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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식의 창조는 서비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는 지식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며, 이를 위해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계속적인 상호 작용, 즉 사용자 관여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자문하는 역할, 참여하는 역할, 3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역할의 

차이에 따라 지식 창조의 과정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어떠한 지식 창조 과정을 거쳐야 실제 서비스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2 가지의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식 창조의 과정과 사용자 역할 

간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실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자 관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Knowledge Creation in early stages of new service develop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success of the service. The user is a crucial resource in 

creating knowledge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user involvement is 

necessary. There are three roles the user can take part as in service development: 

informative, consultative, or participative. Based on these different roles,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varies. With this background, we proposed to 

investigate which creative processes need to be passed through in order to 

positively affect service development based on the role of the user in early stages 

of Internet service development. This case study was undertaken based on two new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creation process and user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guidelines regarding user involvement in actual service development.  

↲ 

핵심어: New Service Development, Fuzzy Front End, User Involvement, Knowledg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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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개발 초기 단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 개발 초기 단계는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컨셉을 개발하는 

단계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도출된 제품 및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과 많은 관련이 있다 [4, 5].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지식에 근간한 것으로 결국 

지식 창조 (Knowledge Creation)의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6, 7]. 즉,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통해 성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8]. 

개발 초기 단계는 불명확한 과정과 임기 응변의 결정 

같은 특징으로 인해 불명확한 개발의 초기 단계 (Fuzzy 

Front End)라 불리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이는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1, 9, 10].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획자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Needs,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9, 11].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와 기획자 간에 계속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사용자 관여 (User 

Involvement)라 할 수 있다 [10, 12]. 이러한 활동은 지식 

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3, 9, 13, 14]. 

사용자 관여에는 적절한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과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3]. 

하지만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지식 창조의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다. 

개발 초기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적절한 

지식 창조의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을 경제적, 시간적 자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창조해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기대에 부흥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3 

가지 사용자 역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자문하는 역할, 

참여하는 역할에 따라 Nonaka [15]가 제시한 네 가지 지식 

창조 과정 중 어떠한 지식 창조 과정을 거쳐야 실제 

서비스 기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역할과 

지식 창조의 과정 간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실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자 관여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불명료한 개발의 초기 단계 (Fuzzy Front End) 

불명료한 개발의 초기 단계 (Fuzzy Front End, 이하 

FFE)는 여러 문헌에서 사전 개발 단계 (Pre-development 

phase), 프로젝트 사전 활동 (Pre-project activities)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현존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16]. 

FFE 는 크게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 단계와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6].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 

단계는 조사, 분석 활동이나 창조적 활동을 통해 고안된 

아이디어를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단계이며,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는 좀 더 상세한 수준의 컨셉 

개발 및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계획이 세워 진다 

[2, 16]. 결국 FFE 의 결과물은 차후 실제 제품 및 

서비스의 실제 개발을 위한 상세한 비즈니스 계획이 되는 

것이다 [2, 3]. 

FFE 는 시장, 기술, R&D 과정, 재원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과정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부와 외부 자원으로부터의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을 위한 지식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1, 9, 10].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 단계에서 기획자는 사용자를 

통해 사용자의 Needs 나 문제점 및 해결책, 현존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선호 여부, 

사용의사 및 실제 Needs 와의 적합도 등을 파악하며,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는 사용자와 함께 제품 및 서비스 

청사진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한다 [3]. 

지금까지 FFE 에서 사용자가 지식 창조의 원천이 됨을 

알아보았다. 이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의 역할과 지식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2.2 사용자의 역할 

사용자의 역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Informative), 자문하는 역할 (Consultative), 

그리고 참여하는 역할 (Participative) 3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구분될 수 있다 [12, 17-19].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이름 그대로 실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17, 18]. 실제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도출하기 위한 자원의 역할을 하며,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실제 사용 상황 등이 디자인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 활용된다 [1, 12].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뷰, 집단 

심층 면담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같은 

사용자 조사 활동도 포함된다 [12].  

자문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비평을 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17, 18]. 실제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문하는 역할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발 과정에서 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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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들을 평가하고 기획자는 이를 

토대로 반복 수정하게 된다 [12]. 즉, 자문하는 역할은 

사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획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교환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12, 20].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의미한다 

[17, 18]. 사용자는 참여하는 역할을 통해 그들의 Needs,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실제 기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2].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자는 사용자와 대등하게 참여하면서, 

사용자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12, 20]. 

이렇게 사용자가 실제 개발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 또한 달라지게 되며, 결국 

개발 초기 단계의 사용자 관여를 통한 조직의 지식 

창조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식 창조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3 지식 창조 (Knowledge Creation) 

지식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황화된 진실된 믿음’ (Justified true belief)으로, 두 

가지 범주,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과 명시적 지식 

(Explicit Knowledge)으로 나눌 수 있다 [15, 21].  

