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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사용 환경에서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 연구

: 랜드마크형 길 찾기 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ndmark type wayfinding GUI focused on the smart watch

박 상 선, Sangsun Park*, 강 시 내, Sinae Kang**, 김 은 아, Eunah Kim**, 이 동 욱, Dongwook 
Lee**, 박 성 원, Sungwon Park***, 조 광 수, Kwangsu Cho***

요약  본 연구는 인간의 길 찾기에 대한 공간적 지각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도 APP 서비스의 길 찾기 GUI 보다 더욱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형 길 찾기 GUI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스마트 워치에 적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길 찾기 

GUI의 형태에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 워치에 탑재된 지도 APP 형태의 길 찾기 GUI는 연구 참여자들이 공동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 고안된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는 교통 표지판과 같이 사용자가 방향과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 만을 가지고, 방향을 찾

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제작한 것 이다. 이를 통해 인간 본연의 시각과 방향적 정보로 길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총 6명 20대의 남, 여 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기존의 지도 APP의 GUI에 따른 길 찾기와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를 비교하여, 도보로 동일한 실험 지역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길을 찾는데 걸린 시간과 디

스플레이 확인 횟수, 오류가 발생한 횟수를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지도 APP의 GUI에서 제공하는 길 찾기는 사

용자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며 찾아가는데 강점을 보였으나 길을 잃거나 정확한 골목길을 찾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는 단계 별 과정을 랜드마크를 통해 이해하면

서 이동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것에 큰 강점을 보였다.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가 길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기존의 

지도형 GUI가 길을 찾은 시간에 비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landmark type wayfinding GUI in smartwatch. The 
proposed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wayfinding GUI such as google maps. 
Human’s for smart watch since the smart watch has smaller size display than suggest 
landmark-based approach which is one of the best way to human centered wayfinding. Our 
experimental results compares  our  wayfinding GUIs with  Google maps.  We time, accuracy and 
the number of displays we need to see. In our experiments,our approach has a significant 
advantage for the wayfinding of narrow roads, and find the destination in shorter amount of 
time.

핵심어: HCI, UX, GUI, Human factor’s in wayfinding, Navigation, Navigation GUI, Navigation GUI for 
Wearable device, Landmark GUI for smart watch, Landmark, Visual route Description, Quantitative 
information



1. 서론

1.1 연구 배경

인간은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의 공간 이동의 필요에 의해 특

정 장소를 향해 이동하는 여행을 한다. 여행에 있어 성공적인 

여행이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예

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시간 지연 없이 목적지

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여행을 위한 

정보로 인간은 장소에서 장소로, 때로는 멀리 벗어난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할 때 지도를 활용한다. 정확한 방향 지침과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도는 인간이 Perception(지각), 

Cognition(인지) 그리고, Motor Behavior(자동, 반사적 행동)

의 정신적 능력을 사회 환경적 맥락을 공간에서 활용한다.[1] 

따라서, 이러한 과정 중에 길 찾기에 관련한 사용자의 지각과 

인지적 관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응, 훈련 절차가 발생하

고, 현대 세대에서 인간 중심의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길 찾기

를 지원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설계 시 고려 되어

져야 한다. 또한, 이는 인간에게 더 쉽고, 정확하고, 효율적이

며, 편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1.2 연구 목적

2013년 3월 개발자 버전으로 출시 된 구글의 구글 글래스

(Google Grass)는 “입는 디바이스”의 개념에 따라 고안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device)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는 인간이 평소 착용하는 손목시계, 팔찌, 목걸이, 신발, 의류 

등의  폼팩터(Form factor)로 제공되며, 인간의 일상생활에 불

편함을 주지 않고, 착용 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를 

활용한 부가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디바이스(Device)를 통해 효과적인 길 찾기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디바이스 기술적 한계, 사용자의 조작 능력, 다양한 수준

의 정보 제공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 본 연구의 목적

은 스마트 워치(Smart watch)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기존의 지도 APP형 GUI가 탑재 될 경우 폼팩터, 인터페이스의 

형태에 따라 디스플레이 방법, 크기, 해상도, 색상 등의 정보를 

출력 하는 것에 제한 요소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 요소는 인간

의 사용 측면에서도 정보의 양과 표현에 방식에 따라 지도에 대

한 이해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워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 사항 하에 길 찾기의 정

보 출력이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속성과 그에 따른 최적의 GUI

를 연구 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인간의 길 찾기 과정 중 경로전달이라는 정보 전달에서 인간

의 인지적 역할과 랜드마크가 가져야할 속성이 있다. 

