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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이용경험

2

1 Approach 검색/접근(광고)

2 Entrance 입장(아이콘)

3 Orient 앱의느낌(잡동사니/고급몰)

4 Wait 탐색(Look & Feel)

5 Decide 구입품목결정

6 Order 주문(색상/기능/재질선택가능여부)

7 Pay 결제(쿠폰)

8 Receive 주문상품받기(언박싱)



쇼핑앱이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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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선호도등을무의식적으로결정
일상속모든경험



경험요소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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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인지하는출발점

What do people do?Activities

Why do they do it?Intent

목적성과일치되는행위는경험의만족도에
영향을줌

Where do they do it?Places

What helps them do it?Tools

When or how often do they do it?Times

도구를 누구와 어떻게상호작용하느냐에따라
결과가달라짐

How do they do it?Interaction

Why they say?Responses



경험요소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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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ntent

Interactions

Responses

Places

Times

Tools

경험요소



경험요소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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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OU
Framework

상호작용대상

행위

상호작용

장소

도구

Activity

Environment

Interaction

Objects

Users



7

음성인식기반업무환경개선
Warehouse(편의점에물건을공급하는대형도매상)

사진 출처 #01 
사진 출처 #02

[사례] VoCollect Project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d-_qSkbbWAhUMzbwKHa6MCSYQjRwIBw&url=http://picssr.com/photos/88352924@N04/interesting/page8?nsid%3D88352924@N04&psig=AFQjCNEdD9UQDvs4AmGgU3oTK_LwI4rBHw&ust=150607829271949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d-_qSkbbWAhUMzbwKHa6MCSYQjRwIBw&url=http://picssr.com/photos/88352924@N04/interesting/page8?nsid%3D88352924@N04&psig=AFQjCNEdD9UQDvs4AmGgU3oTK_LwI4rBHw&ust=150607829271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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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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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Users Objects Environment Interaction

근로자가실제업무환경에서겪게되는
경험을구성하여디자인문제발견

[사례] VoCollect Project

[화면해설]
Framework: AEIOU+Time, 표, 세로축, Before selecting, 
while selecting, after selecting 순서
가로축, Activities, Users, Objects, Environment, Interaction 
순서, 디자인문제는인간과의관계속에서발생을합니다. 즉디자인
된Objects를사용하는User, User의 Activities, User와Object
간의 Interaction, 그리고이러한것이발생하는 Environment와
Time의관계속에서디자인문제가발생하는것입니다. 본
Framework는디자인문제분석에서고려해야하는요소와내용을
보여주어, 디자인문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
니다. VoCollect Project에서디자인문제분석을위해그림의
AEIOU+Time프레임워크를사용하여, 음성인식으로물류창고에서
필요한제품을수거하는상황을입체적으로파악할수있게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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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04

채혈경험개선을위한디자인

[사례] Blood Valve(Adriano Braun Galvao, Institute of Design, 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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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05

Observations

Activities

Motive 
Sub Activities

Time

Tools

Insights

Opportunities

Identification Familiarization Confirmation

[사례] Blood Valve(Adriano Braun Galvao, Institute of Design, IIT)

[화면해설]
Blood Valve 표, 디자인문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방법은프로젝
트성격에따라다양하게구성할수있습니다. Blood Valve 프로젝
트는간호사가체혈하는과정을간호사의 Activities, 사용하는
Tools, Activities를 Time 순서에따라정리하면서제품디자인개
선에영감을주는관찰내용과개선아이디어를기록하였습니다. 이
를통해, 디자인문제분석과컨셉개발을입체적으로연결하여생각
할수있게정리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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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내용을시간흐름에따라정리

Insights와Opportunities를
좋은삶의관점에작성

[사례] Blood Valve(Adriano Braun Galvao, Institute of Design, IIT)



[출처]
사진 출처 #01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사진 출처 #02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사진 출처 #03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사진 출처 #04 IIT Institute of Design 홈페이지https://id.iit.edu/news/braun-prize-2005/ 
사진 출처 #05 IIT Institute of Design 홈페이지https://id.iit.edu/news/braun-prize-2005/ 
사진 출처 #06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12



03. 경험구성및퍼소나정의
M02. 퍼소나를통한디자인대상이해

서울대미술대학디자인학부

정의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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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Person, Personality의어원

그리스고대극에서배우들이쓰던가면

사진 출처 #1 Getty Images Bank 
1030458166

Persona란?