암묵적 지식은 경험, 시각, 특정 상황에서의 느낌에 

기초로 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명시적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징을 통해 의사 소통될 수 있는 

지식으로 문서나 공식처럼 실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15]. 

조직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7], 이러한 상호 작용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으로 사회화, 구체화, 결합, 

내재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5, 21].  

표1. 지식 창조의 네 가지 모드 

 To 

암묵적인 지식 명시적인 지식 

From 
암묵적인 지식 사회화 구체화 

명시적인 지식 내재화 결합 

 

첫째로 사회화 (Socialization)는 개인 간의 암묵적 지식 

간의 교환을 통해 새로운 암묵적 지식을 발생키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러한 과정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비공식적인 사회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6, 8].  

둘째로 구체화 (Externalization)는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사회화와는 다르게 

형식적인 미팅을 통해 도출된다 [8, 15]. 형식적인 

미팅으로는 전문가 인터뷰나 이전 프로젝트 분석,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진행된 FGI 나 인터뷰가 있다 [6]. 

셋째, 결합 (Combination)은 명시적 지식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의 

구조적 수집, 지식의 통찰력 있는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15, 21]. 즉,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지식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내재화 (Internalization)는 명시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착오 과정이나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5]. 

이러한 지식 창조의 네 가지 과정은 사용자 관여와 함께 

FFE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사용자 관여가 지식 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져 있다 [3, 10]. 하지만 

FFE 와 지식 창조 간의 관계를 사용자 관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개발 조직 간 상호 작용의 전략적 

방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지식 창조 과정 또한 

달라지리라 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사용자의 역할에 

따른 적절한 지식 창조 과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위에 제시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실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진행된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 조사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 조사 방법론을 택한 이유는 불명확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식 창조와 사용자 역할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탐험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 

본 연구 대상인 두 가지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해 어떠한 지식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3.1 연구 사례 

본 연구의 사례가 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Online Social Network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로 신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실제 

개발, 즉 구축 진행 이전에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단계는 상위 기획 단계로 내부, 외부 환경 분석, 

FGI, 사용자 관찰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 구축 목적과 

원칙, 타겟, 컨셉, 기대효과, 수익모델, 추진 일정 등이 

명시된 상위기획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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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살펴본 불확실한 개발 초기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와 컨셉 개발 초반부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위 기획 단계로 상위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컨셉을 바탕으로 정보 구조도 설계나 핵심 활동 및 

상세 과업 정의, 상세 화면 설계 등 인터넷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및 특징들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불확실한 

개발 초기 과정에서 컨셉 개발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로 선정된 두 가지 프로젝트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세스를 토대로 기획이 진행되었다. A 프로젝트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기존에 하던 서비스와 전혀 

별개의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FFE 전반에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들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B 프로젝트는 

기존에 하던 서비스에서 특정 타겟 층에 맞게 수정을 한 

프로젝트로 이 역시 FFE 전반에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들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현재 B 프로젝트는 

운영 당시에 큰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서비스가 운영 

정지된 상태이다. 각각의 프로젝트가 FFE 의 두 가지 

단계에서 [표 2]와 같은 사용자 관여 활동이 있었다. 

표2. 프로젝트별 개발 초기 단계의 사용자 관여활동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 단계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 

A 프로젝트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보고서 

FGI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평가 보고서 

B 프로젝트 사용자 관찰 

FGI 

사용자 보고서 

FGI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평가 보고서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들을 통해 연구 대상 업체의 

기획자는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된 

컨셉의 적합도 및 수용도,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습관 등을 정보로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 프로젝트 실제 구축에 이르게 된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자료는 본 연구 대상인 업체에서 

여러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기획자와의 Semi-Structured 

Interview 를 통해 얻어졌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인터뷰 Protocol 을 제작하였으며, 

인터뷰는 이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 시간 지속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추후 트랜스스크립트화 

되어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조 연구 자료로는 서비스 기획, 개발 관련 회의 문건 

자료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참여 상황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3.2.1 인터뷰 

인터뷰에 참여한 기획자는 총 6 명으로 기본적으로 연구 

사례가 된 A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며, 3 명은 B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인터뷰에 참가자들의 프로필은 

[표 3]과 같다. 

