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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제품/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할 기능을 

선정하는 것(feature selection)은 디자이너의 오랜 의사결정 문제이지만, 기존 

feature selection 방법론들은 특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멘탈모델에 대한 분석 없이 

사용자의 선호도만을 사용한 기능선택은 기능과부화 (feature creep) 현상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몇 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기능으로부터 추론되는 제품/서비스의 멘탈모델을 탐지하는 새로운 기법인 

‘False belief technique’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험적인 방법으로 디자이너의 기능 

선정(feature selection)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Selecting appropriate features that products/services should provide 

for users is a typical decision making problem for designers, but the existing 

feature selection methods has crucial limitations when figuring out users’ needs. 

For example, selecting features considering just users’ preference without 

analyzing users’ mental model might lead to ‘feature creep’. In this study, we 

suggest ‘False belief technique’ which detects users’ mental model for the 

products/services that is formed after being provided with new features.  This 

technique will be utilized as an experimental manner for feature selection 

decision by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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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제품/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기능을 선정하는 것(feature selection)은 

디자이너의 오랜 의사결정 문제이다[1]. 디자이너는 

다양한 feature selection 방법론[2]과 고객의 

요구사항(VOC)을 적용해서 기능을 추가 또는 제거하며 

제품/서비스를 개선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지만, 기존 

feature selection 방법론들은 특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게 되어 편향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자기 자신이 해당 제품/서비스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서베이 

방식의 선호도 조사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경험에 의지해야 하는데, 신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schema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추출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형 제품/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게 한 후에 형성되는 사용자의 Schema와 

일치하는 기능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존 

feature selection방법론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디자이너의 올바른 기능 선정(feature 

selection)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접근 

2.1신제품/서비스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용자 스키마 

스키마 (Schema)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이 내면

화되고 이해되는 정신의 틀을 의미한다[3]. Tuckey and 

Brewer[4]는 schema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일치하

는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망각(decay)된다고 하였다. 즉, 

사용자의 schema와 일치하는 기능이나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상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품/서비스를 

처음 접한 사용자가 형성하는 schema가 해당 제품/서

비스가 제공해야 할 기능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2.2 False memory(오기억) 

False memory(오기억)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일어났다고 기억하거나 왜곡해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어려울 때, 그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덧붙이는 

등의 추론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믿게 

된다[5].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과 추론은 자연스럽게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schema 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2.3 Deese–Roediger–McDermott (DRM) paradigm 

Deese-Roediger-McDermott(DRM) 

paradigm[6][7]은 이러한 false memory를 단어 

리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bed, 

wake, night, dream” 과 같은 단어 리스트가 주어지고 

일정 시간 후 리스트에 있던 단어를 기억하는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리스트의 

단어들과 관련이 있는 “sleep”이라는 단어를 잘못 

기억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 Sherman[8]은 

이러한 DRM paradigm 방법론을 이용해서 피험자가 

형성하는 false recall/recognition이 상세기억 

(verbatim memory)의 망각과 핵심기억 (gist 

memory)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형성하는 schema (스키마)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미래형 제품을 처음 

사용하면서 형성한 schema 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의 

false memory를 DRM paradigm을 기반으로 측정하여 

각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방법론인 False 

belief technique을 개발하였다.  

 

3. False belief technique 

해당 제품/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잠재사용자 n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품/서비스를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제품/서비스에 

실제로 존재했던 기능과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에 대한 

false memory 형성 여부를 DRM paradigm 을 기반으로 

측정하고, 그 기억에 대한 확신정도(Confidence 

Level)을 likert-scale 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형성된 schema 와 어울리는 

feature 를 도출하는 수식을 그림 1 과 같이 생성하였다. 

V(listed, correct)는 실제로 해당 제품/서비스에 

존재했던 기능(listed)에 대한 옳은 대답(correct 

answer)의 utility value이다. False memory 테스트 시, 

실제 있었던 기능에 대해 “있었다”고 대답하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자신의 대답에 확신(full 

confidence)을 가진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자신의 대답에 대한 평균 

확신 정도(average confidence)가 높을수록 해당 

기능은 참여자들이 형성한 schema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V(listed, false)는 실제로 존재했던 

기능(listed)에 대한 틀린 대답(false answer)의 utility 

value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있었던 기능에 대해 

“없었다”고 대답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을수록, 자신에 

대답에 확신하지 못한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평균 확신 정도가 낮을수록 

해당 기능은 참여자들이 형성한 schema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value를 합한 값이 

