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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컬러 메타포를 활용한

음악 분류 서비스의 개발 및 사용자 평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원소비 동향이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최적화된 청취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음악의 맥락적 요소와 

색채의 맥락적 요소의 부합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용하고 

직관적으로 원하는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 COL X COL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맥락 일치성이 음악 청취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과 가설을 통계적 수준에서 검증함에 

따라 색채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맥락 일치성이 청취 경험 

향상에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술 측면에서의 관점을 벗어나 사용자 관점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종래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시장에 있어서 사용자의 

전환의도를 촉발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적 요소를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색채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방식과 음악 청취시 나타나는 맥락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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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요인마다의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견해와 방향으로부터 서비스 목적에 따른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 형태와 사용자와의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두보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Color Metaphor, Music Classification Service,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User Experience, Context 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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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인터페이스는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데, 이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2]. 이런 경험 안에서 사용자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공고화 하여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브랜드 형성에 주요한 요소이며 서비스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3].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지각된 품질은 곧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주고, 실제 

높은 브랜드 충성도는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자산이 된다[4,5,6]. 

그러므로, 인터페이스는 기존 사용자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7,8,9],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의 목적과 

그의 부합한 경험의 맥락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특히 다양한 일들을 모바일로 수행하는 요즘의 

추세에 따라 각각의 사용 목적과 분야에 맞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미디어 트렌드 중에 하나인 ‘스낵컬쳐’는 모바일 환경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모바일의 

높은 접근성과 개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선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존재하는 

장점 때문에, 단시간에 핵심적 정보를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10,11]. 음원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목격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행태가 기존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10,11]. 나아가 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될 멀티미디어의 경계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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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개인에게 최적화 되었는지가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이는 신규 서비스 업체에 있어서 

주류에 서있는 종래의 서비스에 도전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용자의 경험에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감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음악의 경우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심상과 개인의 감정이 연결되었을 때, 소위 마케팅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소비자가 매장에서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상품 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12,13,14,15], 음악의 속성의 변화에 따라 고객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16,17,18]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에서 인지되는 메타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청취할 때 사용자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음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색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색 온도에 따라 따뜻한 색은 사용자의 분위기를 더욱 들뜨게 

하고 긴장감을 부여하며 차가운 색은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19,20]. 이렇게 색이 

가진 이미지가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그 장점으로 인하여 마케팅 

영역에서의 그 활용도가 높다[3].

이렇게 시각과 청각적 심상이 사용자들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다양한 

감각의 통합적 제공은 사용자의 인지를 높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1]. 또한 

일부 소수의 경우는 음을 들을 때 직관적으로 색을 떠올리는 공감각을 경험하나 

비단 공감각 경험자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비 공감각 경험자들도 감정을 매개로하여 

음악과 색의 상관관계를 체험한다[22]. 실제로 이들이 정확하게 색과 음의 

상관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색의 감성과 음악의 감성이 부합된 결과물을 

제시하였을 때 사람들의 인지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23,24].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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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각의 요소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경험이 긍정적인 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청각과 시각의 통함적 구성이 음원 청취 경험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사용자에게 맞추어지고 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음악을 찾는 

데에 있어서 음과 색의 통합적 활용이 갖는 함의를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종래의 음원 큐레이션 대한 논문들은 제공되는 결과물의 품질이나 알고리즘 

차원에서의 정확도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런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5]. 기본적으로 음악 청취의 특성상 새로운 음악을 탐색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음악이 부합한 경험을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느낄 것이다. 실제 미디어 컨텐츠에 있어서 기대 일치 모델을 바탕으로 

측정된 선행사례가 있으며[26,27], 이러한 기대일치의 기본 구조에서 다양한 외부 

변인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기대와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하 인과관계를 설명 

한다[28,29,30].

본 논문은, 감정을 매개로하는 색채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에 적합한 메타포를 제공하는 음원 분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웹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음원 분류방식에서 적절한 메타포를 인지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시스템 이용 전 형성된 사전기대와 사용 이후의 지각된 

서비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기대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를 파악하며, 정성적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견해를 

바탕으로 해당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들에게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터페이스 방식이 어느 시나리오에서 사용자와의 작용점을 만들지에 대한 

제언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이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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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스트리밍 서비스 및 이용 동향

스트리밍(Streaming)은 인터넷상에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사전적 의미대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과 처리 

기술을 의미한다[11]. 음원 스트리밍은 상기 기술의 영역을 오디오 측면에 적용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공급자의 서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동시에 통신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그 수요를 키워가고 있다. 특히 

2015 년에는 최초로 디지털 음원 매출이 오프라인 음반 판매 매출 규모를 넘어선 

기록적인 이슈를 낳기도 하면서 향후 소비자의 이용 패턴의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10]. 

