluid Interface Lab에서 만든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람

의 지문과 같은 코드를 부착한 사물 위에 AR App으로 사물을 인식 시키는 원리이다. A라는 사물에 B의 기능을 연결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TV의 타이머 기능을 램프에 연결 시키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TV를 인식 한 후 드래그를 하면서 램프

를 터치하면 기능이 옮겨지는 것이다. 향후에는 코드를 사물에 부착할 필요 없이, 사물의 색상, 형태를 통해 기능을 인식 가능

할 것이라고 한다.  

https://vimeo.com/143709971


Context Aware 

Slowdown GPS, 아이들 목소리로 안내 음성을 제공하는 GPS app 

Slowdown GPS app은 스톡홀롬 보험회사 IF에서 만든 앱으로, 일반적인 GPS 음성을 아이의 목소리로 제공하는 앱이다. 

평소에는 다른 내비게이션과 같이 일반적인 성인의 목소리로 설명을 제공하다가, 스쿨존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밀집 구역 근

처로 차량이 진입하면 어린이의 목소리로 변경하여 안내 음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어린이가 맣은 지역, 학교나 

놀이터 근처에서 높은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다. 오픈된 지도맵에 

OSM 및 스카우드 API, SDK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IF 웹 페이지에서 어린이가 많은 구역을 추가할 수도 있다. 

Source : IF 

https://www.youtube.com/watch?v=MQQTRTeCe2I


Context Aware 

INRIX Road Weather,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기상 악화로 교통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회사인 Inrix에서 도로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INRIX Road 

Weather은 Global Weather Corporation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 온도 감지, 와이퍼에 부착된 센서 등 차량에 내장된 다

양한 센서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합하고 도로의 강수량, 온도, 위험 상황 등을 예측해준다. 또한, 

알림은 15분마다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 공공 기관, 모바일 앱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동하고 있는 경로의 폭설이나 안개 등의 날씨 상태를 미리 보여준다. INRIX Road Weather 서

비스는 도로 유지 기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대중교통 회사에서도 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

지 않도록 교통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Source : Inrixproducts 

https://youtu.be/xD38jHmxzN0


Source : Jaguar Land Rover 

Context Aware 

Smart Assistant, 운전자를 운전에 집중시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자동차 기술  

랜드로버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차량의 위험 상황을 최소화 해주는 자동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차량의 운전자를 식별하고 

운전시 보이는 행동을 학습하여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차량의 주행 상태를 학습하여 실

제 주행 시 이를 예측하여, 운전자가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 드라이버의 일정, 교통 상황, 날씨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운전자가 차에 타기 전에 시동을 걸고 접근하면 이를 센서가 감지하여 좌석, 백미러, 휠 등을 조정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HBBj5-W3Xgo


Source : The next web, Audi 

Context Aware 

Audi Fit Driver, 최적의 운전 경험을 위한 내적, 외적 환경을 조성해주다 

Audi는 개별 운전자마다의 최적의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Audi Fit Drive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Fit Driver는 

Audi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사용자의 내적, 외적 환경을 모니터링한 후 최적의 운전 경험을 위해 차 내부의 환경을 알맞게 

바꿔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방식은 사용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맥박, 온도인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날씨, 교통 상

황, 사용자의 운전 방식 등인 외부 정보를 함께 체크하여 차 내부의 환경을 알맞게 바꿔주는 것이다. 나아가 추후에는 사용자

의 상태가 응급상황일 경우, 차를 세우고 응급차를 불러주는 서비스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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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User Behavior 

사용자는 모두 제 각각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도 입장과 태도를 달리한다. 

이제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센싱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는 사용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더 적절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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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분석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들은 이제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에서는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적절한 추천 로직을 개발하

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 역시 첨단 센싱 기술로 개인의 활동과 생체신호를 파악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질병을 관

리하는 제품들을 선보이는 등 단순히 가능성을 보여주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다.  