2.1 경로전달(Route Communication)과 경로설명(Route 
Description)

인간의 길 찾기 과정에서 경로전달이란 비선형적인 공간적 

정보를 선형적인 언어적 정보로 변환하는 복잡한 정신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3]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로 전달은 시작단계, 

경로설명, 확인, 마침의 과정을 갖는다. 시작단계는 목적지에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이고, 경로설명은 정보 제

공자가 정보 요청에 따른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확인의 과정

에서는 정보 요청 자는 길을 찾는 과정을 보다 확실히 묻기 위

해 부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마침의 단계에서 

정보 요청자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비

로소 경로전달은 완료 된다.[4, 5] 

2.2 랜드마크(Landmark)

랜드마크란 경계표를 말하며 탐험가나 여행자가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건물이나 상징, 조형

물 등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공간이나 장소를 

식별하기 쉽도록 주변의 경관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과 특이성

이 있는 지표나 표지물을 말한다.[6]

인간이 길을 찾아 갈 때, 지도를 통해 전체 이동 맥락에 따

른 기본 경로 설정을 언어와 시각 정보로서 이해한다. 여기에서 

랜드마크의 역할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 

주변에 있는 환경, 장소, 건물과 같은 위치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간의 불완전한 이동을 돕는다.[7] 

2.2.1 효율적 경로 설명을 위한 랜드마크 설계 원칙

경로설명에 있어서 랜드마크 선택은 공유성, 구체성, 접근성, 

편리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유성이란 경로 전달자와 경로 수용

자가 명칭을 서로 잘 알고 있는 랜드마크로서 지하철, 백화점, 

화장실 등이다. 구체성이란 경로 전달자와 경로 수용자 모두 서

로 알고 있는 명칭이라도 그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하고, 

접근성이란 어떤 장소에서 랜드마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보다 쉬운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며, 편리성이란 랜드마

크를 쉽게 발견하도록 도착지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8]

3. 연구 방법

3.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기존의 길찾기 GUI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도출된 

Pain point인 스마트워치 사용 환경 하에서 디스플레이의 제약 

조건을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GUI를 토대로 대조군 실험을 하였

다. A 실험군은 기존의 지도 APP을 활용한 길 찾기 방법이며, 



B 실험군은 랜드마크형 GUI를 활용한 길 찾기 방법이다. A 실

험군은 총 6가지의 이미지로 구성된 기존 지도 APP을 활용한 

길안내를 제공하였고, B 실험 군에는 20가지의 이미지로 구성

된 랜드마크형 GUI를 활용한 길안내를 제공하였다.

 총 6명의 참가자들을 반으로 나누어 남여 3명에게는 A의 

실험 조건을, 다른 3명에게는 B의 실험 조건을 제공하여 통해 

과제 수행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 200 pixel, 세로 

320 pixel 화면으로 통제하여 iPhone 3GS에 보여주고, 이를 

스마트 워치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암 밴드(Arm band)에 

넣어 피험자의 손목에 고정하여 장착하였다. A, B 두 실험군 

모두 제스처(gesture)를 이용한 확대, 축소를 제한하였고, 현재, 

이전, 이후 단계의 화면을 보도록 통제 하였다.

3.2 본 실험 

 사전 조사를 통해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골목길이 많

고, 랜드마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실험 지역을 명

동 세종호텔에서 덕수중학교까지로 선정하였다. 도보로 이동 하

였을 때 이동 시간은 네이버 지도 APP 기준으로 19분이며, 사

전 조사 결과 관찰시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험 시작 전 명동역 10번 출구 세종호텔 

앞에서 5분 정도 실험에 대해 주의사항 및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하였고, 실험을 위한 <그림 1.>스마트 워치형 실험 디바이

스를 손목에 장착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스마트워치 형태로 제시된 실험 디바이스

실험 시작 전 30초간 전체 노선을 보여주었고, 통제 이전에 

관찰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림 2. 실험 지역

측정하는 변수로 실험 과정에서 총 이동 시간, 사용자가 경

로를 이탈하는 오류 횟수와 디바이스 화면을 보는 횟수를 기록

하였다. 두 명의 실험자가 한개 조가 되어 한명의 실험자는 참

가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을 하였으며, 다른 실

험자는 참가자의 행동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여 기록 하였다. 

