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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터치스크린은 이제 부분 정보기기에 탑재되고 있다. 복사기의 경우 다른 

어떤 정보기기 보다 이른 시기에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복사기의 User 

Interface(이하 UI)를 살펴보면 과거로부터 습 으로 사용되어온 방식을 특별한 재검증 없이 그 로 유지 

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사기와 같은 사무용 공용기기의 경우 비교  사용자가 

기기와 마주하는 시간이 짧고 사용 목 이 분명하며 간결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기기 간 User Experience

(이하 UX)가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보수 인 성격과 

기기 사용자와 구매자의 상이함이 기기의 UI를 극 으로 변화 시키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스마트폰을 심으로 하드웨어 요소인 버튼이 터치스크린 상으로 치를 이동하고, 공용/공공기기

들이 터치스크린을 심으로 하는 UX의 변화가 격하게 일어나면서 복사기 한  UX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사기에 나타나는 이 같은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문헌을 통해 재까지의 연

구를 살펴 본 후 사용자조사와 로토타입(Prototype)을 통한 사용자평가를 통해 복사기를 구성하고 있는 

UI 요소와 이에 따른 사용행태의 변화 등을 조사하 다. 특히 복사기에 있어서 소 트웨어 버튼 심 UI와 

하드웨어 버튼 심 UI간 차이가 사용자와 사용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복사기 UX의 방향

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복사기  공용기기의 사용성향상과 UX디자인에서 기반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사용자경험∣복사기∣터치스크린∣하드웨어 버튼∣소프트웨어 버튼∣
 

Abstract
 
Touchscreen is now installed in the majority of information devices thanks to the developed 
digital technology. In case of copiers, although touchscreen was installed earlier than any other 
information device, current user interface indicates that conventional methods have been 

maintained without any special re-validation. But, since common office devices such as copiers 
have brief usage time and clear, straightforward purposes, user experience between an user and 
device is perhaps an important element. Nevertheless, conservativeness of the market and the 

fact that users and buyers are not always the same are a stumbling block to actively changing 
UI. Recently, however, as hardware element, buttons, have moved to touchscreen mostly for 
smartphone, and common and public devices have seen rapid changes in UX, mostly with 

touchscreen, it has led to high demand for changes in UX of copiers. To remedy the issues with 
copier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hrough existing studies and user evaluation based on 
user survey and prototype was done to examine the copier’s UI elements and relevant changes 

in usage. In particular, a new direction for UX of copiers was suggest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differences between software button-oriented UI and hardware button-oriented UI on users 
and usability. This study finding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usability of 

future common devices including copier and UX design. 

■ keyword :∣User Experience∣Copier∣Touch Screen∣HW Button∣SW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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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인간과 기기의 인터 션(Interaction)에 있어서 인간

과 기기간 커뮤니 이션은 키보드, 버튼, 놉, 마우스, 터

치스크린 등의 별도의 인풋 디바이스나 기기 내 포함된 

인풋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인풋 방식  최

근 스마트폰을 심으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주

목받고 있는데 이는 기존 키패드 휴 폰에 비해 좁은 

공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에 기인하고 

있다[1]. 터치스크린의 도입을 통한 UI의 격한 변화

는 키보드와 마우스와 같은 보조 입력장치의 도움 없이 

즉각 이고 단순한 입력을 가능하게 하 다. 한 정보

기기의 인풋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면서 최근 주

요한 인풋 디바이스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통 인 인풋디바이스와 다른 새로운 인풋방식의 계속

인 출 은 이에 한 사용자의 반동을 동시에 일으키

면서 특정 디바이스의 수용 정도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 이다. 이런 연유로 다양

한 인풋 디바이스 간 사용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선행 되었다. 특히 터치스크린에서의 인풋방식은 버튼

을 를 때와 는 달리 물리  피드백이 약하고  

치가 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런 

이유로 키보드 문자입력을 심으로 터치스크린 인풋

의 효율성과 사용성에 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2].