Tracking User Behavior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상태 

온라인 

방문 

클릭 

결제 

오프라인 

자세 

활동 

생체 신호 

체온 

뇌파 

심박수 식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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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머신러닝을 통한 개인별 홈페이지 최적화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만한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했다. 콘텐츠의 메타정보와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로직에 더해 머

신러닝을 통해 사용자별 콘텐츠의 스코어링 함수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5,700만명 고객에게 개인별로 최적화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Tracking User Behavior 

Source : 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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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키보드, 머신러닝에 기반해 사용자의 입력패턴을 분석하여 오타를 줄여주는 키보드 

국내 기업 노타가 만든 노타키보드는 사용자의 추가적인 조작이나 적응 없이 평소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만 하면 하루 한 

번, 머신러닝을 통해 키보드의 입력 영역을 변경함으로써 오타율을 줄여주는 서비스이다. 때문에 사용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

차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일이 줄어들게 된다. 

Tracking User Behavior 

Source :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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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ny Pill Monitor,  나의 몸 안의 소리를 통해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작은 알약 

A Tiny Pill Monitor은 MIT에서 개발한 작은 알약 모양의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 A Tiny Pill Monitor

를 삼키면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기관의 체온, 심장, 폐의 소리, 심박수를 수집한다. 청진기와 같이 직접 신체에 대

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환자 혹은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과 

가장 비슷한 기관을 가진 돼지로 실험을 하여 활용성을 검증 받았다고 한다. 이 작은 알약 디바이스에는 소형 마이크, 온도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Tracking User Behavior 

Source : Telegraph 

https://www.youtube.com/watch?v=GPU8DQR9xFY&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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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Care Kit,  개인의 치료 활동을 추적하고 증상 및 복약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프레임워크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리서치킷을 내놓은 

지 1년 후인 2016년 3월에 케어킷을 선보였다. 케어킷은 개인의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증상 및 복약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4가지 모듈을 바탕으로 하는데,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된 활동을 통해 개별 치료 계

획을 파악할 수 있는 Care Card, 간단한 설문이나 상처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과 이상징후를 기록하는 

Symptom and Measurement Tracker, 치료 계획에 따른 조치 항목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치료를 통한 효과를 나타내

는 Insight Dashboard, 사용자의 건강 및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과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Connect로 

구성되어 있다. 케어킷은 리서치킷과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로 공개될 예정이다. 

Tracking User Behavior 

Source : Apple 



Alex, 거북목을 방지해주는 자세 교정 디바이스  

Alex는 울산대 의공학 전공 졸업생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Namu가 만든 목 자세 교정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귀에 거는 

형태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진동을 통해 알림을 주어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 있다. Alex의 다리를 조정하면 자신의 체형에 

맞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Alex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일별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그래프를 통해 본인의 자세 점수를 알 수 있고 진동의 시간, 간격, 어떤 각도에서 잘못된 자세라고 알려줄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다. Alex의 내부에는 진동 모터, 3축 모션 센서, 배터리,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다.  

Tracking User Behavior 

Source : MashableAsia 

https://www.youtube.com/watch?v=KHoXE1SmUNc&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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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녹아든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더이상 사용자에게 작위적인 인터랙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별도의 모드를 취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  

친구에게 묻거나 요청하는 것과 같이 자연어를 사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Natural Language Interface 

Source : contrib.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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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Interface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은 검색을 활용한 질의응답 기술인 Question Answering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결합하여 Personal 

Assistan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Personal Assistant는 과거의 이용 경험과 현재 상황에 맞추어, 보다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전반적인 Task에 개입하는 등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Question 
Answering 

Personal 
Assistant 

정보수집, 지식재현, 사고,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왓슨이 자연어로 진 

행된 퀴즈대결에서 인간을 제치고 우 

승하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각광받 

기 시작했다. 