남편 아들

아빠

가정생활

교수 동료

디자인
연구자

사회생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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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리학에서의Persona

사회에서요구하는도덕,질서등을다스리고
본성을감추기위해만들어내는사회적인격

사진 출처 #2

Person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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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3 기타 출처 #4

정신의학자,분석심리학자
Carl Gustav Jung(1875~1961)

원형또는고태형(古態型)

Archetype

Persona란?

어떤제품혹은서비스를사용할만한
목표인구집단안에있는다양한사용자유형을대표하는

가상의인물을구체화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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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5

인터렉션디자이너, 소프트웨어개발공학자
Alan Cooper(1952~

Persona 개념을처음으로소개

<정신병원에서뛰쳐나온디자인>,1998

디자인에서 Persona란?

엔지니어관점이아닌
사용자관점의개발

“If you design for everyone, 
you delight no one. That is the recipe 

for a mediocr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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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

10%만족

완전히만족시키는것이중요

디자인에서 Persona란?

전형(Archetype)
잠재적사용자들에대한철저한조사끝에세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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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그룹의라이프스타일에대해
자세히이해하도록도움

1

사용자그룹이원하는주요한가치를찾고
서비스나제품의개발목적과방향을잡기위함

2

서비스및제품의실질적운용방법을알기위해
사용자시나리오(Use case)로발전시키기위함

3

Persona 활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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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디자인프로세스에서Persona를사용하는가?

Why

Why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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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중심에놓고고려하기
디자인을사용할사람들을

기타 출처 #09 
사진 출처 #10, 11

Why persona?

사회적, 감정적측면을고려하기
단순한사용자모델유형이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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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에서 벗어나기

사진 출처 #12

사용자를잘알고있다는

Why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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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영희철수 Chris

연령,성별,소득수준등
인구통계학적기준으로
시장소비자들을세분화

마켓세그먼트
잠재적사용자들의

목적과관찰된행동패턴을
응집시켜놓은원형

퍼소나VS

Persona에대한오해



마켓세그먼트 사례

24

선호차종의연령대별차이,연봉대비지출희망금액등
통계자료를통한시장세분화

사진 출처 #13, 14, 15, 16

Persona에대한오해

퍼소나 사례
연령, 수입등의데이터외에삶의가치관, 태도, 습관등을

분석하여소비자들의전형을분류



바람직한 퍼소나

25
기타 출처 #16, 17

-대상그룹의주요목표와개인의행태및태도에주목

-퍼소나의주요특징을찾아Critical Characteristic추출

Good Persona

잘못된 퍼소나

-스테레오타입의퍼소나

-하나뿐인퍼소나

-연령이나직업에따른단순한퍼소나

-조사자의의도에오염된퍼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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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18

실재하는사람들을기반으로만들기

퍼소나를대표하는사진사용하기

의도에따라퍼소나의형식달리하기

다양한사람에대한견고한리서치선행하기

Persona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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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처 #19

퍼소나 사례
연령, 수입등의데이터외에삶의가치관, 태도, 습관등을

분석하여소비자들의전형을분류

확대대상

핵심대상

확대대상

연관성이있거나
핵심대상과관련된사람

주제와가장
관련된사람들

Persona 구성하기

다양한 사람에 대한 견고한 리서치 선행

Customer
Survey

In-depth
interviews

Ethnograph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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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를 대표하는 사진 사용

VS

Better!