 

2-2 음원 큐레이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컨텐츠의 소비 행태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사용자에 대한 통찰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과 같은 개인화된 서비스 방식이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보통 추천시스템은 크게 4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31], (1) 

사용자의 선호도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적합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내용기반(Content-based)방식과 (2) 사용자의 선호도와 유사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다른 사용자의 청취 정보나 선호도의 순위(rating)를 조합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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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필터링(Collaborative-filtering)이 있으며 (3) 위의 (1)과 (2)의 기능적인 부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방식이 있고 (4)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인지할 수 있는 맥락기반(Context-based)방식이 

있다. 추천 시스템은 상기 4 가지 큰 범주 안에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하위영역에 

속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천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알고리즘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기술적인 

깊이나 서비스의 재현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25].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변인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한데, 일부 

사용자 관점에서의 추천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Jones 와 P.Pu 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음악 추천 서비스 웹사이트인 Pandora (a content-based 

recommender)와 Last.fm(a rating-based social recommender)를 비교하였을 때 초기 

서비스 진입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의 편의성 그리고 추천 

아이템의 품질(정확성, 참신성, 재미)이 해당시장의 진입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주요한 설계 요소라고 보고하였다[32]. 또한 P.Pu 와 L.Chen 의 연구에 있어서는 

사용성과 편의성 인터페이스와 인터렉션의 품질과 관련한 인지된 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사용자의 구매의도를 포함하는 이용의도에 있어서 품질이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 사용의도, 주변관계에 시스템에 대한 추천여부와 같은 척도를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의 기초적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25]. 

 

이러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접근 가운데 사용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기대 

일치 효과가 추천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정서적인패턴에 직관적이고 



- 6 -

시각적인 개념화로서 색채 커뮤니케이션이 개별 사용자의 사전 정서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2-3 색과 음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험의 변화

색청(Color Hearing)이라 함은 청취 시 경험하는 청각적 감각이 시각적으로 혹은 

시각적 감각이 청각적인 감각으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감각기관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연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리적인 감각의 영역으로 개인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서로의 관계성이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33].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음악적 속성에 따라서 청취자들이 색을 떠올리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높은 음조의 곡은 밝은 색을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34, 35], 

화성에 있어서 단조보다는 장조가 더 밝은 색과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6]. 

또한 음악의 감성이 보다 행복한 쪽에 기울 경우 채도가 높은 색상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색과 같은 채도가 낮은 음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37]. 

<그림2.1> 선행연구의 색채-음악 상호작용에 관한 MDS 분석결과(Palm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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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er(2013)의 연구에서도 비공감각적 사용자들이 감정을 매개로 하여 음악 

청취시 집단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다[22]. 화성과 음악의 속도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나눠지는 형태를 보였고 더 나아가 

감정의 강도와 행복과 슬픔에 관한 연속적인 범위 안에서 색채의 분포도와 음악의 

분포도를 구했을 때에 최초 음악과 색채의 상호작용과 일치한 패턴을 나타냈다[22]. 

이로써 음악마다 가지고 있는 선율, 화성, 빠르기에 따라 나타나는 색채 패턴의 

상호성이 감정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동시적으로 서로 다른 감각의 

교차 작용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정의할 때 공감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음악과 색채와의 상호 연관성을 인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색과 음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의 행위와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다[23,24]. 색과 음이 갖는 각각의 메타포가 서로 부합이 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소비자는 보다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할 때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었다[24].

 

본 논문에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색채라는 통합된 감성이미지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보다 직관적으로 원하는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경험적 

차원에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주목한다.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회사의 

관점에서 비교적 사용자의 경험이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개인 청취 성향에 맞게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방향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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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일치 모형

재사용의도란 특정상품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상품을 다시 이용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있어서 재사용 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하다[37]. 컨텐츠 추천 시스템과 같은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사용자의 

초기수용에 관한 부분은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해 연구가 되어 왔다[38]. Davis(1989)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편의성의 두 변인이 사용자들이 정보 시스템의 수용에 있어 

기본적인 선택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채택을 

분석한 연구에서 상기 두 가지 변인이 행위의도의 변량 중 45~75%를 설명해주는 

만큼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에 대비한 강한 설명력이 장점으로 인식되지만 두 

개의 독립 변인만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반을 설명하기에 제한이 

따른다[39]. 하여 기술수용모델의 최초 사용자들의 시스템 진입과 수용에 대한 연구와 

달리, 이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으로 

Bhattacherjee(2001)가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tion-Disconfirm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기술수용 모델(TAM)과 결합한 후기수용 모델인 기대일치 