[Jaopardy!, 2011] 

Mobile 
Device 

[지능형 지원 서비스 사례] 

최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지

능형 지원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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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한 지능형 지원 서비스는 크게 음성 인식과 메시징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음성 인식 기반의  

개인용 지원 서비스의 구현이 그 동안 꾸준히 시도되었다면, 최근 1~2년 사이에 나타난 메시징 인터페이스로 무장한 챗봇 

들은 개인용 지원 서비스의 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Voice Recognition Messaging 

• 이용 시 신체의 제약이 적음 
 

• 시스템의 인격을 상상하거나, 감성적인  
영향을 받음 
 

• 발음, 억양 등의 개인차와 주변소음으로 
인한 낮은 인식률 
 

• 정보의 휘발성으로 인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형식이 제한됨 

• 익숙한 인터랙션 방식 
 

• 입력 오차가 적음 
 

•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및  
선택지 제시 가능 
 

•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과거 이용 경험  
재확인 가능 

Natural Languag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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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Recognition Messaging 

    [페이스북 메신져를 기반으로 한 ‘M’]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한 사용자의 부탁에 

상품이나 맛집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 

 [18~24세를 대상으로 한 채팅 봇 ‘Tay’] 
 

사용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즐길 뿐만 아니

라  공유된 프로필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는 중단 

     [챗봇을 통한 봇커머스, ‘Operator’] 
 

챗봇과의 메시징을 통해 취향을 고려한 상

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의 과정을 지원하

는 서비스 

  [다양한 봇을 지원하는 협업툴 ‘Slack’] 
 

팀원들과의 대화와 자료 공유 등 협업을 편

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Meekan 등의 챗

봇을 통한 업무 처리를 지원 

       [애플의 ‘Siri’]              [구글의 ‘OK Google’]   [마이크로소프트의 ‘Cortana’] 
 

스마트폰 OS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서비스. 네이티브 앱의 구동과 검색 

기술을 활용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 

                             [아마존의 음성 인식 디바이스, ‘echo’] 
 

음성인식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정 내의 TV, 조명 등 다른 기기들을 제어 

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정용 디바이스 

Natural Language Interface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한 지능형 지원 서비스는 크게 음성 인식과 메시징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음성 인식 기반의  

개인용 지원 서비스의 구현이 그 동안 꾸준히 시도되었다면, 최근 1~2년 사이에 나타난 메시징 인터페이스로 무장한 챗봇 

들은 개인용 지원 서비스의 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30 

Natural Language Interface 

Amazon Tap and Echo Dot, 아마존 에코의 포터블 & 경량화 디바이스  

최근 아마존에서 스피커 형태의 음성 인식 디바이스인 ‘아마존 에코’의 포터블 & 경량화 버전인 ‘아마존 탭’과 ‘에코 닷’을 내

놓았다. ‘아마존 탭’은 충전을 통해 최대 9시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로 휴대용 ‘아마존 에코’인 격이다. 아마존은 손잡이가 

달린 커버를 함께 출시하여 ‘아마존 탭’의 휴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코 닷’은 ‘아마존 에코’의 소형화 버전으로 내부 스피

커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블루투스와 오디오 케이블을 통해 하이엔드 스피커와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를 내세운다. 두 디바이

스 모두 ‘아마존 에코’와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Source : Globalnews24 

https://youtu.be/5ugqcUYd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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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Interface 

페이스북 M,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맛집을 소개하고 물건을 구매해 주는 가상 비서 

페이스북이 최근 가상 디지털 비서용 서비스인 M을 선보였다. M은 사용자가 채팅창을 통해 아기를 위한 신발을 찾아봐 달

라고 부탁하면 쇼핑몰에서 적합한 상품을 찾아 추천하고, 근처의 햄버거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맛집을 소개하는 등 개인 

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버와의 연계를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M을 

통해서도 돈을 송금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시범운영 중인 M은 추후 메신저 

앱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의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Source : W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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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Interface 

Meekan Scheduling Assistant, 대화하듯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협업 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메신져 서비스인 Slack에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Meekan은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하는 서비

스이다. 다른 캘린더와 구분되는 점은 사용자가 채팅창을 통해 친구한테 부탁하듯 “다음주 화요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는 비행기 좀 알아봐줄래?”라고 말하면 일정을 등록한 뒤에 가장 저렴한 비행편까지 추천해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스

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은 Meekan이 작가들을 고용해 챗봇에 필요한 2000개의 문장을 입력했기 때문이다. 