실제로 존재했던 해당 기능(listed feature)의 적절성 

값(appropriateness value)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V(lured, correct)와 V(lured, false)를 도출하여 합한 

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해당 기능(lured 

feature)의 적절성 값(appropriateness valu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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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isted, correct): value for correct answers       V(listed, false): value for fals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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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ured, correct): value for correct answer        V(lured, false): value for false answer 
 

    TNA: Total Number of Answers (NCA+NFA) 

    NCA: the Number of people with Correct Answers 

    NFA: the Number of people with False Answers 

    NAFC: the Number of Answers with Full Confidence 

    NAWOFC: the Number of Answers WithOut Full Confidence 

    ACD: the Average of Confidence Degree 

    MCD: the Maximum of Confidence Degree = 6  

 

그림 1. 각 기능들에 대해 False belief 를 고려한 적절성 값(Appropriateness value) 도출 수식 

 

4. 실험설계 

4.1 실험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false belief technique 을 실제 

제품/서비스에 적용해 보았다. 대상 제품은 Smart 

TV 프로토타입으로, 기존의 TV 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피실험자를 

모집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2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Smart TV 를 한 번도 써 보지 않은 20 대 

대학생 20 명(남:여=14:6, mean age=23.55, std=2.523)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4.3 실험절차 

피실험자에게 Smart TV 가 제공하는 기능 리스트를 

한 기능당 5 초간 임의의 순서대로 보여준다.  이후, 

실제로 smart TV 를 20 분간 사용하게 한다. Smart 

TV 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본 실험과 관련 없는 dummy 

tasks 를 수행한다. 일주일 후, 전체 기능리스트 중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추출하여 

피실험자에게 DRM paradigm 에 기반한 false memory 

test 를 시행한다. 실험에 사용된 smart TV 기능 리스트 

중 false memory test 에 사용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방송 자막보기, 동시화면 보기, 영상통화 하면서 

방송보기, 3D 컨텐츠 감상, 내 취향을 고려한 방송 추천, 

방송 예약 알림, 시간대별 추천방송 보기, 2D 화면을 

3D 화면으로 전환하기, 선호채널 모음, TV 로 

모바일기기 화면 공유’(이상 10 개) 

 이 때, 제시된 위 기능들은 실제로는 모두 존재했던 

기능이지만, 피실험자에게는 이 중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 자신이 일주일 전에 형성한 smart TV 에 

대한 schema 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답변(Yes/No)에 대한 확신 정도를 6 

point likert-scale 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4.4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에서 사용된 Smart TV 기능에 대한 false 

memory test 를 false belief technique 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Smart TV 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20 대 

대학생 20 명에게 있어, 주어진 10 개의 기능 중 ‘방송 

예약 알림’ 기능이 가장 높은 appropriateness value 를 

나타냈다. 이는 ‘방송 예약 알림’ 기능이 다른 

기능들보다 더 잘 기억되었고, 그 기억에 대해 더 

확신했으며, 그 확신의 정도가 더 강했음을 의미한다. 

즉, 피실험자들이 일주일 전에 형성한 Smart TV 

schema 에 가장 적합한 기능임을 나타낸다. 그 뒤를 

이어 ‘선호채널 모음’, ‘TV 로 모바일기기 화면 

공유’등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방송자막 보기’, 

‘영상통화 하면서 방송보기’, ‘2D 화면을 3D 화면으로 

전환하기’ 기능은 가장 낮은 appropriateness value 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Smart TV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더 

잘 각인되는 기능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기능은 

무엇인지를 상대적으로 확인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value 를 나타낸 ‘2D 화면을 

3D 화면으로 전환하기’ 기능에 대해서, 디자이너의 

평가에 따라 해당 기능을 제거할지 혹은 더 강하게 

어필하여 사용자들에게 인식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높은 value 를 갖는 ‘방송 예약 

알림’기능은 사용자들의 schema 에 강하게 자리잡은 

기능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기능임을 알 수 있어, 

향후 해당 기능에 대한 디자인 의사결정에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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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제품/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게 한 후에 형성되는 사용자의 Schema 와 

일치하는 기능을 추출하는 방법론인 false belief 

technique 을 개발하였다. False belief technique 은 

사용자로 하여금 memory 와 schema 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방법론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feature selection 방법론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적절성 값 (appropriateness value)를 

도출하는 수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false memory 

test 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제시한 

접근은 이론에 기반한 수치화를 통해 기능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수월하게 하여 디자이너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줌으로써, 향후 디자이너의 효율적인 설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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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 개 Smart TV feature 에 대한 적절성 값(20 대 대학생 20 명의 데이터 사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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