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09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시작된 스마트 폰은 이

제 사용자들에게 있어 대체 불가의 밀접성을 가진 디바

이스로성장하였다. 그바탕에는기술적발전, 다양한애

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마우스와 같은 별다른 도구 없이

손가락 터치만으로 사용가능한 편리함을 빼 놓을 수 없

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 폰은 2017년 3월 출시된 갤럭시

S8을필두로갤럭시노트8 및아이폰 X와함께겉모습에

서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처음 스마트 폰이 출시된

이후꾸준히디바이스의하단에위치하고있던하드웨어

적인 버튼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스마트 폰의 사용자 경험과 플로우 
-갤럭시 S8을 중심으로

이영주*, 강재신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User Experience and Flow on Smart-Phone
-Focused on Galaxy S8

Young-Ju Lee*, Jae-Shin Kang
Multimedia,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기존의 물리적인 홈 버튼이 사라진 스마트 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플로우도 변하고 있다. 
플로우는 다분히 주관적이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연구의 방법인 Q방법론으
로 스마트 폰 사용자의 플로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화면의 시작하기 위한 전원을 켜는 방법에 대한 숙련도 
부분은 플로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인 유희성, 그로 인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얻어가는 도전성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버튼 대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튼의 사용으로 인한 탐색의 연속성에 있어
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스마트 폰의 변화는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사용자경험, 플로우, 몰입, Q 방법론, 유저인터페이스 
Abstract  Smart phones that have lost their existing physical home buttons are being released at the same 
time, and the flow of users is also changing. The flow is highly subjective and can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tendenc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the flow of smart phone users by Q 
methodology which is a method of subjectivity research. As a result, the proficiency level of how to turn on 
the power to start the screen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the flow, and the playability, which is a result of 
curiosity about the new thing, The results were very positive in the continuity of navigation due to the use of 
software buttons instead of butt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change in the hardware smartphon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low. 

Key Words : User Experience, Flow, Immersion, Q Methodology, UI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cademic research of Chungwoon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Young-Ju Lee (yjlee@chungwoon.ac.kr)
Received November 26,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November 26,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 pp. 199-204,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9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200

사용애플리케이션모둠버튼, 홈 버튼, 그리고내비게이

션의기능을하는뒤로가기버튼이사라졌고아이폰역

시애플리케이션을종료시키고홈으로이동시키는홈버

튼이 사라졌다. 이러한 물리적인 버튼의 제거가 가져온

변화는인터랙션과내비게이션의사용에관한변화는물

론그동안스마트폰의사용자경험에새로운영향을미

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버튼이사라진공간만큼디바이스의콘텐츠

가더큰비율로존재하게되었으며물리적인버튼을누

르던 방식에서 소프트웨어로 인레이 된 버튼을 눌러야

하는내비게이션의방법이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간이 모두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드웨어 버튼이 있던 자리만큼

화면이 넓어졌지만 그 공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버튼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변화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버튼이

사라진 스마트 폰을 대상으로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달

라졌으며 그와 함께 사용자 경험을 플로우를 통해 알아

보고자한다. 그를위해우선스마트폰의사용자경험과

관련된선행연구들을살펴보고그를바탕으로연구모

형을설계하여사용자경험의플로우의변화를알아보고

자 한다.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

도 모든 사용자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플

로우 역시 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의플로우에대한주관성연구를위해 Q방법론으로

사용자 경험의 플로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폰의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은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

여, 사용, 관찰하고상호교감을통해알수있는가치있

는 경험을 의미한다[1].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경험 요인

은 연구자들마다 분류가 상이하며 인터랙션 영역에서는

주로웹사이트를대상으로한연구가많았다. 대부분웹

사이트의 경험요인의 연구는 기능적 요인과 비 기능적

요인으로구분을하였으며 Herzberg는 조직의인간행동

적인차원에서니즈를기능적인측면의요인과동기부여

측면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2] 서종환과 이건표(2010)

는 사용자경험증진을위한감성품질디자인프레임웍

을 통해 유용성, 사용편의성, 심미성, 자극성, 정체성, 조

화성의 여섯 가지를 사용자들의 감성 품질 차원으로 분

류하였다[3]. 사용자의 기대감 차원에서 Kano(1984)가

새로운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라 이원적 인식 방법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요소,