사진 출처 #20, 21
기타 출처 #22

Persona 구성하기

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인물적
배경

디자인
대상과의

관계

목적
요구
태도

특정지식
능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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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기타 출처 #22

인물적
배경

이름, 사진,직업, 배경이야기등

Persona 구성하기

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디자인
대상과의

관계

디자인대상과의관계에따른
다양한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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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기타 출처 #22

목적
요구
태도

디자인대상을이용하는
목적, 요구, 행태파악

Persona 구성하기

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특정지식
능숙도

사용자의지식, 능숙도에따른
디자인계획의기준이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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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기타 출처 #23

퍼소나기술방식과특징

김지영
망원동의원룸에서거주하는지영씨는
30세의그래픽디자이너로,현재3년차
직장인이다. 그녀는아마존등해외
사이트에서해외브랜드물건들을싸게
구입하여나름안목에자신이있다…

스토리가있는서술형 글머리기호사용
김지영-그래픽디자이너, 30세
• 3년차직장인
• 망원동다소넓은원룸거주
• 현재소유중인컴퓨터: 2012년산 iMac
• 좋은점: 디자인, 속도, 큰하드용량
• 쇼핑이유: 컴퓨터가느려진것같아서…

Persona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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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기타 출처 #24

캐릭터프로필

Persona 구성하기

[화면해설]
캐릭터프로필예시, 좌: 스토리형, 우: 글머리사용형



33

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기타 출처 #24

주사위,카드타입등다양한형태로제작가능

Persona 구성하기

[화면해설]
주사위형식, 정육면체주사위의면에각각다른그림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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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맞는 퍼소나 형식 사용

사진 출처 #25
사진 출처 #26
사진 출처 #27

주사위,카드타입등다양한형태로제작가능

Persona 구성하기

[화면해설]
카드형식, 카드에사진과간단히기술



[출처]
사진 출처 #1 Getty Images Bank 1030458166
사진 출처 #2 Getty Images Bank 1253021134
사진 출처 #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arl_Jung#/media/File:CGJu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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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처 #7 바이널엑스, 「UX 디자이너들의 필수 용어 사전 : Persona(퍼소나)」
기타 출처 #8 에릭 카르잘루오토, 추미란 옮김, 2014, 「실용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정보문화사
사진 출처 #9 Getty Images Bank 859986674
기타 출처 #10 킴굿윈, 송유미 옮김, 2013, 「인간 중심 UX 디자인」, 에이콘출판사
사진 출처 #11 Getty Images Bank 1224927401
사진 출처 #12 Getty Images Bank 1126753875
사진 출처 #13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s://www.hyundai.com/kr/ko/e
사진 출처 #14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s://www.hyundai.com/kr/ko/e
사진 출처 #15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s://www.hyundai.com/kr/ko/e
사진 출처 #16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kr/showroom/TIVOLI/
기타 출처 #17 전성진, 2012,  「HCI Tutorial Session」, pxd Inc
사진 출처 #18 Getty Images Bank 1160693743
기타 출처 #19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워크북 2.0」, IDEO 참고 https://www.slideshare.net/sdnight/20-ideo-40468409
사진 출처 #20 Getty Images Bank 1270571031
사진 출처 #21 Getty Images Bank 1283481173
기타 출처 #22 송규만, 2009,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공공공간 길 찾기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34호, p.23
기타 출처 #23 http://story.pxd.co.kr/783, pxd UX Lab 참고 및 변형
기타 출처 #24 http://www.servicedesigntools.org/tools/6,  <Service design insights from nine case studies>, H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trecht
사진 출처 #25 Getty Images Bank jv11342485
사진 출처 #26 Getty Images Bank 1162244688
사진 출처 #27 Getty Images Bank 1204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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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험구성및퍼소나정의
M03. 디자인기회요인포착

서울대미술대학디자인학부

정의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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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경험과정이해를위한도구

Customer Journey map 이란?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고객경험지도 Customer Experience Map

여행지도 Journey Map

터치포인트지도 Touch Point Map

잠재고객이제품이나서비스를
사용하는방법이나경험의과정을

시간의흐름에따라시각적으로보여주는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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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la  project  for  Amtrak
고객관점의 여정

사진 출처 #01

근본적질문관점으로크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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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아이들의눈높이고려

사진 출처 #02

다른사람의관점을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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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03
사진 출처 #04

캐리어 택배상자

사물의관점으로도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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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형이해Step 1

초기가설만들기Step 2

고객여정, 요구사항및인식조사Step 3

고객조사데이터분석Step4

고객여정지도작성Step5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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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고객 유형 이해

“어떠한고객들이존재하는가?”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Step 1. 고객 유형 이해

사람

공간

제품

정보

터치포인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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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초기 가설 만들기

좋은삶의관점에서의디자인과
터치포인트의발전가능성및문제점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Step 3. 고객여정, 요구사항 및 인식 조사