비교  터치스크린의 채용이 일  얼어났던 복사기

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의 발 과 함께 

소 트웨어를 바탕으로 기능의 속한 팽창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디바이스의 특징상 터치스크린 인풋과 하

드웨어 버튼의 인풋이 결합된 조작방식이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UX의 창출에 소극 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는 공용기기의 경우 사용성 측면에서 논리  조작감과 

경험 지향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3]. 이런 보수  이 복사기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사기의 조작패 을 심으로 소

트웨어 버튼 심 UI와 하드웨어 버튼 심 UI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복사기 UX의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복사기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규

명을 통해 복사기를 포함한 공용기기 UI가 나아가야 할 

UX의 기 방향을 수립 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복사기를 한 UI  

UX특징 규명을 해 4단계 연구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문헌을 통한 하드웨어 버튼 심UI와 소 트웨

어 버튼 심UI의 사용성을 비교 분석한 련 연구  

기 들을 조사 하 다. 두 번째, 하드웨어 버튼과 소

트웨어 버튼을 심으로 하는 각각의 UI 로토타입

(Prototype)을 설계하 다. 세 번째, 사용성 평가를 통

해  비교 분석함으로서 사용자 수행과 사용자 수용의 

차이를 규명 하 다. 네 번째,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

을 보완하여 새로운 복사기 UI의 방향을 제안 하 다.

문헌 연구 →
검증용 

프로토타입
제작 

→ 사용성 
평가 → 새로운 복사기 UI 방향

복사기 UX 특징 규명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평가의 기 이 된 사용성의 의미정의는 먼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기능  수행도와 감성  만족도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사용성을 평가하기 한기

으로 하 다[4]. 이러한 의미정의는 국제표  

ISO9241-11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의 충족조건인 효

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만족

(Satisfaction)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기능 수행도는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을, 감성  만족도는 만족 측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5]. 한 한성호의 연구에서는 사

용편의성이 수행도와 감성 만족도로 크게 구분된다는 

사용편의성의 개념을 제안 하 으며[6] 이러한 개념은 

UX측면에서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품개

발에 용하려는 연구로도 확  되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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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를 한 인풋방식은 직 입력방식과 간 입

력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풋방식에 

한 장단 을 악하고 한 인풋방식을 UI에 용할 

수 있을 때 사용성이 극 화 될 수 있다. [표 1]은 직

입력 방식과 간 입력방식의 장단 을 요약한 것이다. 

일반 으로 직 입력 방식은 독립성, 타깃의 정확한 포

인 , 안정 인  태스크운용에서 강 을 보인다. 반면에 

간 입력 방식은 정 한 태스크 는 반복 이 태스크

에서 장 을 보인다. 이런 일반  정의는 1997년 

Greenstein의 “Pointing Device"로부터 출발 하 으며

[6][7] 미국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standard 

1472D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8]. 

표 1. 인풋방식 별 장단점 비교

인풋방식 장 단

직
접
입
력
방
식

터치스크린 
라이트펜
음성인식

직접 손과 눈으로 조정한다.
명력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학습시간이 짧다
수용도가 높다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포인팅과업에 적합하다

팔의 피로
해상도의 한계
조작의 정확도를 주기 어렵다
손가락이나 팔이 화면을 
가린다
조작실수로 인한 활성화
실제적 피드백이 없다

간
접
입
력
방
식

로터리
버튼
마우스 
조이스틱

디스플레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다 정밀하다
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숙련된 사용자는 오랜 기간 
사용을 위해 선호한다

운동방향성에 따른 변환이 
필요하다
실제 동작과 스크린 작동간 
변환이 필요하다
조작을 학습시간이 필요하다
컨트롤사이의 이동시간이 길다

다른 련 연구로 사용자의 연령 그룹에 따라 각각의 

인풋디바이스 카테고리가 어떤 장단 을 보이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Charness, Holley, Feddon, 

Jastrzembski는 직 입력방식이 일반 으로 장년사용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 하 다. 이는 장년층

의 경우 사용자의 입력을 2차 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직  입력방식의 경우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화 때문인 

것으로 규명 하 다[9]. 본 연구에서는 복사기의 경우 

사용되는 환경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 가 동일한 UI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에 착안하여 연령에 따른 

선행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UI를 한 하나의 평가 기

으로 활용 되었다. 한 하드웨어 버튼 심 UI와 소

트웨어 버튼 심 UI의 비교연구가 핸드폰을 심으

로 이루어 졌다. 이 연구에서 소 트웨어버튼 심 UI

는 하드웨어 버튼 심 UI에 비해 기능  수행도 측면에

서는 우수하지 못했지만 감성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버튼 심 UI 설

계에 있어서 수행도와 만족도측면의 종합  고려가 필

요함을 역설 하 다[10]. 이 연구결과 한 본 연구에서 

공용기기에서도 기능  수행도 측면과 감성  만족도 

측면이 상호 향을 미치는지에 한 비교 기 으로 사

용되었다.