흥분요소, 성과요소의세가지요소를사용자의기대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물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스마트 폰은 하드웨어적으로 지속

적인발전을해왔지만지금껏사용해오던컴퓨터의모

니터에 비해 작은 화면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그

에 맞는 화면의 설계와 동시에 사용자를 배려하는 서비

스가 필요하다. 초창기의 스마트 폰 서비스는 간단한 위

젯 방식의 앱과 게임 서비스가 일반적이었으며 컴퓨터

화면의 인터넷이 그대로 작은 화면 안으로 들어가 터치

제스처를 통해 화면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스마트 폰의 물리적인,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GPS, 자이로스콥, NFC와같은기능을충분히활용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IoT나 AI와같은기능들이스마트폰에서서비스되기시

작했다[14][15].

인지적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어

떠한시도를하는경우문제에직면하게되는상황을들

수있다. 사용자는문제에직면했을때다양한시도와시

행착오를 거치게 되거나 손쉽게 해결하기도 한다. 반대

로다양한시도가모두실패하게되면손쉽게그사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문제

의 발생에 직면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전의 경험을 바

탕으로해결법을찾거나그것을응용하여문제를풀어나

가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사용자경험을바탕으로한모바일 UX패턴이라할

수 있다.

모바일 UX패턴은감성적측면으로다가가다양한사

용자들에게공통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는

데사용되며개발자는그를바탕으로시스템을설계하여

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게된다[13]. 스마트폰을사

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OS에

맞는내비게이션구조를파악하는일에서부터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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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와사용자간의원활한소통은내비게이션구조

를통해이루어지게되며그를위해각 OS에서는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상황에

맞는 컴포넌트의 사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또는 기능 확장에 유리하며 상황에 맞는 컴포넌트의 사

용은 사용자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존의 경험을 바탕

으로쉽게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도와준다. 따라

서 가이드에 따른 정확한 컴포넌트의 사용은 사용자 경

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2 사용자 경험과 플로우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Csikszentmihalyi는

사용자가어떠한행동을할때그것에몰두하여주위환

경에대해의식하지않고그행동에몰입하게되는경험

을 플로우(FLOW)라고 칭하였다[5]. 또 그는 숙련도가

낮아 도전성이 떨어지는 경우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의 주요 변수로 숙련도와 도전성

을언급하였으며이로인해무관심이발생한다고하였다

[6]. 플로우의개념은단순한기쁨이나열중할때의느낌

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심리적 몰입, 또는 완벽한 주의집

중의 상태, 자기목적적인 경험(autotelic experience)에

가까우며, 자신이 연마한 숙련도와 도전감이라는 두 차

원의균형이잘이루어지는상태에서경험할수있다[7].

Hoffman과 Novak은웹에있어서의플로우의개념을웹

을 탐색하는 동안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로 정의

하고반응의연속, 본능적인즐거움의경험, 자의식상실,

자기 강화를 수반한다고 하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는 그 의미 전달에 있어 번역의 어려움에 기인하

여많은연구자들이몰입이라는단어로사용하고있으며

그에 따라 플로우는 몰입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10][11][12].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진 스마트 폰에서의 탐색은 새

로운 내비게이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물리

적인버튼이소프트웨어버튼으로원래의위치인화면의

하단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하

드웨어 버튼을 터치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버튼을 탭 하

는방식은사용자의감성에변화를일으킬수있다. 그와

더불어 숨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튼은 그

만큼의 넓은 화면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

해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동안 플로우는 변화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Hoffman과 Novak의

연구에서와 같이 스마트 폰을 탐색하는 동안 물리적 변

화에의해신체적, 심리적상태의변화가일어날수있음

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3.1 Q방법론
Q 방법론은철학적, 심리학적, 통계적그리고심리측

정과 관련된 개념을 윌리엄 스티븐슨이 창안한 것으로

인간의주관성을분석하는통계기법이다. R방법론과달

리개인이나소집단에대해깊이있는주관성이탐구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Q 방법론은 가설 생성의 논리를

