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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UX design  strategy for Education Mobile app based on User Value

Eun-Young, Choi*

Department of Image Science, Seoul Digital University, Seoul, Korea 

요  약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UI/UX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용 모

바일 앱 개발 시 가치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디자인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평가모형의 주요 요인들은 소비자의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앱 개발 시 기존 애자일 방식의 개발 단계에 사용자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평가  주요 요인들을 반영

하게 되면  최적의 UX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앱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높여주게 되어 지속적인 사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With the active usage of digital media, the importance of and the interest in User Interface (UI)/User Experience 
(UX) have been increasing.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sign evaluation model to utilize the quality 
analysis model as a basis if there were to be a development of mobile education application. Main factors of the design 
evaluation model, which is based on User Value analysis, influence users’ attitudes and intentions in continuing their 
uses of a mobile education application. The employment of the design evaluation factors onto the existing agile 
method’s development stage, therefore, would provide an optimal UX environment for the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not only will increase the satisfactions of consumers, but also will have positive impacts on their intentions 
in continuing their uses of a mobile educ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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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접근성, 이동성, 편리성 등의 이유로 모바일 앱 사용

은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

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앱은 단

일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

들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용 앱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이러

닝의 특징과 이동성, 편의성의 모바일의 특성이 합하여

져 학습자와 교육자들의  활용도가 높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로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교육용 앱의 활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용 앱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적으로 설계, 개발, 수행, 평가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나

뉘어져 있으며, 설계에서는 앱 시스템 설계 및 정보구

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개발 영역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련되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행영

역에서는 주로 교육의 효과성에 해당되는 교육적인 활

용연구가, 평가영역에서는 앱의 품질, 학습자의 만족도, 

이용 동기와의 일치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각 영역의 연구들은 교육용 앱의 전체적

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 영역에 

치우쳐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품질 평가나  이용 동기, 인터페이스

에 관련되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에는 앱의 특정 분야의 만족에 의해서 지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전

체적인 앱 사용에 대한 편의성, 유의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앱의 사

용목적 보다는 사용자 경험에 의한 만족과 가치기준에 

따라 사용 의도가 결정되고, 소비자 가치의 소구 과정

과 결과는 사용자 경험에 상호작용으로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용자 가치는 목적에, 목적은 조

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육용 모바일 러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의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평가모델을 개발하

고, 이에 따른 개발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학습의 편이

성은 물론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고 만족도를 높여줄 것

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가치 분석모형과 사용자 가치  

가치 분석모형은 가치(Value)의 논리성과 정당성을 

내세우고 옹호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학적 접근방법으로 “소비가가 그 가치를 선택한 이유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을 가치의 논리성, 정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을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개선하고 최

소 비용으로 요구 성능(Performance)을 충족시킬 수 있

는 필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정된 기술의 체계적인 

적용”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1], 사용자가 원하는 요

구를 충족시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가치가 높은 ”

품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치 분석과정에서 스

스로 선택한 가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가치의 선

택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선택의 

상황에서 얻어지는 가치는 인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

며, 디자인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도를 높여주

게 된다. 

가격이 소비자 만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의 요구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경쟁시대로의 변화는 현대

사회의 주요 소비 디자인 영역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에 더욱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2].

이러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GE사의 마일스가 아래 

표 1과 같이  등식으로 제시하며, 필요의 기능을 최저의 

총비용으로 달성하게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Table. 1 Miles’ Value 

가치분석에 대한 경제적 개념은 제품, 서비스에서 최

근에는  그림 1과 같이 상품개발에서 서비스 , 이제는 

경험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실용

적 가치로만 한정적이었던 가치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 

감성적, 경험적 가치 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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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gression of Economic Vlaue

소비자 가치는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요구로 정의[3]되며, 개인적인 특성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데이빗은  소비자 가치

를 구하는 등식을 표 2와 같이 제시하며, 가격대비 소비

자의 조작적 행위와 기능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4].

Table. 2 David’ User Value 

김진우는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되는 가치에 대한 분

류를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화폐적 가치, 감성적 가

치로 분류하였으며[5], Kleijnen은 사용 편의성, 사용자 

통제, 서비스 호환성이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6]. 김현철 외

는 지속적 사용의도, 만족, 가치모형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유희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정의하고 SNS게임의 지속 사용의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였다[7].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조작

하며,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리

는 모바일 사용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므로, 교육용 

앱 소비자인 학습자들이 주요하게 여기는 사용자 가치

를 디자인 평가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최적화되어진 UX

디자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가치분석모

형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할 때 추구하는 가치적인 요소

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 된다.

2.2. 가치 공학적 UX디자인의 평가 모형 

Archer는 “디자인의 평가는 모델 혹은 사전 형성을 

대상을 이루어지는 것이며, 디자인 대안의 목적 부합여

부를 평가하고, 굿 디자인 (Good design)을 생산에 이르

게 하기 위한 과정이며, 다음에 더 나은 디자인을 얻는

데 지침이 될 만한 피드백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정”이

라고 말하며, “디자인 측정평가는 디자인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툴 (Tool)”이라고 주장하였다[8].