선택주제에맞는적절한범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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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고객조사 데이터 분석

좋은삶의관점에서의데이터분석및
퍼소나들의역할분석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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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고객여정 지도 작성

가로축을
시간의흐름으로설정

사진 출처 #05

중립의선을중심으로
각터치포인트에서의

만족도기록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46

Step 5. 고객여정 지도 작성

사진 출처 #05

불편한점

개선

Customer Journey Map 구성하기

좋은점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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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점의 정보 키오스크 이용

Approach Entrance 순서

키오스크
위치

언어
선택

메인
화면

구석에
있어
찾기

어려움

한국어
지원되네

~~

정보는
여전히
외국어
ㅠㅠ

#1 : 분석범위정의

#2 : 퍼소나정의

#3 : 기록배치

만족

불만족

다국어
지원

#4 : 원인정의

Customer Journey Map 구성사례

[화면해설]
고객여정지도를통해독일의아우크스부르크에설치된키오스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독일어에익숙하지않은나는한국어메뉴가있
어무척반가웠습니다만, 세부내용으로들어가면다시독일어로만
안내가되어실망을한적이있습니다. 사실우리나라온라인뱅킹도
영어메뉴가있지만, 인터냇뱅킹을하려면공인인증서등이한글이
라외국인들에게는한계가있다고합니다. 따라서고객여정지도는
사용자경험 (UX)을이해하는데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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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인 시스템

Approach 순서

포스터
입간판
(배너)

모니터

글씨가작아서잘보이지도않고
너무복잡해서이해하기도어렵네

#1 : 분석범위정의

#2 : 퍼소나정의

#3 : 기록배치

#4 : 원인정의

환자

병원
이렇게많이설치해놨으니
적어도하나쯤은보이겠지?

서비스제공자
의도와서비스
수용자경험의

부조화

Customer Journey Map 구성사례

[화면해설]
병원사인시스템, 여러분들이종합병원을방문하면, 자신의병에맞
는진료를받기위해필요한장소를잘찾아가야하는데요. 이게생각
보다복잡한경우가많습니다. 즉, 방문자의성격에따라병원내동선
이천차만별인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방문자에따라병원내동선
을기준으로병원의사인시스템을살펴보면현재사인시스템의문
제점을쉽게파악할수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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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체 활용 형태

Main user actions/ intentions

Touchpoints

기타 출처 #06

Customer Journey Map 구성사례

[화면해설]
사진매체활용형태, 고객여정지도에서고객을 user가아닌 user가
창작한사진의관점으로구성해볼수있습니다. 온라인시대가되면
서사진은나를표현할수있는매우중요한매체가되었구요. 따라서, 
사진을어떻게촬영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가는일상의일부가되
었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보시는고객여정지도는사진
의관점에서구성해본것입니다.



Main user actions/ intentions

Touch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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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체 활용 형태

기타 출처 #06

Customer Journey Map 구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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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체 활용 형태

기타 출처 #06

Customer Journey Map 구성사례

[화면해설]
또한사진이이동하는물리적, 가상적공간을표현하여어떻게사진
을관리하는것이 user 관점의사진관리 app을디자인하는가에대
한영감을줄수있기때문에이와같이프로젝트성격에맞게고객여
정지도의형식을변형하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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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관점을나타내라1

연구/관찰자료를이용해라2

고객유형을나타내라3

사용자의목표를포함해라4

감정에집중해라5

Customer Journey Map 정리하기

Touch point(접점)를나타내라6

진실, 사실을명확히나타내라7

브랜드에미치는영향을살펴라8

시간을기입하라9

10 PowerPoint를버려라

경험을여러단계로구분해라11

고객의그대로를기술해라12

사용자와비사용자를고려해라13

다양한해석을시도해라14

14가지중요구성요소
사용자여정지도의



[출처]
사진 출처 #1 위키피디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8/Acela_old_saybrook_ct_summer2011.jpg
사진 출처 #2 Getty Images Bank 1133568542
사진 출처 #3 Getty Images Bank 1227331484
사진 출처 #4 Getty Images Bank 1267556348
사진 출처 #5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기타 출처 #6 Copyright 2020. 정의철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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