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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사용자경험 컨설팅 전문기업 - UX1 대표 조성봉

본 UX Trend는 ‘사용자경험 컨설팅 전문기업’ UX1에서 만든 UX Trend 자료 중 일부를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UX는 사용자의 니즈와 컨텍스
트에 기반하고 있지만, Trend가 갖는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UX1과 같은 UX 컨설팅 전문기업은 상시적으로 Trend를 모니터링하고 그 중
에서 ‘사용자경험’ 측면에서 의미있는 trend를 따로 정리합니다. 본 자료는 2011년 여름부터 최근의 CES 2012까지의 Trend를 정리한 자료입니
다.
어떤 Trend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Trend라고 무조건 추종하다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UX1 은 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00여개의 Trend를 살펴보고 그 중 192개에 주목하였습니다. 본 자료에는 그 중 48개만 실려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Trend의 경우에는 본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Web이나 App 분야의 Trend가 적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Trend만 보고 마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안다는 듯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서는 않됩니다. Trend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본 자료같은 정리 자료도 간혹 접할 수 있겠지만, UX 분야에서 성장하고자 하신다면 본인 스스로 Trend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
니다. 때문에 좋은 리소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잡지(magazine)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잡지를 읽는 것은 Trend를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40여종의 잡지를 매달 봅니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퍼블리싱 문화가 발달된 지금에는 외국의 잡지를 접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Amazone Kindle의 Magazine 코너나 Pulse, Flipboard, Google Currents 등을 추천합니다.
 Engaget이나 Mashable, Technet 등의 웹사이트와 Trend 리포팅 전문기업인 PSFK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 외 리소스들은 공개하지 않겠습
니다.
 본 자료는 Creative Commons의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배포는 자유지만, 변경은 불가이며 저작자 표시
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UX1 대표 조성봉
sbcho@ux1korea.com, yan117@naver.com
www.ux1korea.co.kr
@chum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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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has already arrived. It i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yet - William Gibs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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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UX Trend

Liquid Experience
어떤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다른 디바이스에서 하던 경험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Kindle이 가장 대표적인데, 집에서 아이패드로 책을
읽다가 외출을 해서 갤럭시S2로 다시 킨들을 연 경우, 집에서 읽다 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간다. 페이스북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어느 디바이스에서 Like나
Connect를 하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북은 일관되게 관리된다. '물흐르듯이 하는 경험'을 뜻하는 Liquid Experience는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갈수록 기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많은 서비스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트랜드가 되고 있다.
Apple appsotre

Amazon Kindle

Apple deck Concept

SOURCE : Amazon

Facebook

SOURCE : Apple, aniusoft

SOURCE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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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UX Trend

Gamification
게임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심리학적인 장치들이 많이 숨어있다. 가령 아이템을 착실히 모아나가는 즐거움(Collecting)이라던가, 자
신이 소유한 캐릭터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한다던가(Endowment effect),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즐거움을 확대하는 것(Aethetic-Usability Effect), 이성적
판단보다는 관성에 의해서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Sunk-cost fallacy)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서비스 디자인은 이러한 게임의 특성을 빌려오는 경향이 뚜렷
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SNS인 Foursquare이다. 뱃지를 모은다는 경험과 게임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라. 그렇고 그런 웹사이
트 빌더 서비스에 불과했던 devhub는 웹사이트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하나의 단계를 끝낼 때마다 보상을 주어서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있다.
devhub

Foursquare

SOURCE : venturebeat

Interactive Guitar

SOURCE : Foursquare

Stockholm Piano st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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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UX Trend

Real Ubiquitous
그동안 말로만 강조되어오던 Ubiquitous 기기들이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Välkky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다가오는 자동차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Streetline은 도심 내에 주차 가능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다. Philips DirectLife를 목에 걸고 있으면 일상생활
의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여 하루동안의 칼로리 소비량을 체크해 볼 수 있다. Crestron은 아이패드 앱으로 집에 있는 방범,전기,난방 등의 시설들과 연동되어
현재 상황을 알려주거나 조작할 수 있는 Home automation 앱이다.