평가에 대한 개념은 다각도로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

와 접근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

의 디자인 평가는 시각적인 입장에서 사물의 가치를 계

획하고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치론적 

디자인 개념에 대한 접근은 아이디어나 창조성과 더불

어 디자인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디자인 평가는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디

자인의 목적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평가 중 소비자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요

인인 사용자 중심의  UX (User Experience)는 “사용자

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총

체적 경험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함으

로써 상호교감을 통해 느끼는 가치 있는 경험”을 의미

한다[9].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UX

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디자인과 서비스, 기술이 융합되면서 

“UX”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무 적용이 활발하게 진

행되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제품과의 상호작용이 인간

의 경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

라서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UX디자인의 가치는 “사용자 요구를 채워주는 

디지털 환경과 사용자간의 인터렉션에 따라 인정되는 

의의 또는 사용성”[10]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

는 그림 2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UX디

자인에 대한 경험의 결과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디자인 가치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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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I/UX Structure of Value

두경일은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한 디자인 평가모델

의 등식을 파쉬바인의 다속성태도에 접목시켜 접근하

였다. 파쉬반인의 다속성태도 모델에서 가격이나 품질

과 같은 속성이 기본구성요소 속성이라고 보았다면, 

UI/UX의 디자인 가치모형에서는 사용자 경험으로 얻

어지는 감성만족도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속성

으로 접근하였다[11].

교육용 모바일 앱은 목적성이 분명하여 다른 가치기

준보다는 기능적 가치에 주를 두고 물리적인 조작을 통

해 조작하고, 조작과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면서 사용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조작-사용-평가]의 단계로 이루

어지는 디자인 평가모형에서 조작-이해의 각각의  단계

애서 사용자들은 만족, 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디자인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디자인 평가 방법은 주로 제품 출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사항과 만족

도를 채우지 못하여 실패하거나 평가에 대한 피드백 반

영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

였다. 때문에  콘텐츠 디자인에 가치 공학적 접근에 의

한 평가가 진행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점을 찾아내어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 

가치 형성은 사용자 태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며, 디

자이너와 사용자간의 이해도와 공감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에 UX디자인에 있어서 신

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디자인 가치 평가는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평가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디자

인 전체 프로세스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디자인 평가를 위한 사용자경험 요소 

3.1. 최적의 UX디자인을 위한 핵심요소  

디자인 평가모형 중 사용자 경험의  주요한 요소

의 6가지 핵심요소로 그림 4와 같이 UI, 콘텐츠 전략, 

정보구조, 인포메이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사용성 평

가가 있다. 

Fig. 4 Agile Process

디자인 평가모형은 여섯 가지 핵심요소들을 이용하

여 개발자 모형과 사용자 모형과 최대로 일치시켜 주도

록 하는 과정이다. 즉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경험

이나 훈련, 교육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에 대한 심성모

형과의 일치를 위하여 개발, 디자인 분야가 6가지 핵심

요인들을 적용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앱 개

발은 개발자 분야와 디자인 분야가 통합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나누며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지기 보다는 두 가

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개발자 모형 중심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용 앱의 경우 교육의 목적성 때

문에  콘텐츠 전략이 메인 핵심 내용으로 개발되기 때

문에 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설계”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설계는 교

육의 효과성에 최적화되어진 부분에 비하여 앱 특성이 

반영된 정보설계나 학습자 만족도의 주요 요인인 이동Fig. 3 Design Eva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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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편의성, 사용성 등이 반영된 시각디자인 요소, 인터

페이스 디자인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UX 핵

심요소들이 개발단계에서 적절히 잘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앱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세 가

지 요인은 최적의 UX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최종 가치 

형성 및 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유용성은 시스템의 용도, 조작, 구조 등에 대한 사용

자의 이해로 시스템 개발자의 모형과 소비자의 심성 모

형의 일치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관점에

서 주요한 요인에 해당되는 사용성(Usabiity)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효율적이고 쉽게 주

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

업의 용이성, 효율성, 만족, 작업의 편의성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는 물리적환경안에서 사

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능적인 면 이외에 얼마나 의미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

족도를 높여주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가

가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용 앱의 경우 이러한 사용성

에 대한 디자인 평가는 쉽고, 편리한 정보 검색, 학습 

평가, 교육 일정 관리, 관련 자료 검색등과 같은 콘텐츠 

UI에 관련된 부분과 화면 크기, 위치, 레이아웃, 가독, 

강조, 조화와 같은 정보설계에 해당되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

성은 외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감각이나 지각으로 

인하여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 미적, 심리적인 체험

에 해당된다. UX 디자인 초기단계에서는 사용성 및 유

용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감성에 대한 항목이 좀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세 가 항목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절충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주요하다. 