UI개발과 련된 실험 련 선행연구로는 작업의 성

격에 따른 최 화된 UI 방식을 실험한 Wendy A. 

Rogers의 연구[11]와 최리진의 면 터치 휴 폰에 

한 비교 실험연구[12]가 본 논문의 실험 방향을 수립하

는데 기 으로 사용되었다.

III. 복사기 UI 의 사용성 평가 실험

1. 복사기 UI 프로토타입 설계 
실험에 사용된 소 트웨어 버튼 심 UI 로토타입

과 하드웨어 버튼 심 UI 로토타입 인터페이스는 입

력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구조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입력방식의 차이를 제외한 UI의 구조  특징과 

용어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인은 하드웨어버튼의 유

무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제작 하여 비교실

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평가를 한 로토타입은 정

해진 태스크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작이 가능하도

록 래시를 기반으로 동 으로 설계 하 으며, 터치스

크린 모니터에서 동작하도록 제작하 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한 동  로토타입의 제작은 제품이 생산

되는 시 으로부터 이른 시기에 UI를 평가 할 수 있다

는 에서 큰 장 을 지닌다. 

 

하드웨어버튼 중심 프로토타입 A    소프트웨어버튼 중심 프로토타입 B

그림 2. 하드웨어 버튼 유무에 따른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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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한 로토타입 제작 방식선정 과정에서 복

사기와 같이 실제 제품이 주는 느낌을 달하기 어렵다

는 과 하드웨어 버튼 심 UI를 평가한다는 에서 선

정된 로토타입 방식의 정성이 단 으로 지 되었

다. 그러나 실제 조작패 의 동작과 가장 유사하게 비

교 평가가 가능하고 빠르게 수정하여 재 평가가 가능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로토타입 제작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앞에서 언 된 단 은 조작부를 제외한 배경화면과 

사운드를 활용하여 최 한 로토타입을 실 으로 

구  하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하 다. 

그림 3. 플래시와 터치스크린으로 제작된 평가용 프로토타입
의 설치

2. 태스크 선정
복사기의 경우 기본 으로 복사 외에도 스캔, 팩스등

의 기능을 복합 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기기의 설

정과 작업의 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분석 하 다. 분석된 내용은 복사기 UI의 기

본 메뉴를 심으로 평소 사용성의 만족도가 낮고 복사

기 사용상 요도가 높은 태스크  사용성  심이 

발생한 태스크를 심으로 선정 하 다. 

만족도와 요도 측면에서의 태스크의 정리와 분석

은 태스크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할 때 사용

된다. 장기  으로 사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사용성 수 을 객 으로 분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다. 이는 요도와 만족도에 따

라 우선순 를 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태스크 내용이나 

부차  태스크를 분명하게 정하는데 목 이 있다[13]. 

그림 4. 만족도 중요도 맵

본 연구에서는 Basic Copy, ID Copy, FAX, Scan to 

e-mail, Document Box, Job Status, Language Setting.

의 7가지 태스크가 선정되었으며 각 기능에 해당하는 

태스크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평가를 위한 7가지 태스크

N0. 주요기능 태스크 내용

1 Basic Copy 기업 연감 보고서를 2부 복사해 주세요.

2 Custom Copy 기업 연감 보고서를 용지 크기를 A4에서 A3로 
변경하여 4부 양면복사해 주세요.

3 Fax
‘6045132065’번을 직접 입력하고, 
“Simense”라는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검색 하여 
동시에 팩스를 보내세요.

4 Scan to e-mail
“admin@chevon.com”을 직접입력하고, 
“Siemens” 2개의 수신처에 ‘주식투자 
정보’1부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세요.

