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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토대로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텍스트나 사진, 동영상의 형
태로 많은 이들에게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디자
인 연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를

활용하는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사용자 리서치에 활용하기 위
해 SNS에 올라가는 컨텐츠의 속성을 연구하는 한편

(Ying-Chia Wang 외, 2013)

SNS를
활용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진 외,
2011). 또한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SNS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SNS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이미지를 시
기존의 디자인 방법론에

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제품의 사용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방

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상황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중소형 포터블 스마트 기기)

3. SNS

사용자 참여 이미지를 통한 시나리오 도출

방법

3-1. SNS를 통한 이미지 데이터 수집
SNS를 통한 이미지 데이터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에게 SNS에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미 사용
자들이 SNS에 올렸던 이미지 데이터 중 맥락에 맞는 이미지
를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이다.
(1) Facebook 페이지 개설을 통한 이미지 데이터 수집 :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중 하나인 Facebook에 ‘접어접어’라는 페
이지를 만든 뒤, 사용자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휘거나 접
히는 물건 혹은 맥락에 대한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
해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자가 SNS 페이지로 업로드한
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2] Facebook

18개

페이지, 접어접어

의 사용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말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타블렛 크기 이하
의 포터블 스마트 기기에 사용된다고 한정하였다. 이러한 플
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SNS를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수집을 한 뒤, 주요 키워드 및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아이디에이션 워크샵을 통해 인사이트
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인사이트에 맞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다시 아이디에이션 워크샵을 수행한 후 사용 환경에 따

라 분류하였다. 이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뛰어난 세 가지
사용 환경을 선택한 뒤 그에 맞는 인사이트와 아이디어SET을
짝지어 상황(Scene)을 설정하였다. 가능한 상황을 엮어 시나
리오 흐름을 구성한 뒤 상황 별 아이디어SET 중 최선의 아이
디어를 연결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림 1]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

(2) SNS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검색을
수집 : 이미 사용자가 SNS에 업로드한

통한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들 중 휘거나

접는 일상 생활 행위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어를 선정
하였다. 유의어 사전에서 플렉시블과 관련된 6개의 동의어를
추출한 뒤(Bending,

Elastic, Foldable, Folding, Pliable, Pliant),
Flexible까지 포함하여 7개의 단어를 이미지 기반 SNS인
flickr, Smugmug, 그리고 Google+에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플렉시블 관련 이미지

322개를 찾았다. 플렉시블과 관련된
로써 Flexible 단일 검색일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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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들로 검색을 함으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를

리오 등 세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3] SNS를

3-2.

[그림 5]

통해 수집한 이미지 예시

도출된 시나리오 예시 (통화 시나리오)

이미지를 통한 주요 키워드 및 정보 추출

단순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취합하기
위해서, SNS에서 수집한 34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상황별,
종류별, 행위 원인 별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맞는 키워드 및
정보를 추출하였다.

3-3.

키워드 및 이미지 정보를 통한 인사이트 발견

추출한 키워드 및 정보를 바탕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연
관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 아이디에이션 워크샵을 시행
하였다. 참가자는 총 16명으로 4명씩 4조를 구성했으며, 산업
디자인 전공자 3명과 비전공자 1명으로 조직하였다. SNS를
통해 수집된 이미지 정보 및 키워드를 인쇄하여 각 조마다 제
공하고 한시간 반 정도 워크샵을 통해 인사이트
할 수 있었다.

[그림 4]

32개를

발견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SNS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

는 이미지를 활용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세 가지 사용 시
나리오를 개발하였다.

SNS를

통해 기존에 시나리오 개발 시 초기에 필요한 리서치

를 비교적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또
한 SNS 페이지를 만드는 쪽이 SNS에 이미 올라간 이미지를

검색하는 쪽 보다 흥미로운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미지 기반 SNS들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
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양한 데이

터를 얻기 위해 검색어를 늘리면 그에 따른 노력 및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흥
미로운 데이터가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SNS 페이지

아이디에이션 워크샵

의 경우 사용자가 생각하는 맥락에 맞는 사진을 올리는데 사
용자의 다양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맥락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SNS에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

할 때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좋은 데이터를 얻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로 87명의 사용자가 페이지의 ‘좋아요’ 버튼
을 누름으로써 페이지를 구독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올라온 사

3-4.

인사이트에 맞는 아이디어

SET

및 사용 환경

도출

진은 20여 장으로,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
해 저조한 참여율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용자들이 접히거나
휘는 물건을 보더라도 페이지에 업로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발견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아이디에이
션 워크샵을 시행하였다. 참가자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 수단도 강구해
야 한다. 따라서 페이지 관리자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Affinity Diagram
을 통해 사용 환경 별로 묶어 아이디어 SET을 만들었다. 이

SNS를

는 대학원생 6명이며 한 시간 가량 앞서 발견된 인사이트를

를 통해

20가지의 서로

이 도출되었다.

다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

3-5. 상황별 아이디어를 묶은 시나리오 도출
20가지의 환경 중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세 가지 환경
(통화 관련 맥락, 지도앱을 이용한 길찾기, 이북(e-Book) 관련
맥락)을 선정하였다. 그 환경에 속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SET
을 한 상황(Scene)으로 가정한 뒤, 상황을 엮어서 하나의 이
야기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상황 별 아이디어SET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런 방
식으로 통화 시나리오, 지도찾기 시나리오, 이북(e-Book) 시나

얻을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크게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리서치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연구에
있어 SNS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자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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