Source : Skyscanner for Business 



 33 

Natural Language Interface 

Quartz,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뉴스를 소개하는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인 Quartz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뉴스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뉴스의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한 뒤

에 사용자가 관심을 보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대.”라고 말한 뒤, 사용자가 “거의 다라고?”라고 대꾸하면 “응, 지금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중국이나, 한국, 시리아 

같은 곳 말이야. 이에 대해 CEO는…”라고 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상황에 맞는 농담과 움짤까지 제공하는 등 정말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Source : Slo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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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헤드마운트형 디바이스가 출시되며 이제 언제든지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ISO가 규정하는 사용성과 W3C에서 제정한 웹 표준이 존재하는 웹/앱과는 달리,  

AR이나 VR로 구현된 공간에는 아직 아무런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기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이 특별한 공간은 앞으로 가장 매력적인 UX의 무대가 될 것이다.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Source : Nour Naser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uy7-awJ7MAhXGtpQKHaRoC04QjRwIBw&url=http://nournaser24.blogspot.com/2014/05/columbus.html&bvm=bv.119745492,d.dGo&psig=AFQjCNFetbU-kmb8xctu260gqEcP7_Lbdg&ust=1461285850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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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VR과 AR이 창조한 새로운 세계에서는 정보의 통제 및 탐색, 특정 옵션을 선택했을 때의 피드백,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

식 등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인터랙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제공된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통제하는 수단 

 

 
 
 
 
 
 
 
 
 

 

[동작 인식] 

[시선 추적] 

[뇌파 감지] 

[3D 음향] 

[3D 햅틱] 

시각적인 몰입을 돕는  
보조 수단 

정보와 기능의 
표현 방식 

[평형감각 조정] 

[정보 표현 방식] 

[기능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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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과 AR 모두 사용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세계를 구현하는 방식과 진입 방식,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VR과 AR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둘 간의 차이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VR AR V S 
구현 세계 

기술 성숙도 

진입 도구 

최신 사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컴퓨터가 창조해낸 새로운 세계 

현실을 보완하는, 
정보와 이미지 등으로 채워진 세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대중화된 이후,  
글래스형 디스플레이 기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헤드마운트형 디스플레이 기기 
스마트폰, 키오스크, 글래스형 등  
대부분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기 

Google Glass, HoloLens Oculus, Samsung Gear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Kitchen Experience, 가상현실로 자신만의 부엌을 꾸밀 수 있는 앱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IKEA가 프랑스 기업, Allegorithmic와 협업하여 HTC Vive 헤드셋을 착용한 소비자들이 가상의 부엌

을 체험할 수 잇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실물크기의 부엌들을 체험하고 기호에 따라서 

캐비닛과 서랍의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체격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길이로 늘이거나 줄일 수도 있다. IKE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앱의 개발 목적은 가정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기술로서 VR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Source : RetailDive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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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 end, 머리의 이동과 눈의 움직임으로 플레이하는 VR게임 

Land’s end는 Monument Valley로 유명한 USTWO사가 삼성 Gear VR 전용으로 만든 VR 게임이다. 헤드 트래킹(head-

tracking) 시스템을 통해 눈의 움직임(gaze control)과 머리의 이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게임

을 하는 동안 머리를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이 자유로워 진다. 시선의 움직임으로 잠겨진 퍼즐을 풀 수 있고, 주위의 다양한 

풍경을 둘러보며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법은 VR Headset 측면에 배치한 gamepad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

해 개발하였다고 한다.  

Source : Develop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youtu.be/ZCoR35sXM2w


Source : Faceshift 

Faceshift, 얼굴 표정을 실시간으로 3D 캐릭터에 반영시키는 기술 

Faceshift는 스위스의 모션 캡쳐 스타트업으로 3D 센서로 얼굴 표정의 움직임을 정확하고 빠르게 포착하여, 이를 3D 캐릭

터의 얼굴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15년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도 적용

되는 등 앞으로 게임과 영화산업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Skype와 같은 실시간 영상 통화 서비스와의 제휴를 