5 Document Box
HI 폴더내 ‘recommendation’파일을 찾아 
‘MarketingGroup’폴더에 복사하고2부 
출력하세요.

6 Job Status 잘못 보내진 testprinting.doc Job을 검색하고 
취소하세요.

7 Language Setting 시스템 설정에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언어설정을 변경 
하세요

3. 참여자 선정
실험 참여자는 일럿 테스트를 포함하여 , , 

고  사용자를 각 3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여 진행 하

다. 공용기기의 특성상 참가자를 선정하기 해 복사기

의 복사, 팩스, 스캔 등 당양한 사용경험이 있는 사용자

를 심으로 선정하 다. 한 사용자의 수 을 보다 

효과 으로 분류하기 해 복사기 사용경험 외에도 

반 인 IT 련 문지식, 첨단기술, 각종 제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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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를 분류 기 으로 삼았다. 상세 사용자 선정  

분류 기 은 다음과 같다. 

표 3. 사용자 수준 분류 기준

구분 정의

초급
(3)

기초수준의복합기(MFP)/복사기(MFC) 수행능력 / 수행 경험 없음 
복합기(MFP) 기능에 대란 이론적/ 단편적 이해를 갖고 있음 
전문지식, 첨단기술, 기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낮음

중급
(3)

중간 수준의 복합기 (MFP) 수행능력 / 다양한 기능 수행 경험 있음 
복합기(MFP)/복사기(MFC) 개별 Task 에 대한 이해가 있음 
전문지식, 첨단기술, 기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중간 정도임 

고급
(3)

높은 수준의 복합기 (MFP) 수행능력 / 다양한 기능 수행 경험 있음 
복합기(MFP)/복사기(MFC) 개별 Task 와 복잡한/ 연결 Task에 대한 
이해가 있음 
젂문지식, 첨단기술, 기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음 

4. 사용성 평가 실험 절차
실험 참여자는 다음의 3단계로 평가에 참여하게 하

다. 체 평가는 1시간 3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Prototype 평가, 인터뷰, 실험 단계별 자기 기입설문 작

성으로 구성되었다.

먼  제시된 로토타입 2종을 자유롭게 살펴본 후 

사용  기 만족도를 악하기 해 인터뷰와 기 만

족도 자기기입 설문을 진행 하도록 하 다.

사용  기 만족도 악이 완료되면 실험 참여자는 

[표 2]에서 정의한 7개의 태스크를 각각의 로토타입

의 순서를 변경하면서 로토타입별 1회씩 2회 수행하

도록 하 다. 수행 시 태스크의 수행과정과 에러 등을 

측정하기 해 디지털캠코더를 이용해 촬 하 다. 

각 태스크별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 과 느낌

을 기록하 으며 태스크별 자기기입 설문을 작성 하 다.

태스크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사용한 두 로토타입

의 경험만족도에 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인터뷰와 

경험족도 자기 기입 설문을 진행 하도록 하 다.   

사용 전
기대만족도 조사 →

태스크 평가 및 
만족도 조사 

x2(프로토타입별)
→ 태스크 평가 후

경험 만족도 조사 

그림 5. 사용성평가 실험 프로세스

IV. 가설 설정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가설을 수립함으로서 조

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이를 검

증 하고자 하 다.

H1. 하드웨어버튼의 유무는 기기의 수용도와 신뢰성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하드웨어 버튼의 소 트웨어 버튼 화에 한 사

용성은 최근 사용한 디바이스의 경험에 향을 

받을 것이다.

H3. 하드웨어 버튼의 유무는 사용자의 과업 수행에서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V. 사용성 평가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설문과 사용성 평가 자료는 

먼  기 인 기술 통계치를 확인 한 후 각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성평가를 통해 발생한 각 태스크별 반응을 

심으로 정성 인부분을 분석 하 다. 한 태스크의 

수행에서 수집된 태스크 직  수행시간을 심으로 정

량 인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 분석 하 다. 