뒷받침하는발견적추론의특성을가지고있다[9]. 또양

적 연구에 대한 보완으로 질적 접근법으로 주관성과 객

관성 사이의 관계를 해소하며 연구 대상에서 인간의 주

관성을찾는장점을가지고있다. Q 방법론은또개인의

주관성에 본질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며 개인 간

의 차이가 있는 인간적 특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고유한

가치 준거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의 버튼이 사라진 스마

트 폰의 사용자 경험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Csikszentmihalyi의 플로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위 환경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몰입하게

되는정도의파악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하

여물리적버튼이사라진스마트폰과물리적버튼이있

는스마트폰사용의즐거움의정도를Hoffman과 Novak

의 연구에 대입하여 몰입의 개념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즉 연속적인 반응과 즐거운 상태가 오래가고

주의가 집중되는 상태의 정도를 플로우로 정의하였다.

3.2 Q샘플과 진술문의 선정
샘플은스마트폰의사용자경험과관련된서적, 인터

넷 기사, 논문 등을 바탕으로 약 150여개를 수집하였다.

그중에서스마트폰의사용자경험에의한플로우에관

련된진술문을 Hoffman과 Novak의연구에따라반응의

연속, 즐거운 경험, 자의식 상실, 자기 강화에 따라 연구

목적에 맞게 비구조적 방법으로 최종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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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ement
1 Proficient in using smartphones
2 Knowledge of search
3 Proficient in navigation
4 Ability to find what you want
5 Ability to download what you want
6 Prefer big screen
7 prefer panoramic proportions
8 Fewer bezels are preferred
9 Familiar with the use of buttons
10 Affect smartphone size
11 Influence on smartphone brands
12 Influence on smartphone os version
13 Affects my app
14 Affect the aspect ratio of the screen
15 Affects hardware buttons
16 Using imagination
17 Flexible use
18 Ingenious use
19 Voluntary use
20 Seeking a lull

<Table 1> Q Statement

3.3 P샘플과 Q소팅
P 샘플은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진 최근의 스마트 폰

사용경험이없는 20대 30명으로남녀모두각각 15명씩

으로구성하여두시간이상자유롭게스마트폰을사용

하도록 하였다. 아이폰 X가 현재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갤럭시 S8을실험디바이스로사용하였기때문에안드로

이드의사용법에익숙한사용자를조사대상으로추출하

였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은 다른 OS는 물론 구조적으

로 다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

기때문에물리적인버튼이제거된차이뿐아니라새로

운기기에대한탐색에대해스트레스를받을우려가있

기때문에기존의아이폰사용자는피험자에서제외하도

록 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각 15명씩 50%이며 참여자의

스마트 폰사용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고 하루두 시간

이상 스마트 폰을 사용하였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시

간대는 휴식 시간이나 지하철, 버스 같은 이동시간 그리

고 저녁 식사 이후로 조사되었으며 사용자의 대부분은

SNS를 하거나 정보의 검색이 제일 많았으며 음악을 듣

거나 뮤직비디오 감상, 그리고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Q

소팅은 가장 긍정(+3)에서 가장 부정(-3)로 이루어졌으

며 본 연구의 Q 소팅은 다음과 같다.

Most
Negative

Gene
ral

Most
Positive

-3 -2 -1 0 1 2 3

<Table 2> Q Sorting 

4. 분석결과 
실험은 PQMethod 2.11을 사용하여 Q Sorting을센트

로이드방식으로요인분석을한후판단적회전을시연

하고고유값 1 이상의적재치를보여주는요인 3개를선

정하였다. 20개의 Q Sort 간 상관관계 계수 매트릭스는

7번과 14번(r=0.53), 6번과 10번(r=0.57), 그리고 9번과 15

번(r=0.60)으로 추후 동일한 요인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판단적회전이끝난후요인적재치에따른Flagging에

서Q Sort를재배치하였다. Correlations Between Cause

Scores는다음과같지만 Q 방법론은상관계수에의존하

지 않는다.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 10.2391 2.0298 1.0457

Loding’s
Percentage(%)

18 6 3

<Table 3> Eigen Value

Type 1 Type 2 Type 3

1 1.0000 0.655 0.2791

2 0.6552 1.0000 0.2582

3 0.2791 0.2582 1.0000

<Table 4> Factor Scores

산출된 요인들은 특정 주제에 관하여 공통된 견해를

가진가치집단으로볼수있는데스마트폰의사용자경

험에따른플로우에대해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특징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안드로이드폰에는현재사용중인앱모둠버