Apple deck Concept

Välkky

Philips DirectLife

SOURCE : Philips

Streetline

Crestron iPad

SOURCE : Mac Life Magazine

SOURCE : Streetline

전반적인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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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Life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파일 저장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Stand-alone 클라우드와 다른 앱과 연동되는 클라우드, 아예 플랫폼 자체가 연동되는 애플의 iCloud는 경험의 품질이 확연히 다르다. 애플
iCloud는 파일 저장 용도 뿐만 아니라 연락처/캘릭더/메일 연동, 나의 iPhone 찾기까지 가능하다. Dropbox나 SugarSync의 경우에는 다른 인기있는 앱에
서도 접근할 수 있다. 단순한 웹스토리지에 머무는 한, 국내 포털업체들은 더 대용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GoodReader의 ServerSyn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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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UX Trend

Beyond PC; 2nd generation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Beyond PC 1세대'를 주도했다면 2세대 'Beyond PC'는 테이블형 PC나 자판기, 옥외 광고판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가
개인적인 디바이스 중심인 데 반해, 2세대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중심이다. 디지털 문화는 점점 더 일상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은행
이나 관공서, 식당, 편의점, 쇼핑몰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iDesk Concept

MT55 Platform Multitouch Table

MS Surface 2.0

SOURCE : Ideum

Sanden bending machine

SOURCE : Mac Life Magazine

DRAQIE INTERACTIVE TABLE

SOURCE : Microsoft

SOURCE : DRAQIE
SOURCE : Okaya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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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Interface
Microsoft Kinect

/ Motion Sensing Input Device / 미국, Microsoft

사용자의 움직임(Motion)을 인식하여 디스플레이에 있는 소프
트웨어가 반응하는 것

사용자가 Kinect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실제 신체정보를 디지털
화한 다음, 사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소프트웨어에서 실제 움직임
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

Kinect 기기 내에 있는 ID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프로파일에 저장해둔다. 다시 사용자가 접속한 경우,
사용자에 맞춤화된 시작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음성을 Kinect가 인식하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
리를 이용하여 명령 조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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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Interface
Microsoft Kinect

/ Motion Sensing Input Device / 미국, Microsoft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기세가 매섭지만, 현시대 IT트랜드의 요점은 '새로운 기기의 출현'이 아니라 'PC를 대체할 무언가들'이다. 그런 면에서 Microsoft의
Kinect 기술은 지금까지 IT의 사각지대였던 오프라인 영역에서 IT의 의미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아래 비디오는 MS의 홍보용
동영상이지만, Kinect의 가능성을 알게 된 이상, 상상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 참고로 얼마전에 Windows용 Kinect 기기가 판매에 들어감)

http://www.xbox.com/en-US/Kinect/Kinect-Effect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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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TedCas / Kinect in Hospitals / 스페인, Tedesys
스페인의 IT 솔루션 기업인 Tedesys는 Microsoft의 Kinenct 기술을
응용하여 의료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MRI나 CAT 스캔 정보를 모션
으로 조작하여 이용한다.
수술실의 긴장되고 제한된 환경을 고려할 때, 원하는 정보를 의사가
스스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은 Kinect의 장점(조작편의성)을 잘 살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SOURCE : Tedesys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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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Siri

/ 인공지능에 의한 보이스 검색 / 미국, Apple

아이폰4S부터 새로 탑재된 Sifi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판단하여 웹서핑, 정보안내, 길찾기, 전화/메시지 보내기, 음성을 문자로 변환, 리마
인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앱 서비스이다. 아직 한국어 인식 때문에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검색 기능만 수행하였던 구글 Voice Search 등과 비
교해 볼 때, 혁신적인 서비스임에 틀림없으며, 개별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가면 갈수록 서비스의 품질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SOURCE :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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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Interface
Tag