1. 태스크평가 전 기대 만족도 분석
먼  태스크평가  자유로운 로토타입 이용 후 실

시된 사  조사를 한 설문은 Kasper Hornbæk(2006)

의 Measuring Usability연구에서 정리된 만족도에 속

성[12]과 최리진(2009)의 터치폰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

도조사를 한 질문지[13]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설

문 통해 드러난 하드웨어 버튼 심 UI와 소 트웨어버

튼 심 UI와 련된 수용도  사  사용자 반응은 다

음과 같았다. 

표 4. 사용자 평가전 반응 분석

하드웨어 버튼 심 UI 소 트웨어 버튼 심 UI

선호
요인

기존에 많이 사용한 친숙하고 안정적
인 형태
-사용하기 편리한
-학습하기 쉬운
-가독성이 좋은

Full Touch는 이해와 조작 면에서 
쉽고 진보된 형태로 인식
-진보된 High Technology
-사용하기 편리한
-재미있는

우려 
요인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느낌
-지루한
-복잡해 보이는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와 기기 오류에 
대한 우려
-복잡해 보이는
-물리적으로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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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만족도 측면에서는 두 로토타입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크린 안에서 모든 UI동작이 마무

리 된다는 측면에서 소 트웨어 버튼 심 UI를 선호하

는 경향을 보 다. 한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측면에서 

하드웨어 버튼 심 UI에 한 선호 경형을 보 다. 

2. 태스크 사용성평가 결과
각각의 태스크는 로토타입별로 각1회씩 총2회 수

행 되었으며 로토타입별 학습에 의한 숙련도가 평가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해 선행 수행되는 

로토타입을 교차 배치하여 실행 하 다. 이 게 수행

된 결과를 바탕으로 로토타입 간 평가 결과를 정량/

정성 으로 비교 분석 하 다. 사용성의 정량  분석은 

태스크의 수행 시간분석   인터페이스의 정보량분석

을 바탕으로 각 구성요소의 거리와 타깃 크기간의 계

에 의한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정성  

분석은 조작부 구성요소의 용이성[14]과 사용성의 속성

체계[15]를 기 으로 각 속성에 한 응답자의 반응을 

정성 으로 분석하 다. 

표 5. 사용성평가 기준
구성 요소 / 속성 설명

조
작
부
구
성
요
소

용어와 심벌
Terminology & 
Metaphor

버튼 레이블, 심볼 및 메뉴 용어의 적합성, 
의미 전달력

내비게이션
Menu Structure

Flow, 메뉴의 논리적 계층화
사용자 심성 모델간의 일치성

노출버튼
Hard Key 노출된 기능 버튼의 적합성, 필요성

레이아웃
Layout 버튼 그룹의 시각적, 논리적 적합도

피드백
Feedback 시스템 피드백의 적합성, 이해도

사
용
성
속
성
체
계

효율성
Efficiency 빠른 피드백, 반응, 단순한 절차

정확성
Accuracy

오류의 사전 방지성
오류 발생 감지성
오류 회복성

일관성
Consistency

명확한 결과 예측성
일상적 용어사용
작은 학습으로 활용이 가능

유연성
Flexibility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과 상호작용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가능
사용자가 상황과 추향에 따라 시스템을 바꿈

의미성
Meaningfulness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명확한 레이블 

이번 사용성 평가분석을 통해 드러난 하드웨어 버튼 

심 UI와 소 트웨어 버튼 심 UI와 련된 수용도 

 사용자 행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면 내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이 일 될 경우 태스크수행 효율이 높아지고 인터페이

스에 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태스크별로 사용  난

이도와 사용 후 난이도를 분리하여 분석 하 을 때에도 

모두 소 트웨어 버튼 심 UI가 하드웨어 버튼 심 UI

보다 난이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결과를 보 다. 