모델(Expectation-Confirmation Model)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39,40]. 자세히는 

사용자의 사전 기대(prior expectation)를 형성하고 실제 정보시스템의 사용 이후의 

경험을 사전 기대와 비교하여 그 기대와 일치한 정도가 지각된 유용성을 나타내며 

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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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기대일치 모형(Bhattacherjee, 2001)

본 연구에서는 색채와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 분류방식이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맥락 일치에서 높은 기대일치를 보이며 인지된 유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 사용의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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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기대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인지된 성과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간 

불일치는 사용자에게 만족을 나타내며 이는 지속적인 사용의도로의 예견된 행위를 

내포한다[39]. 그러나 기술수용 모델과 기대일치모델에 있어서 주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는 유용성이 초기에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제한이 되어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이 가지는 상품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39]. 이에 따라 상품의 가치를 기능적인 측면에만 넘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Sheth 외 (1991a, 1991b)는 상품가치를 기능적(functional), 

사회적(social), 지적(epistemic), 정서적(emotional), 그리고 조건적(conditional)가치로 

분류 하였다[42]. 본 연구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컨텐츠를 추천하는데 있어 정서적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대 충족의 외생변수로 맥락 적합성을 추가하였다. Peal Pu et al 의 연구[25]에서 

제시되었듯이 사용자가 추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맥락을 통합적인 이해로 표현할 

수 있는 색채가 사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음원을 추천하는 맥락 

적합성(Context Compatibility)의 범주 아래 정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관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과 색과 음악의 다감각적 심상의 적용이 

사용자에게 인지된 용이성을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변수로 본 연구의 모형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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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기대일치 모형에 입각한 연구모형 및 가설

H1: COL X COL의 사용에 있어서 맥락 적합성은 기대일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2: COL X COL의 사용에 따른 기대 일치는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3: COL X COL의 사용에 따른 기대 일치는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4: COL X COL의 사용으로부터 나타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5: COL X COL의 사용에 기인하는 인지된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6: COL X COL의 사용에 기인하는 사용 용이성은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H7: COL X COL의 사용으로 부터의 만족은 서비스 지속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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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OL X COL

4-1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이해 

본 논문은 음악과 색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음원 분류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초기 개발 단계에서 표적 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서울 소재의 음악관련 전공 대학생 8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약 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은 선행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Krueger & Casey. 2000)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순으로 구성하였다[43].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전환질문과 주요 

질문 사이에 두 시스템의 차이를 확인하는 암맹 테스트(blind test)를 추가하였다.

실제 COL X COL 의 개발 이후 사용자 평가 단계에서 진행될 설문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태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된 인터뷰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8 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 경험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2명을 제외하고 현재 금액을 지불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좋아 하는 음악을 소장하고 

저장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로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듣기를 

통해 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맞는 음악을 찾으려 하거나 새로운 음악을 탐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의 의견은 원하는 음악을 찾기에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음원들이 방해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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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식 질문 내용

도입질문

직접 금액을 지불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악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전환질문

평소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요인에 있어서 가사와 멜로디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주나요?

주요질문

추천된 음악 중 감성적인 표현과 얼마나 일치하였나요?

색채를 바탕으로 음원을 분류한다면 청취 몰입도가 증가한다고 생

각하시나요?

기존에 제공되는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용의가 있나요?

마무리

질문

이러한 음원 추천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공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색채 기반의 음원 시스템 

제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4.1> 표적 집단 인터뷰 질문항목

유의미한 응답가운데 하나는 음악을 들을 때 작용하는 맥락 요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색채보다는 이미지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색청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곡을 들을 때 느껴지는 맥락 요소가 곡의 성격과 감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응답하였다. 예컨대, 슬픈 감성의 음악의 경우는 가사와 경험에 

의존하는 반면 신나는 음악의 경우는 기분과 멜로디 그리고 리듬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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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의 타당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예비 실험에서는 색채와 멜로디가 감성 수준에서 비슷하게 묶여졌을 때 더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 단계에서 검증해볼 만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맹(Blind)으로 진행한 예비 실험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실험의 본 목적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들에게는 각각 

‘편안한’, ‘경쾌한’, ‘감성적’이라는 단어만을 제시하고 그 단어를 바탕으로 

분류된 음원들이 서로 다른 회사로부터의 것으로 가장하여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음원들이 얼마나 해당 감성에 잘 

부합하는지를 점수로 매기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주어진 단어의 감성에 적절하지 