A와 B의 실험 군에서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형태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군 GUI

실험 A 기존의 지도 APP GUI 실험 B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

참가자들에게 과제 수행 후에는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실험 B(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의 경우 새로운 방식에 대

한 학습으로 인해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듯 보였으나 앞, 뒤 맥

락적인 경로를 파악하면서 적응해 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실험 A(기존의 지도 APP GUI)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험 군 대상 걸린 시간(분) 길을 잃은  횟수 디스플레이를 본 횟수

실험 A

피험자 1 15:06 2 41

피험자 2 15:39 1 52

피험자 3 14:36 1 43

실험 B

피험자 4 14:18 4 16

피험자 5 15:41 4 29

피험자 6 14:58 2 43

표 2. 실험 군 간 길 찾기 결과 비교표

<표 2.>는 피험자들을 측정한 개별 데이터이다. A 실험 군

의 경우 길을 찾는데 걸린 시간이 B 실험에 비해 개인 간 더 

넓은 차이를 보였으며, B 실험 군에서는 길을 읽은 횟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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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

평균

구 분 실험 A 실험 B

평균 16:07 14:55

표준편차 00:31 00:19

표 3. 평균 도달 시간 비교(단위=분)

10

30

50

평균

구 분 실험 A 실험 B

평균 45.33 26.00

표준편차 5.85 8.88

표 4. 길 찾기 과정 중 디스플레이 확인(단위=횟수)

1

3.5

6

평균

구 분 실험 A 실험 B

평균 5.33 3.00

표준편차 0.57 1.00

표 5. 길 찾기 과정 중 오류 발생(단위=횟수)

위와 같은 실험으로 실험 A의 기존 APP에서의 길 찾기 

GUI와 실험 B의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에서 A는 평균 도착

시간이 16분 07초이며, B는 14분 55초이다. 각 각의 표준편차

는 00:31초와 00:19초이다. 길 찾기 발생 중 디스플레이를 확

인한 횟수는 A군의 경우 45회 이며, B군의 경우 26회로 각 각

의 표준편차는 각 각 0.58과 8.88 이다. 따라서, 실험 A는 실

험 B보다 큰 표준편차를 가졌는데 이는 길을 찾는데 걸리는 시

간에 개인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길 찾

기 과정 중 디스플레이 확인 수가 높을 수 록 오류 발생률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디스플레이 정보를 많이 확인한다

고 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는 무관한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길 찾기의 평균 도달 시

간이 늦어질수록 평균 디스플레이 확인 횟수가 크며, 평균 길 

찾기 오류 발생률이 커짐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폰 상에서 사용하는 지도 APP 형태의 길 

찾기를 스마트 워치에 적용할 때 길 찾기에 사용되는 시각적 정

보를 모두 다 표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를 제안하고, 이를 실험 하였다. 이것은 실제 인간

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워치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기존의 지도 APP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도 더욱 편리하고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길찾기 GUI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피험자들이 평소 길을 찾는데 능숙하거나, 기기를 사용하는데 

능숙함이라는 개인의 편차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과 랜

드마크를 알아채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 설

계에 앞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맥락을 설문하여 이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며, 실험의 대상으로 하는 

총 8명의 피험자 중 2명의 예비 실험자를 제외한 6명의 피험자

의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

렵기 때문에 차후 추가적인 실험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공간과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골목길이나 갈

림길에서 실제 사용자가 식별 할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 대상의 

선정과 자신의 현 위치, 도로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 맥락

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시선/고개의 방향 전환과 주변 장소를 파악

하거나 디바이스를 보는 지점 그리고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보

는 각도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완제품이 아닌 프로토타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험 후 사용자가 새로운 길 찾기 GUI의 사용에 느끼는 

만족에 관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랜드마크형 길 찾기 GUI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

급이 확대 되가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 중심형 길 찾기 GUI를 

제공함으로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사

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시해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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