진행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에 인수되어 가상현실 기기나 관련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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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IC X, 사용자의 귀에 딱 맞춘 3D 헤드폰 

OSSIC X는 사용자의 귀의 특성에 맞춰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하는 헤드폰이다. 헤드폰을 착용하면 센서로 먼저 양 귀의 넓이

와 귓바퀴의 크기, 각도 등을 측정하여 좌우 각 4개씩 장착된 음원의 배열을 조정한다. 그리고 헤드폰 이용 중에는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음향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전후좌우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마치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연구진들의 테스트에 따르면 기존의 고성능 게임용 헤드폰에 비해 훨씬 더 실제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와 진동을 닮았다고 한다.  

Source : Kickstarter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www.youtube.com/watch?v=MKHGxVG_7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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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im 4D headphones, 귀에 전기 자극을 주어 VR에 현실감을 더한 헤드폰 

Entrim 4D headphones는 삼성에서 만들어진 기기로, 자사의 Gear VR 기기와 함께 사용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해 VR에 몰

입을 도와주는 헤드폰이다. 가상현실을 눈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삼성의 목표이

다. 이것은 VR기기를 이용할 때 시각적 효과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움직임의 느낌을 추가로 전달해준다. 간단하

게 헤드폰을 쓰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어패드 부분에서 사용자에게 직류 전기 신호 자극을 주어 전정기관에 영향을 줘 평형

감각을 조정한다. 균형감각을 조정하면 사용자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동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방향과 속도 감각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ource : Samsung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www.youtube.com/watch?v=yZ_G_zbOb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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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양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VR Headset용 제품 

Orion은 Leap Motion에서 제작한 양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VR Headset용 제품이다. 손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감

지하는 센서가 Leap Motion Controller에 내장되어 있고,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VR Headset에도 연

결할 수 있으며, Headset용 mount만 따로 구입하여  끼우면 된다. 센서는 손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까지 감지할 수 있고, 빛

의 간섭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상 현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손이 보이며, 가상 속의 물체에 손이 다가가게 하거나 

닿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체 모형도 만들 수 있다. 

Source : Leap Motion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youtu.be/rnlCGw-0R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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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portation, 멀리 떨어진 사람을 눈 앞에 소환하는 기술 

마이크로소프트가 HoloLens를 이용한 최신 기술인 Holoportation을 발표했다. Holoporatation는 HoloLens를 착용하여 

멀리 떨어진 사람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영상전화와 다른 점은 원하는 사람을 사용자의 공간으

로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는 미리 제작하거나 녹화된 영상이 아니다. 센서로 둘러싸인 방에 있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스캔하

여 HoloLens를 착용한 사용자의 눈앞에 영사하는 것이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다. 체험한 영상은 녹화되어 나

중에 제 3자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도 있다.  

Source : Microsoft Research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youtu.be/7d59O6cfa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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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2, 시야각과 해상도의 개선으로 더욱 생생하게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글래스 

Meta2는 2014년에 선보인 글래스형 AR기기인 Meta1의 후속모델이다. Meta2는 지난 시제품에서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야각을 90도까지 높이고, 2560X1440 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구현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했다. 

Meta2의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물체들은 핸드트래킹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 물체을 기울이거나 넘어뜨릴 수도 있고, 

농구공의 경우에는 드리블을 할 수도 있다. 현재 Meta2는 개발용 킷을 홈페이지에서 사전 주문 받고 있다. 

Source : Metavision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s://youtu.be/7d59O6cfa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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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und 3d Virtual shape, 초음파를 이용해서 만들어 낸 가상의 3차원 형체 

브리스톨 대학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 초음파를 사용하여 공기로 된 3D 형체를 만들고 이 

공기를 오일 상태로 만들어 사용자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준다. 디바이스 위에 손을 대면 립 모션 센서가 손의 위치를 추적

하여 정확한 지점에 초음파로 된 햅틱 3D 객체를 생성한다. 앞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의사들이 CT로 스캔한 영상을 손으