튼과홈버튼그리고뒤로가기버튼이물리적인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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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그것은 갤럭시 S8에서는 화면의 전체 크기가

탐색가능한상태로변경되었으며전원을켰을때풀화

면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용자들은 홈 버튼을 눌러 화

면의전원을켰지만물리적인버튼이사라진상태에서는

초기 사용에 있어 숙련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특히화면안에서여러가지앱을설치하고실행

하고검색하는일들은연속성을가지고이루어지지만화

면의전원을켜고끄는일은연속성을가지고있지않기

때문이 원인으로 나타나 숙련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Kano의연구에따르면새로운것에대한호기심을표

출하는 결과는 흥미 요인을 중시하는 피험자들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버튼이사라진것에대한사용자경험보

다는새로운기기에대한호기심의발로가더강하며풀

화면으로 구성되는 사진, 동영상과 같은 요소들의 탐색

에즐거움을느끼게된다. 문제해결능력이탁월하며새

로운것에대한도전의지가강하고그로인해기기자체

의 즐거움의 강도가 높아지고 도전의 기회로 삼았다.

큰 화면과 달라진 비율은 몰입의 정도를 높여 기존의

스마트 폰에 비해 플로우의 강도가 긍정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찾고 다운로드 하며 탐색

하는것은비교적익숙한영역으로시각적으로가시권이

넓어지고한번에많은정보를탐색가능하다는점이즐

거움의 대표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텍스트 이외의 미

디어를 사용할 때 유의적 즐거움의 강도가 높아진다.

갤럭시 S8의 소프트웨어 홈 버튼은 일시적으로 숨김

기능을포함하고있다. 화면을위아래로드래그하면버

튼이 나타나기도 하고 홈 버튼 탭의 왼쪽을 두 번 연속

탭 하면 영구적으로 숨김 기능도 포함된다. 화면의 하단

에서 위로 손가락을 쓸어 올리면 다시 숨겨진 소프트웨

어 홈 버튼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 번 더 왼

쪽 영역을 두 번 연속 탭 하면 홈 버튼 영역이 지속적으

로 보여 진다. 이러한 기능들은 도움말 기능에 포함되어

피험자들의도전에의해손쉽게제어되었으며그로인해

기존의 사용자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연

속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5. 결론 
스마트 폰은 현대 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 폰으로 대화하고 쇼핑하고 정보

와지식을습득하는등생활전반으로퍼져있는스마트

폰의 사용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스마트 폰이 출시된 이

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사용자들은 더욱 더 많은 미디어를 스마

트폰으로이용하며산업의변화까지초래하였고배젤리

스에가까운스마트폰이출시되어오고있다. 이러한요

구에발맞춰기존의물리적인홈버튼이사라진스마트

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플로우

도변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물리적인홈버튼영역이

제거된 새로운 스마트 폰의 사용자 경험과 플로우를 주

관성과 연관지어 Q 방법론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전원 버튼에 대한 숙련의 정도에

어려움을나타내플로우가부정적으로높아진것을발견

할수있었다. 그 밖에새로운것에대한도전과그로인

한 성취감에 대한 도전성은 몰입의 정도를 높게 만들었

으며미디어시청과같은풀화면에서는소프트웨어적으

로제공되는홈버튼영역을제거하여몰입의정도가다

른요소에비해긍정적으로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었

다. 비록 물리적인 홈 버튼과 소프트웨어적인 홈 버튼의

터치차이는있을수있었으나그위치가스마트폰의하

단에그대로위치하고있어내비게이션을이용해원하는

것을연속적으로탐색하는부분에있어서는좌절감과스

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홈 버튼이 사라진 스마트 폰의

사용자 경험에 따른 플로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원을

켜고 끄는 경우 숙련성에 있어 플로우가 부정적으로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유희성, 도전

성, 연속성의세가지요인이사용자경험의플로우를긍

정적으로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 후 스

마트 폰의 전원 방식의 플로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이폰 X가 홈 버튼 없이 출시된 만큼

다른 내비게이션 구조를 가진 아이폰의 플로우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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