않은 색이 짝지어진 음악을 선정하였고, 실험군은 주어진 단어의 감성에 적절한 

색이 짝지어진 음악을 목록화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매겨진 평균 점수를 통해 

독립표본에 의한 t-검정으로 색채와 음악의 상호작용이 청취 만족에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로는 사용자 전반이 실험군이 제공하는 음원 분류 

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내어(p=0.00319),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음원 분류 방식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4-2 COL X COL의 프로토타입 개발 

예비 실험과 표적 집단 인터뷰에 대한 사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색채와 음악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새로운 음원 분류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COL X COL(collage by color)은 감정을 매개로하는 음과 색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직관적 음악 분류 인터페이스이다. 해당 시스템은 웹서비스 

기반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이 되었다. 시스템의 개발 언어는 HTML 과 CS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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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를 기반으로 되어있으나, 개발 단계와 연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의 웹 서비스 제작 툴인 Wix 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COL X COL 은 웹 

서비스의 형태로 제작이 되었으나 PC 의 웹브라우저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설계하고 개발 하였다.

<그림4.1> COL X COL 프로토타입 화면 구성(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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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COL X COL 프로토타입 화면 구성(모바일 버전)

전체 페이지 구성은 3 단계로 되어있다. 맨 처음 홈 화면에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선택한 장르의 페이지에서는 색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자신이 기대하는 음악의 감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색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 

위에 해당 색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음원리스트와 플레이어가 팝업창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음원은 저작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1 분 미리듣기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각각 음원의 가수와 노래제목이 실험단계에서 

편향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무명으로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장르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청취 선호가 높은 팝, 재즈, 알앤비, 락, 힙합, 클래식 총 

6 개로 구성하였고, 이는 종래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식의 가장 높은 공통성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버튼의 형태는 원형의 모양으로 오디오 기기에서 CD 의 

메타포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서비스 컨셉이 색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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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기 화면에 색에 대한 편향을 차단하고자 전체적인 화면은 흑백을 

기본으로 하였다.

장르를 선택한 이후의 페이지에서 샘플로 활용한 색채 예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다.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사용된 

색의 종류가 총 38 가지였으나[22] 본 연구의 목적은 색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음원 분류 방식이 갖는 함의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사용자가 

선택해야할 단계가 복잡해질 경우 실험 결과의 해석 단계에서 타당성을 낮출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약 7 가지 정도로 축약된 형태로 제공 하고자 하였다. 단 

장르의 특성에 따라 편중되는 색 패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색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색을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음원과 색의 

매칭 방식은 기존의 선행된 연구[22]를 참조하였으나, 음원 목록의 경우는 연구 

목적과 실험에 부합하도록 재편성하였다. 실제 사용자가 정식 서비스 환경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클래식으로 구성된 음원보다 다양한 장르로 

선정하였고, 실험 단계에서 음과 색의 상호작용의 충실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음원에서 가사의 영향을 배제하고 멜로디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음원을 선정 

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음원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든 

곡을 1분 미리 듣기 형태로 조작하였고, 음원의 노래 제목 또는 가수에 대한 정보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 모든 곡은 

‘Unknown’ 처리가 되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 생성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 및 페이지 방문 빈도와 반송률(bounce rate)를 

파악하기 위하여 접속 ip 주소에 따른 로깅을 암호화된 데이터로 변경하여 수집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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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OL X COL 페이지 구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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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용자 평가 및 분석 

5-1 측정 항목 및 척도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음원 분류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유의한 기대 일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평가는 

기대일치 모형의 요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 요인의 

정의를 조작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 일치 모형에 관한 구조 방정식 분석을 위한 

문항은 총 15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기대 일치 수준과 

지속 사용의도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 동향과, 

음악 청취 시에 기인하는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5 개를 추가하였다.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초기 COL X COL 개발 단계에서 수집된 

표적 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음악 

청취 시에 멜로디와 가사 중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감정의 표현에 따라 개인의 응답 성향을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는 수준과 니즈를 파악하는 문항과 응답자의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성별과, 나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설문하였다. 보통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연령을 10 대에서 30 대까지로 제한하나, 

설문 단계에서는 응답자 구분을 위하여 해당 문항의 보기를 40 대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설문 문항은 구글 서베이(Google Forms)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들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들 일부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반영하여 사용하였다. 기대일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만족, 행동의도는 Bhattacherjee[40]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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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
문항

수
선행 연구

맥락

적합성

음원 청취시에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부합한 결과를 제공받는 정도

2문항 Peal Pu et al[25]

기대

일치

COL X COL의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의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차이 인식

2문항 Bhattacherjee[40]