표3. 인터뷰 참가자 프로필 

 역할 직분 참여 프로젝트 

P1 기획자 과장 A, B 프로젝트 

P2 UX 담당 대리 A 프로젝트 

P3 기획자 과장 A, B 프로젝트 

P4 기획자 부장 A, B 프로젝트 

P5 기획자 과장 A 프로젝트 

P6 기획 및 개발자 과장 A 프로젝트 

 

인터뷰는 각기 참여했던 프로젝트 FFE 세부 단계에서 

어떠한 사용자 참여 활동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에 따른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마무리로 사용자 

참여 활동에 대한 기획 및 개발자의 의견 및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물었다. 

 

3.2.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이론적 배경, 즉 (1) 각각의 FFE 세부 

단계에서 (2)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3) 어떠한 지식 

창조의 과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의 창조의 과정이 (4)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을 토대로 코딩 작업을 진행, 

분석하였다 [23]. 

4. 연구 결과 

두 가지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개발 과정에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자문하는 

역할 하는 역할 두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로 한다. 

 

4.1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 단계 

실제 기획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관찰, FGI 등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5�4



“진짜 유저는 기획자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 지도 몰라요.” (P4)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지와 관련된 

해결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14, 24].  

“기획 방향에 맞춰서 조사 결과를 필터링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보다는 기획자 인사이트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네요.” (P5) 

즉, 다양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중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추후 컨셉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데는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획자의 통찰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어떠한 지식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4.1.1 사회화 

A 프로젝트의 경우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자 주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B 프로젝트의 경우는 실제 

사용자들이 생활 환경에서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특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진행되는 사용자 관여 활동은 

사용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네 가지 지식 창조 과정 중에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B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용자와 기획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있기 

보다는 사용자가 단순히 실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대상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들이 편하게 어떻게 쓰는지 쭉 그들의 이용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기획자 인사이트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P4) 

이에 비해 A 프로젝트의 경우는 B 프로젝트에 비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근데 평상시에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평상 시에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사항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톡톡톡 꺼내 주시는 거죠.” (P3)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화의 과정 동안 B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A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자가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사용자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화의 과정이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토대로 기획자는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고객의 시각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   

명제 1: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때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사회화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 

명제 2: 사용자가 자문하는 역할을 할 때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사회화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 

 

4.1.2 구체화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뷰나 FGI 와 같은 공식적인 미팅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들의 경험과 같은 암묵적 지식을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명시적인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네 가지 지식 창조의 과정 중에서 구체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된 두 프로젝트 중 

B 프로젝트만이 구체화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FGI 를 하면서 인터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아이디어도 얘기해 주고, 실제적 욕구도 듣게 되는 거죠.” 

(P3)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B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는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획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했다. 

“단순히 사용 패턴만 보다 보면 그들의 활동 그 자체만 

알 수 있지, 그들의 실제적 욕구를 모르는 거에요.” (P3)  

“그들의 얘기를 토대로 사실 새로운 것을 얻기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P1) 

위의 두 가지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화의 

과정이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화의 과정은 

기획자 스스로 생각했던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0].  

명제 3: 사용자가 자문하는 역할을 할 때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구체화는 실질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 

 

4.1.3 결합  

본 연구의 사례가 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는 외부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다양한 

사용자 조사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형태로 회사 내에서 

공유되었다. 이러한 보고서 자료들을 취합, 분석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은 네 가지 지식 

창조의 과정 중 결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의 자료에서는 FGI 나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조사 작업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만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 관여의 정도를 알아내기 힘들며, 그런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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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과정에서 사용자 역할을 구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사 기관이나 회사의 전략 팀이나 분석해 온 

트랜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P5) 

이러한 보고서 자료에 대해서 인터뷰 참가자들은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얻어지는 

아이디어, 즉 결합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아이디어들은 

이전의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보다는 이미 현존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성격이 더 강하다 [6]. 물론 이전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결합의 과정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명제 4: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한 결합은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4 내재화  

내재화 과정은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용자 

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기획자 스스로 자신의 암묵적 

지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1]. 이런 

내재화의 과정도 결합의 과정처럼 사용자의 역할을 

구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명시적 지식 간의 결합에 대해서 모든 기획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명시적 지식을 다시 기획자의 

경험, 시각이라는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내재화의 

과정은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보고서들이 있을 때 한번 거쳐서 사용자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 되었던 것 같아요.” (P5) 

명시적 지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획자 스스로의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향상된 통찰력은 사용자의 잠재적인 

Needs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8]. 

명제 5: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한 내재화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 

 

4.2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 

인터뷰 결과,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는 사용자 

관여 활동이 컨셉 평가 단계에서만 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이디어 평가 단계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것은 결국 기획자이기 때문에 컨셉 

개발에 사용자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내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없는 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P6) 

대신 위의 인터뷰 결과처럼 기획자의 통찰력으로 제시된 

컨셉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관여 활동이 이루어 진다.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보는 형태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내부적으로 보안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구요.” (P5) 

물론 위의 인터뷰 결과처럼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신규 프로젝트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기획자도 있었다. 하지만 

큰 기업에서는 보안 상의 이슈들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었다.  