한 UI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성 평가 기 에 의한 주

요 속성별 퍼포먼스 심 분석 에서도 반 으로 소

트웨어 버튼 심 UI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태스크별 만족도 및 난이도 분석

Basic  Copy Custom  
Copy

Scan  to 
E-mail Send  Fax Custom  

Copy Job  Status Language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전반적 
만족도

초 4.7 6 6 6.2 5 5.7 4.7 6.3 5 6 5.7 6 6 6.3

중 5 6.3 6.3 6 5 5.3 4 6 5 6.3 6 6.3 6.3 6.3

고 5.3 6.7 5.3 6.7 5.3 4.3 4 4.7 5.3 6.3 6.3 6.3 6 6.3

사용전
난이도

초 5.3 6.3 4.7 6 4 4.3 5.7 6 6.3 6.3 4.7 5 6.7 6.3

중 5 6 5 6 4.3 5 6.3 5.7 6 6.7 5 6 6 6

고 6 5 5.3 5.3 6 6.3 5 6 6.3 6.7 6 6.3 6.3 6.7

사용후 
난이도

초 5.3 6.3 5 6 4.3 4.3 5.3 6.3 6 6.3 5 5.3 6.3 6.3

중 5 6.3 5.2 6.3 5 5 5.3 5.3 6.3 6 5.7 5 6.3 6.7

고 5.3 5.7 6 6.3 4 5.3 4.6 5 5 6.3 6.3 6.7 6.7 6.7

단 하드웨어버튼이 사용자에게 만족되는 특정한 상

황이 태스크의 진행 과정 에 발생되었다. 팩스발송을 

해 숫자 키패드를 르거나, 태스크의 수행  오류

로 인해 작업을 취소할 경우 하드웨어 버튼 심 UI에 

한 만족도가 소 트웨어 버튼 심 UI와 유사하거나 

는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팩스의 경우 숫자키패드

를 르는 방식이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7. 조작부구성요소에 따른 만족도 분석
내비게이션 레이아웃 피드백 용어와 심벌 노출버튼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6.3 5.7 6.3 5.7 6.5 6.0 6.3 5.7 6.3 6.3 6.5 6.5 6.3 6.0 6.3 6.3 5.5 5.5 5.7 6.0 6.0 5.5 5.5 5.5 6.7 6.3 6.3 6.3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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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용성속성체계에 따른 만족도 분석
효율성 정확성 일관성 유연성 의미성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6.3 5.7 6.0 6.0 6.5 6.3 6.3 6.0 6.0 6.3 6.5 6.5 6.3 6.0 6.0 5.5 6.5 5.5 6.3 6.0 6.0 5.7 6.3 5.5 6.7 6.3 6.3 6.3 6.7 6.0

한 개인에 따라 만질 수 있는 키에 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작업의 취소와 련된 

작업에 있어서는 소 트웨어 버튼 보다는 하드웨어 버

튼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성 속성

체계별 만족도 분석의 정확도부분과, 조작부 구성요소 

만족도 분석의 피드백 부분에서 하드웨어 버튼 심 UI

의 만족도 수에 반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둘째, 조작패  구성상 하드웨어 버튼의 유무는 작업 

수행에 있어서 몰입에 방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Fit's의 

법칙[16]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 되었다. 상세하게는 태

스크별 분석결과 각각의 태스크에서 하드웨어 버튼

심 UI의 경우 태스크의 흐름이 LCD에서 하드웨어 버

튼으로 이동하는 시 에서 난이도가 2배가량 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태스크의 수행  화면의 

몰입도가 하드웨어 버튼으로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으

로 분석 되었다. 

시간(msec)=a+b log2(D/S+1)

표 의 크기: S, 표 까지의 거리: D

상수 a: 50, 상수b: 150 (상수 a, b는 인간 행동 변수)

표 9. 태스크 난이도 정량 분석(Custom Copy)

순서 #1 #2 #3 #4 #5 #6 #7

Task Home 복사선택 용지선택 양면양면 양면선택 4매 Start
FROM 　 홈 복사 용지함 단면 양면 키패드4
TO 　 복사 용지 양면 양연 키패드 4 복사

START 154 34 168 268 385 674 860
END 256 79 227 319 524 717 954

MT(ms) 102 45 59 51 139 43 94
A(mm) 　 123 28 25 52 57 90
S(mm) 　 41 17 25 17 15 17
ID 　 2 1.4 1 2.02 2.26 2.65

Round(ID) 　 2 2 1 3 3 3
IP 0 4.44 3.39 1.96 2.16 6.98 3.19

그림 7. 태스크 난이도 정량 분석(Custom Copy)

셋째, 두 개의 로토타입 비교 사용성평가  평가 

후 선호도 평가에서 공통 으로 확인된 사용성 속성체

계에 의해 분석된 복사기 이용에 한 기 는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버튼의 유무와 무 하게 응용이성(학

습용이성) 측면에서 기존의 복사기 이용 경험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PC등사용자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 이용 경험의 이 을 담아야 한다. 