인지된

유용성

COL X COL이 제공하는 향상된 음원 분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정도

3문항 Bhattacherjee[40]

사용

용이성
COL X COL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 3문항 Davis[38]

만족
COL X COL 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반응

3문항 Bhattacherjee[40]

지속

사용

의도

COL X COL 서비스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2문항 Bhattacherjee[40]

문항을 음원 서비스의 맥락에 맞게 10 문항으로 조정 하였으며, 맥락 적합성은 Peal 

Pu et al 의 연구[25]를 토대로 2개 문항을 조정하였다. 모든 변수의 측정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1점은 전혀 아니다, 4점은 매우 그렇다), 5 점이나 7점 척도에서 

나타나는 중립적인 응답 범주를 본 논문에서 제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5.1>과 <표 5.2>와 같다

<표 5.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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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연구변수 및 설문 문항 코드 문항수

맥락

적합성

각각의 음원들은 색이 지닌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CC_01

3문항
색을 통해 분류된 음악의 감성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CC_02

이 서비스가 제공한 음악은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에 
잘 맞았다

CC_03

기대

일치

이 서비스를 통한 경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 
이었다

EC_01

3문항
이 서비스가 제공한 음원 리스트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좋았다

EC_02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내가 기대한 것을 
만족시켰다

EC_03

인지된

유용성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음악 서비스 사용에 
유용하다

PU_01

3문항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음악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PU_02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감성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PU_03

사용

용이성

이 음원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EU_01

3문항
나와 비슷한 연령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서비스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EU_02

이 서비스를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EU_03

만족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즐겁다 SF_01

3문항이 서비스는 마음에 든다 SF_02

이 서비스가 제공한 결과물은 만족스럽다 SF_03

지속

사용

의도

계속 이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싶다 IU_01

2문항
IU_02

이런 서비스가 유료화 되어도 돈을 지불하여 사용 
하겠다

되도록 이런 서비스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역코딩)

IU_03

<표 5.2> 연구 변수 및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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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0 56.1

여성 47 439

나이

10대 15 14.0

20대 79 73.8

30대 9 8.4

40대 4 3.7

보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60 56.1

iOS 47 43.9

5-2 자료 수집

총 112 명의 응답을 받았고, 이 중에서 무응답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5 명을 제외한 107 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56.5%)이 

여성(43.5%)보다 조금 많았으며, 전체 연령대 중 20 대(73.1%)가 그 다음으로는 

10 대가(13.9%)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가적으로 스마트폰의 종류에 대한 

응답자중 절반 이상이 안드로이드 기반(56.5%)을 사용하고 있었고, iOS 

기반(43.5%)였으며, 이외 윈도우즈 기반 혹은 다른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표본의 분포는 균형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령 분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20 대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원 컨텐츠 소비가 가장 활발한 연령이 10 대와 20 대인 

것을 감안하고 실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을 고려했을 때, 

해당 설문에 참가한 표본의 특성이 본 연구의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표 5.3>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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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과 

6-1 음악 청취 특성 및 맥락 인지에 대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증에 앞서, 실제 사용자들의 현재 종래 서비스를 통한 

음악 청취 행태 및 실제 음악 청취 시에 나타나는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6.1>에서처럼 우선 응답자 전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만 사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는 비율(22.4%)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사실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6.1> 최근 음악을 감상하실 때 주로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설문 참여자들이 종래의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음악을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복수 응답(두 가지 선택)을 요청하였다. <그림 6.2>을 보면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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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직접 음원을 검색(53.7%)하는 방법과 업체별 음원 차트(43.5%)를 이용하고 

있었고,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추천 서비스를 이용(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응답자의 경우는 지인으로부터 음원을 추천 받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으며, 음원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유튜브 등)에서 검색한 곡을 음원 

서비스에서 청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타 란에 별도로 

응답한 경우지만 이는 각각 추천 서비스와, 직접 검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6.2>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찾으실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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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선행된 표적 집단 인터뷰에서 나왔던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 대다수의 

견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음악 청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맥락적 요소가 당시 표적 집단 인터뷰의 응답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림 6.3> (A) 음악이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사와 멜로디 중 

어느 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 합니까 (B) 음악이 현재의 ‘기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사와 멜로디 중 어느 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 합니까

<그림 6.3>에서처럼 음악이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59.8%가 가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현재의 ‘기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68.2%가 멜로디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어떤 음악을 접했을 때 음악 전체의 통합된 분위기와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맥락적 요소가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단서는 이미 