 

4.2.1 사회화 

인터뷰 결과 두 프로젝트 모두 컨셉 평가 단계에서 

사회화의 과정은 아이디어 발상 단계 때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획자 주위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컨셉에 대해 선호도를 묻는 비공식적인 활동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처음 컨셉이 나오면 먼저 회사 내의 동료들이나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서 인사이트를 

얻곤 해요. 그 사람들도 사용자니깐요.” (P5)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나 자문하는 역할이 혼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힘들다. 하지만 위의 

인터뷰 스크립트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컨셉을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수정하여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명제 6: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때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 사회화는 컨셉 평가에 도움이 된다. 

명제 7: 사용자가 자문하는 역할을 할 때 컨셉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 사회화는 컨셉 평가에 도움이 된다. 

 

4.2.2 구체화 

컨셉 평가 단계에서는 사회화의 과정보다는 FGI 나 리드 

유저 (Lead User) 인터뷰와 같은 형식적인 사용자 관여 

활동, 즉 구체화의 과정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A, 

B 프로젝트 모두 리드 유저나 개발 초기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타겟 커뮤니티의 운영자들과 FGI 를 실시하였다.  

“그 자체가 뭔가 방향을 갈라놓진 않는 것 같아요. 

보조 수단인 거지 그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P2) 

컨셉 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체화의 과정이 

일어나지만 인터뷰에 참가한 기획자들은 사용자 역할에 

상관없이 구체화 단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기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여가 되어야 겠다는 압박감? 그런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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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크립트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컨셉의 

평가를 하기 보다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용자 관여 활동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자신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FGI 와 같이 공식적인 미팅에서는 그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14]. 

“컨셉이다 보니깐 잘 이해도 못 하고 별로 이의가 

없더라구요.” (P3) 

또한 위의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컨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못 

하기도 한다 [25].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 8: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때 컨셉 

평가 단계에서 구체화는 컨셉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제 9: 사용자가 자문하는 역할을 할 때 컨셉 평가 

단계에서 구체화는 컨셉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2.3 결합  

컨셉 평가 단계에서 A 프로젝트는 이미 도출된 컨셉을 

토대로 외부업체를 통해 FGI 를 실시하여 신규 서비스 

수용도 조사 보고서를 제공받았으며, B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팀 내에서 개발 초기부터 유지하던 타겟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아이디어 발상 

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전체 FGI 산출물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은 좀…… 

사용자들의 포괄적인 대답들이 많아서…… 그런 대답은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 것들이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직접 얻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P5) 

위의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컨셉 평가 단계에서 

결합의 과정은 기획자가 도출한 컨셉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실은 진짜 가장 큰 목적은 설득용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P1)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프로젝트 

컨셉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컨셉 평가 단계는 

컨셉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단계이자 추후 진행에 대한 

결정의 단계이기도 하다 [16]. 이런 점에서 컨셉 평가 

단계에서 결합의 과정은 컨셉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컨셉을 실제 개발을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명제 10: 컨셉 평가 단계에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한 

결합은 컨셉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4.2.2.4 내재화  

보고서와 같은 명시적 지식을 자신의 경험이나 시각과 

같은 암묵적인 지식으로 전환하는 내재화의 과정은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재화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역할은 구분하기는 힘들며, 컨셉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도움이 된다.  

“사용자의 의견은 하나의 back data 로써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획자의 생각을 기획자가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P6) 

결국 기획자는 다양한 사용자 조사를 토대로 자신의 

통찰력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인 컨셉이 사용자의 

Needs 와 Wants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명제 11: 컨셉 평가 단계에서 사용자 관여 활동을 통한 

내재화는 컨셉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5. 결론 

“제일 나쁜 것은 기획자의 의도대로 무조건 만들어 

내는 것이구요. 그 다음 안 좋은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는 거죠.” (P6) 

인터뷰에 참가한 모든 기획자들이 사용자 관여 활동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 관여 활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 자신의 통찰력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때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회사 

조직은 기획자들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역할에 따라 어떠한 지식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 조사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4. 연구 결과 

지식 창조 

과정 

사용자 역할 아이디어 

발상 단계 

컨셉 평가 

단계 

사회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O O 

자문하는 역할 O O 

구체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X 

자문하는 역할 O X 

결합 X O 

내재화 O O 

O: 도움이 됨, X: 도움이 안 됨,?: 알 수 없음

 

본 연구는 단 두 가지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수의 

기획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식 창조의 과정을 사용자 관여에 측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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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결과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사용자 관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으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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