로 만져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장기 내부에 종양이나 혹이 있다면 종양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Source : Bristol University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http://www.youtube.com/watch?v=kaoO5cY1a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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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제 풍경에 맵핑하여 제공하는 전면 HUD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Continental이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띄우는 HUD를 자동차의 전면 유리에 삽입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마치 아이언맨의 마스크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그간 주행 속도와 네비게이션 정보를 전면 유리의 아주 일부분에 

단색으로 노출하던 HUD를 크게 개선했다. 전면 유리 전체에 HUD를 삽입하여 실제 보이는 풍경에 60프레임의 고품질 GPS 

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시에는 경고를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hristian Reinhard는 저가의 차량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술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New World Created by Computer 



더 좋은 UX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는 사용자경험 관점에서 디자인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1년 대부분을 사용자경

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에

게는 상당히 많은 미션들이 주어지는데, 그 미션들은 한결같이 어렵고, 까다롭고, 풀기 

애매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UX 관점에서 제품을 연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는

데, 그 과정을 거듭하다 보니 UX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 책자는 UX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여러

분들이 UX 프로젝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당면한 미션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라

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사말은 늘 똑같습니다.  

부디 도전하시고, 변화를 두려워 마시길. 

우리는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로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  라이트브레인 UX1 컨설팅그룹  

 

UX 컨설팅 및 교육 문의 : 02-3486-4211, sbc@rightbrain.co.kr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다양한 분야 UX컨설팅 수행 
 

한 분야에 고정되지 않은 폭넓은 시야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웹/모바일은 물론, 

비즈니스 전략, 서비스 디자인 제품, 신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특

히 선행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UX리서치 역량 
 

웹, 모바일, 의료, 스마트 가전기기, 스마트워치, 음성인식 기기 등 총 40여 차례의 다양

한 UX리서치를 수행했으며, 70여 개의 UX리서치 기법 및 H/W, S/W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렌드 연구 
 

1년 2만 여건의 UX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근 등장한 영역별, 산업별 신기술에 대한 

UX영향을 분석하는 등 자체 역량 강화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mailto:sbc@rightbrain.co.kr


UX1 컨설팅그룹 포트폴리오 

 
 
 
선행연구 
 

• 음성인식 홈디바이스 UX 발굴 

• SKT 3D SDN 컨설팅 

• TV 중심의 스마트홈 서비스 

 
웹/모바일 
 

• 연세의료원 웹 컨설팅 

• 멜론 모바일 경쟁력 조사 

• 호텔신라 웹인프라 구축 

• 중앙일보 디지털 UX 개선 

 
제품 
 

• IoT 여행용 가방 

• 스마트폰 카메라 

• 유디아이 스마트 조명 

 
B2B, 공공 
 

• 삼성 SDS 사내 시스템 

• 웅진MRO 시스템 

• 문체부 정부 모바일 가이드 

• 도로공사 하이포털 

 
UX 교육 / 세미나 
 

• 삼성 SDS UX 기본과정, SSA UX 교육 

• LG전자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UX실무, 생산성혁신본부 UX 교육 

• 투비소프트 컨설턴트 기초 교육 

• KT UX 기초교육 

• 현대자동차 자동차 트렌드 세미나 

• 국민연금 DW웹 

• 한국학술정보원 

• 더존 그룹웨어 

• 해운/물류 시스템 

• 공공장소용 비콘 리서치 

• SK 유비케어 신규 비즈니스 

• 지능형 모바일 OS 

• 유니세프 온라인 전략 

• U+ 프로야구 앱 UT 

• U+ LTE 비디오포털 앱 UT 

•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 IoT 스마트 태그 

정의하기 힘든 주제였지만 여러 리서치, 스터디를 통해 좋은 Insight
를 발굴해 주셨고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도출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IoT상품전략팀 신승우 책임 
 

프로젝트를 제안드릴 때 미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떻게 커
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성봉 이사님과 UX1 컨설팅그룹 분들이 처음부터 부담 없이 좋은 
선배, 오래된 동료처럼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셔서 효율적
이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LG U+ UT팀 김경배 과장 
 



프로젝트 문의 : 02-3486-4211. sbc@rightbrain.co.kr 

Provide a Valuable Product to the Right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