표적 집단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였고 

<그림 6.4>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들 다수는 음악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멜로디가 가장 중요한 요소(68.2%)로 꼽았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던 COL X COL의 서비스 개념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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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청취하면서 음악의 감성을 파악하기에 멜로디가 가장 직관적인 맥락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4> 음악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준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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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측정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구 모형에 사용한 변수들 사이에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선행 연구의 제시된 기준에 따라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6.1> 측정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적재치
t값 AVE CCR α

맥락 적합성 → CC_01 0.806 -
0.767 0.868 0.741

맥락 적합성 → CC_02 0.734 7.466
맥락 적합성 → CC_03* - -

0.774 0.872 0.755
기대일치 → EU_01* - -
기대일치 → EU_02 0.747 -
기대일치 → EU_03 0.816 7.205
인지된 유용성 → PU_01 0.814 -

0.810 0.928 0.818인지된 유용성 → PU_02 0.746 8.260
인지된 유용성 → PU_03 0.778 8.710
사용 용이성 → EU_01 0.742 -

0.736 0.893 0.790사용 용이성 → EU_02 0.766 7.146
사용 용이성 → EU_03 0.732 6.874
만족 → SF_01 0.824 10.921

0.846 0.942 0.843만족 → SF_02 0.889 -
만족 → SF_03 0.703 8.466
지속 사용 의도 → IU_01 0.909 -

0.871 0.931 0.852지속 사용 의도 → IU_02* - -
지속 사용 의도 → IU_03 0.818 10.395

χ2=88.274 df=75 χ2/df=1.177, GFI=0.906(>0.9), NFI=0.910(>0.9), CFI=0.985(>0.9), 

AGFI=0.849(>.0.9), RMSEA=0.041(<0.6) / CCR :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모형의 개선을 위해 확인 요인 분석 과정 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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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내적 

타당도와 AVE(average varience reliability) 및 개념 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기준 값을 초과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집중 타당도의 경우는 요인 

적재치가 0.6 이상이 되어야 하며 AVE는 0.5 이상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 되었을 

때가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모델 적합도의 경우는 χ2=88.274 df=75 χ2/df=1.177, 

GFI=0.906(>0.9), NFI=0.910(>0.9), CFI=0.985(>0.9), AGFI=0.849(>.0.9), 

RMSEA=0.041(<0.6)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구조 모형을 분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판별 타당성의 경우는 각 구성 개념의 상관계수가 AVE 의 

제곱근 보다 작을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는데, 아래의 <표 6.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각선에 제시된 AVE의 제곱근 값들이 모든 상관계수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서 판별 타당성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표 6.2>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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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구조 모형 분석

본 논문에서 가설단계에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111.02 df=83 

χ2/df=1.338, RMR=0.21(<0.5), IFI=0.969(>0.9), CFI=0.968(>0.9), AGFI=0.827(>.0.9), 

RMSEA=0.056(<0.6)으로 일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요소들이 있었으나 비교적 

기준치에 근사하여 어느 정도 해당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6.5>와 같이 최적화된 모델을 도출 하였고, 각 구성 요인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판단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림 6.5> 구조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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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경로계수 t값 가설검증

H1 맥락 적합성 → 기대일치 0.936 5.994 채택
H2 기대일치 → 인지된 유용성 0.561 3.390 채택
H3 기대일치 → 사용 용이성 0.746 5.197 채택
H4 사용 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0.368 2.343 채택
H5 인지된 유용성 → 만족 0.599 3.301 채택
H6 사용 용이성 → 만족 0.215 1.214 기각
H7 만족 → 지속 사용의도 0.863 9.172 채택

χ2=111.02 df=83 χ2/df=1.338, RMR=0.21(<0.5), IFI=0.969(>0.9), CFI=0.968(>0.9), 

AGFI=0.827(>.0.9), RMSEA=0.056(<0.6)

전체적인 구조는 재귀모델(recursive model)로 변수와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외생 변수이며 독립 변수인 맥락 

적합성으로부터 내생 변수이며 매개변수인 기대일치의 경우 β=0.936(t=5.994)이며 

유의수준 0.001 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맥락적합성은 기대일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후 기대일치는 인지된 용이성과 사용 용이성에 

각각 β=0.561(t=3.390), β=0.561(t=5.197)로 유의수준 0.001 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기대일치가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는 외생 변수인 맥락적합성에 의한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인지된 유용성이 75.8%으로 사용 용이성의 설명력인 55.6%보다 더 

높았다. 사용용이성은 매개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β=0.368, t=2.343, p<0.05),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에, 만족은 지속 

사용의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0.599, t=3.301, 

β=0.863, t=9.172, p<0.001). 그러나 사용 용이성이 만족으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 용이성이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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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지지할 수 없었다. 또 최적화된 모델을 형성하는 분석단계에서 기대일치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아(β=0.022, t=0.065, p=0.948) 분석 단계에서 제외 되었다. 