Ⅳ. 가치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한 UX 디자인 

연구 방법 

4.1. UX디자인의 Agile 방법론 

Agile 방법론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인 폭

포수 개발방식을 보완하여 사용자, 개발자, 테스터가 

한 조를 이루어 사용자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주로 각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어 구현할 기능과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팀원들끼리 구

현된 부분을 살피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어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를 시켜줌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

황에 맞게 단계별로 개선하고 수정되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 (그림 5) 

이러한 Agile방식은 최근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

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추구하고 있어 관련자들

의 작업프로세스를 공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부서 간 

협업의 최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으로  UX디자

인 방법론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컨셉과 리서치 단계를  그림 6과 같이 사용자 테스트 후 

피드백에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추구하

는 가치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앱의 경우 Agile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기존 일정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

니라 완벽하지 못한 시스템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교육”이라는 만족도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매학기 다양한 리서치를 통하여 앱 디자인

이 변화되거나, 와이어 프레임 모델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에게 혼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유저층의 만족도와 사용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UI의 변화가 자

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방식의 Agile 프레임 웍을 중심으로 하는 방

법론보다는 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의 편

이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창조하는 디자

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용 앱은 다른 앱과 달리 

학습자와 교육자 두 개의 사용자층에 의하여 사용되기 

Fig. 5 Agil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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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에 대한 니즈 분석에 따른 공통된 컨셉과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4.2.  혼합방식의 UX디자인의 Agile 방법론 

디자인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용 모바일 앱 개발 

시 사용자 니즈 분석단계와 UX적용단계에서 사용자들

의 사용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빠른 워킹 프로토 타

입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때 생성된 프로토타입은 개발 

코드이외에도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디자인적 요

소도 같이 지속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만약 어느 한쪽

만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디자인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사용성 평가와 비주얼 디자인 요소에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을 해 주어야 한다. 프로로 타이핑 단계에서 초기 

단계인 심성모형을 단계를 거쳐 실제 유저 테스트 단계

인 사용성 테스트와 개발용 프로토 타입 단계가 교육용 

앱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앱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와 인터렉

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한다. 역시 또한 디자인 개발 

시 소규모 개발단계인 스프린트 단계 이전의 프리단계

에 해당되는 리서치와 컨셉 단계에서의 결정되어진 사

안들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과 베타테

스트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때 반복적인 스프린트 단계

에서 도출되어지는 개발결과와 목표, 사용자 관점의 피

드백들은 수정된 프로토 타입에 적용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각 단계들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7

과 같다. 

특히 교육용 앱의 경우에는 수요자의 특성상 학습자 

이외에 교수자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수요자

의 특성이 동시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용 

앱의 경우 학습자의 피드백은 반영되고 있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

지 않다. 물론 학습 설계 단계에서 교수자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초기 단계에서 UX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수

업영역에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평

가 영역에서 과제, 시험, 출석등과 같은 교수자가 담당

해야 하는 영역에서의 사용성이나 편의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습자의 완성된 학습목표를 확인하

고, 최종 결과물 확인단계에 이루어지는 평가항목은 교

수자, 학습자에게 모두 주요한 단계이므로 스트린트 단

계에서 교수자 모드를 추가시켜 학습자모드와 교수자 

모두의 이중구조로 지속적인 반영과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자 교수자의 원할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위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교육용 앱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달리 상호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니즈해소가 중요하다.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

의 빠른 상호작용은 교수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감성적 가치를 높여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작(Performance)의 편의성을 높여주어

야 한다. 교육용 앱은 단순한 정보검색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앱 콘텐츠 내용에 따라  멀티미디어 활용과 

게임, 퀴즈등과 같은 다양한 조작행위가 요구되므로 콘

텐츠 구성의 다양성과 구현의 다양성 등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콘텐츠 내용 특성상 정보의 양이 많거나, 시

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될 경우 사

용자들의 만족도와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떨어지

게 되어 결국에는 지속적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Fig. 7 Mixed Agile UX Process

Fig. 6 Agile UX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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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 가치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신뢰성 확보, 활용도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위한 UX디자인 설

계 시 학습자 만족을 위한 최적의 조건들에 맞게 설계

가 이루어져야한다. UX설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애

자일 방식의 개발 방식은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상호작용

면에서 우수하기는 하나, 교육용 앱 개발에 적용하기에

는  특성 상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계획된 일정과 예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켜나

가며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팀과 개발팀의 효율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애자일 방식과 폭포식 반응

을 혼합한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팀과 디자인팀

의 이분적인 시스템이 아닌, 디자이너 팀 내에서도 GUI

에 대한 이해와 사용자 인터렉션을 완성된 형태의 프로

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리서치 단계에 해당되는 기초 단계에 있어서도 

기존 앱 버전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기

반의 UX리서치에 대한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가치평가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

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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