이를 해 터치스크린과 하드웨어 버튼의 유무 여부는 

사용성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표 10. 속성체계에 따른 복사기 UI에 대한 기대요인 

속성체계 주요 기  요인

정확성 조작 방법과 실행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단서 제시 필요
어떤 단계에서든 취소/뒤로 가기/undo 기능 제공 필요

일관성
Direction은 구체적이고 익숙한 표현으로 사용자 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
소프트웨어 중심 인터페이스 제공등 innovative solution을 제공하는 
경우, 컨셉 설명과 적절한 가이드 정보 제시 필요

유연성 개인화에 대한 기능지원

의미성
명확하고 즉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텍스트와 아이콘을 함께 제시. 
(현재모드, 내가 설정한 내용에 대한 요약, 진 행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Feedback 제시 등)

효율성
사용빈도나 사용자 필요에 따른 리스트 정렬 / 그룹핑 (주소 록 
색인)방식 제공 필요.
선택 가능한 전체 리스트를 파악하여 원하는 겂을 빠르게 찾 는 겂에 
대한 기대가 높음.

V. 결론

가장 직 인 인터페이스 방식의 하나인 터치스크

린을 통한 소 트웨어 버튼 심 UI는 사용자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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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낄 정도로 스마트폰을 심으로 타블렛, ATM, 

무인 티켓 기기 등을 통해 생활 반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이용경험을 통해 사용자는 소 트웨

어 버튼 심 UI의 장 을 쉽고, 빠르고, 진보된 방식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향으로 복사기와 유사한 환경인 린터 복합기시

장에서도 HP(가정용), 스마크(기업용)업체를 심으

로 소 트웨어 버튼 심 UI를 탑재한 복합기가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이는 향후 복사기와 같은 공용기기에

서도 UX의 발  방향으로 도입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복사기의 경우 제품의 환경  특징을 고려하여 소

트웨어 버튼 심 UI를 용 때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

험을 해 아래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Start, Stop의 등 태스크 명령 버튼은 실제 터치

스크린의 오류나 고장상황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 버튼

형식으로 용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Fax 사용이 높은 사용자를 해 숫자 키패드의 

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에 따라 익숙하고 만질 수 있는 키로부터 

얻는 감 으로 인한 하드웨어 방식의 버튼 선호가 존재

하므로 옵션방식의 키패드 제공을 함께 고려할 수 있

다.  

넷째, 소 트웨어 버튼 심 UI의 경우 기본 으로 터

치스크린이 터치 정확도/민감도와 내구성을 충족하는 

수 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 공용기의 특성상 터치스크린 탑재와 유

지보수 비용 상승에 한 사용자의 우려를 낮출 수 있

는 커뮤니 이션 방법의 고려가 필요 하다. 

소 트웨어 버튼 심 UI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업체

들의 경쟁은 UI의 세련됨을 넘어 풍부한 사용자 경험

(UX)을 제공 하는 데에 집 되고 있다. 그러나 터치 기

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사용자는 단지 

터치방식의 UI를 보고 제품의 구매행동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UI, 애 리 이션, 서비스와 하드웨

어를 총 망라하는 사용자 경험의 우수성이 성패의 핵심

이 된다는 뜻으로 공용기인 복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본 논문은 복사기 UI와 련하여 하드웨어 버튼 심 

UI와 소 트웨어 버튼 심 UI를 사용성 평가를 통해 

비교 분석 함으로서 새로운 복사기 UI의 발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 다. 소 트웨어 버튼 심 UI가 개인화 디

바이스를 심으로 속하게 퍼지면서 연구되었던 다

양한 UI/UX연구 결과 외에 공용기기를 심으로 한 명

확한 사용성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공용기

의 소 트웨어 버튼 심 UI연구   UX 련 연구에 기

반지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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