6-4 프로토타입에 대한 정성적 평가

구조 모형의 분석과 그에 따른 가설의 검증과는 별개로, COL X COL 의 개선점 

및 사용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수집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의 기대 일치 모형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은 수치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1 점, 매우 그렇다: 4 점)의 응답 결과를 점수화 하여 그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도출하였을 때, 각각의 요인별 평균 결과 값은 3 점대를 근처로 

하고 있었다.

<그림 6.6> 설문 문항에 대한 사용자 응답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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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설문 문항에 대한 사용자 응답의 평균 결과 및 표준 오차

그러나 자기 보고식 설문 응답의 수치상의 결과 값만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가 

사용자의 감성과 맥락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였는가는 판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분석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 중 설문 문항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첨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6-4-1 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반응

응답자 80: “처음사용해보는 프로그램인데도 한눈에 잘 알아 볼 수 있어 사용에 

용이했고 색을 통해 음악을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프로그램 이었던 것 같아 만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답자 108: “동그란 버튼 몇 개, 또 몇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는 인터페이스가 

아주 심플하고도 멋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첨언을 남겼던 설문 응답자들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만족감을 느낀 사용자들의 부가적인 견해는 정성적 분석에 

유의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응답자가 호기심과, 인터페이스의 

심플함을 언급하면서 본 논문에 사용 되었던 COL X COL 의 목적과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한 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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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시스템 개선에 있어 개인의 감정과 색채의 연결성 재고 요구

응답자 51: “힙합을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정말 그 색과 음악이 맞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 했어요. 그런데 내 기분과 색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어서 색별 

추천곡을 찾다보면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53: “사람마다 생각하는 장르와 연상되는 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답자 68: “컬러에 대해 갖고 있는 감성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어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를 적절하게 반영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나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자 79: “색상에 따른 감정을 분류하려면 장르 선택 전에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친 뒤 장르를 선택하면 더 필터링이 쉽고 이 

어플의 의도를 잘 알 것 같음.”

응답자 105: “사용하는 사람의 기분에 맞춘 색깔 추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 다수의 첨언을 남겨주었던 사용자들의 반응 중 지배적인 부분은 사용자의 

감성과 색채와의 연관성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실제로 이런 사용자들은 기대일치 모형을 위한 문항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매길 만큼 실제로 COL X COL 에서 제공했던 결과물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분과 색채를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다 개인에게 맞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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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색을 선택하는 

것보다 감정에 기반한 색을 선택한 뒤에 음악을 선택하는 흐름으로 변경되는 것이 

사용자의 인지 흐름에 더 직관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해당 서비스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나타냈음에도 첨언 단계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하였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4-3 색채 커뮤니케이션의 확장된 활용 및 종래 기능과의 융화

응답자 51: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고른 색을 1 주일 평균을 내서 가장 많이 

골랐던 색을 그 주의 기분으로 생각하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어요.”

응답자 67: “또 사용자들이 들은 노래에 like 버튼을 만들어 like 순위로 추천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96: “색에 따라서 음악 추천을 해주는 것이 정말 새로운 느낌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으로 저도 음원을 듣고 색을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도 색을 추천해서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요

사용자 8: “본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다면 장르별 분류 외에도 해당 가수의 

노래들을 곡별로 색을 통해 분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곡을 접하고 해당 

뮤지션에 대한 더 많은 노래를 들어보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 그 때 이러한 

색 분류를 제공하여 처음 들었던 곡과 유사한 장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 35 -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답자 67: “장르와 색깔 말고 한 가지만 더(기분, 상황) 선택하게 하면 

정확성이 높아질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늘리면 정확성은 높겠지만 편의성은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용자의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에서 다른 기능의 

추가나 기존 시스템과의 융화를 요구하는 견해들이 있었다. 이는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해당 시스템을 일종의 브랜드로 

인지하는 단계로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정성적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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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찰

본 논문은 모바일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고 

청취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색채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음원 분류 인터페이스 

방식이 개인이 지닌 감성적 기대와 제공된 음원의 맥락적 일치가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원 분류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험적 요소로서 맥락적 일치가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 

이러한 요소를 음원 서비스 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음악의 분위기와 그 감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멜로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의 개념와 그 논리와 흐름을 

같이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감성의 음원을 찾는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 음악을 청취할 때의 사용자의 감정 

수준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점과, 평가 단계에서 직전에 들었던 음원이 다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감정 수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했을 때, 보다 설명력이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세웠던 가설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맥락적 

일치가 기대효과에 긍정적 작용을 이루고 연쇄적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만족도와 지속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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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측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직접 음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두 효과 

여부를 본 실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맥락 일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모든 것을 객관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초두  

효과 자체가 청취 경험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음원 

서비스의 정보 구조 흐름의 변경에 따라서도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런 초두 효과를 촉발하는데 색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 된다면 색을 선택하여 음원을 분류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음원 플레이어의 배경색이나, 기타 음원 서비스의 디자인 

요소에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도 음원 청취 경험에 향상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 그리도 모델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초기에 구성한 문항 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높은 다중 공선성의 발생으로 인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떨어트리는 일이 있었다. 이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거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립 응답을 피하기 위해 시도 하였던 4 점 척도의 문항구성과 적은 표본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문항을 분석단계에서 

제외한 이후에는 모형에 대한 설명력 및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가 적합하게 나타나 

실제 가설을 채택 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설문 응답자의 부가적인 첨언들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사용자들이 

색과 감정에 대한 연결이 직관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이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색과 감정에 

대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나 정보제공 및 개인화된 감정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역으로 색을 통해 음악을 선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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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개입된 개인의 감정 맥락을 수집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들에게서도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음원 

분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는데, 색채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 전달력과 동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미지에 기인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원과 색채 그리고 감성이 다수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알고리즘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 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화된 기술로 

음원에 색채를 태깅하는 것은 현재까지 한계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일부 

음원에 색채를 연결하는 나름의 기준점들이 있으나, 이 부분을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이 긍정적 작용을 

나타내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사용자 평가를 마친 이후에 분석 결과 중 녹색과 노란색에 대한 곡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잘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응답자들이 

해당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었던 색상을 어떤 감정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그림 7.1>에서 처럼 녹색과 노란색의 위치를 보면 거리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해외에서 측정된 결과의 형태와 다르게 비교적 

많은 사람이 노란색을 우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문화권 마다 색을 통해 느껴지는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나며[44, 46],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일정 패턴을 찾을 수 없다는 선행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45] 

색채를 바탕으로 하는 음원 분류 방식은 나라마다 혹은 문화마다 적용 방식은 

변경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색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생리적인 부분이 종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도 색에 대한 

심리적 인지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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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색채에 대한 감정 이미지 연관성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음원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적 연구가 부족 했던 것에서 실제로 

사용자의 청취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사용자의 감정과 음원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메타포로써 색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원 분류 및 추천 서비스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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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달리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 적용으로 색채 

커뮤니케이션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원 서비스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의 확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직관적 인터페이스의 활용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여 사용자가 간단한 동작으로도 원하는 음악을 검색하고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7.2>는 기존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상환을 활용하여 음악 장르를 선택하기 전 또는 선택한 이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여 음악을 듣도록 하는 서비스의 한 예시이다.

<그림 7.2> 색채 메타포를 적용한 음원 분류 서비스의 스마트워치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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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실제로 이러한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음원의 제공이 실제 

사용자의 감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러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속사용 

의도를 높일 뿐 아니라, 브랜드 일치나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구성요소에서 사용자의 감성과 일치 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하여 

컴퓨터상에서 자동적으로 음악의 감성에 어울리는 색채로의 연결이 가능 하도록 하면, 보다 

사용자에 친화된 형태의 서비스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색채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음원 분류 시스템이 적용된 음원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정보 흐름 방식에 변화를 줌에 

따라 사용자가 체감하는 경험적 차이를 확인한다면, 향후 음원 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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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Music Classification Service using Color Metaphor

                                         Lee, Man Gyeong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Music consumption trends is changing to streaming servic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user experience design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users with a more optimized listening experienc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vice design that can provide higher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to users.

COL X COL which has developed for this study is a system that enables users 

to listen to desired music more usefully and intuitively by using color 

communication. Through context compatibility between users and music classified 

by COL X COL, this study verified mediated effect of expectation confirmation 

and perceived usefulness. then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validity and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prov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xt compatibility provided by the servic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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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lor communication had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istening experi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mpirical study from a user 's point of view and 

try to approach from a new viewpoint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ne. 

Howev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theorize the user empirical factors 

that can induce the user's conversion intention in the streaming market, we ne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various criteria on the communication method of color 

communication and the contextual factors in music listening.

From the viewpoint and direction of this paper, we expect that the service 

interface will expand its role and function as a tool for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types of devices and users.

Keywords: Color Metaphor, Music Classification Service,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User Experience, Context 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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