/ 태그를 이용한 검색

오프라인과 연동한 경품 제공

샘플 뮤직 듣기

제품 리뷰 보기

제품을 통한 온라인 홍보

책 내용중 추가정보 조회

원산지 정보 표시

공사 완성모습 미리보기

책/저자 상세 정보

배송정보 보기

실시간 환율정보

운동기구 사용법 안내

가구 조립방법 안내

PSFK作
FUTURE OF MOBILE TAGGING
에서 일부내용 발췌
SOURCE :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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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Interface
Responsive Design / 다양한 기기를 위한 인터페이스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북, 태브릿PC, 스마트 TV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동일한 웹페이지를 기기의 특성에 맞게 보여주는
디자인.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같이 확산됨. 처음에는 화면해상도나 이미지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적용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1) 화면 해상도

2) 이미지 크기

5) 터치스크린 vs 커서

http://sender11.typepad.com/sender11/2008/04/mobile-screen-s.html

http://filamentgroup.com/lab/responsive_images_experi
menting_with_context_aware_image_sizing/

3) Custom Layout
4) 유연한 컨텐츠 노출

http://materialicious.com/2011/03/multitouch-screen-windows-7-tablet-pc.html

http://webdesignerwall.com/trends/inspiration-fluid-responsive-design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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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NFC Payment / NFC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 미국, Starbucks
RFID의 일종인 NFC를 탑재한 스마트폰 기기가 등장하면서 스타벅스는 NFC를 이용한 결제를 일부 매장에 적용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번거로운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스타벅스 앱을 실행시켜서 리더기에 가져다대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SOURCE : Starbucks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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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Swivel virtual fitting room

/ Electronic Mirror For Retailers / 미국, FaceCake
미국의 FaceCake사는 이번 CES2012 마이크로소프트 부쓰에서 '의류
판매를 위한 가상 피팅룸을 선보였다. Kinect가 달린 TV 앞에 서면 카테
고리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옷이나 장신구, 가방 등을 선택할 수 있
다. 제시된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오는 행동을 취하면 가상의 자
신에게 옷이 입혀지거나 가방이 들려져 있거나 한다.
과거에도 이런 류의 기술들은 선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소개된
FaceCake사의 'Swivel virtual fitting room'은 놀라울 정도의 정교한
조작성과 현실감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 Microsoft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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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Gaze interface for Windows8 / eye controlled laptop / 미국, Tobii technology
Eye tracking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Tobii technology사에서
이번 CES 2012에 눈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를 내놓았다.
사용자는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한 곳을 응시하는 것만으로 다중 윈도우
사이에 이동하거나, 특정 이미지나 텍스트를 줌인하고 화면의 밝기를 조
절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순전히 눈의 움직임만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 눈동자의 움
직임으로 포인터의 위치를 정한 후 선택은 터치에 의존하고 있다.
Tobii는 Kinect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
임을 만든 바 있다.

SOURCE : Tobi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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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Commerce
POLYVORE

/ Fashion Market based on social advice / 미국, POLYVORE
POLYVORE는 자신의 경험이나 패션지식을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패션 아이
템들을 테마별로 추천해 주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예를 들어 '요트여행시 패
션 아이템'이나 '20대 차도녀들을 위한 섹시 파티룩' 등의 주제를 정한 다음 옷
은 물론이거니와 가방, 썬글라스, 장신구, 신발까지 코디해서 올리는 사이트이
다. 2,30대의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으며, 전세계에 걸쳐서 1300여만명
이 넘는 방문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정 아이템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쇼핑몰로 이동하여 구매를 할 수 다.
POLYVORE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서 구
매를 했을 경우, 해당 쇼핑몰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쇼핑 외에도 잘 갖춰진 커뮤니티가 있어서 심심할 때 찾아가게 만드는 유인요
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UX를 공부하는 여성분들은 꼭 한번쯤은 방문해보길 권함

SOURCE : POLYV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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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Concierge® for Cart / Smart Cart / 캐나다, Mercatus
매장 DB와 실시간 연동
고객정보 인식
제품 스캐닝
셀프 계산대
매장내 위치 안내

Concierge® for Cart는 유통업에서 일하는 관계자라면 한번
쯤 고려해봤음직한 'Smart Cart'의 실제 제품이다.
카트의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터치스크린 컴퓨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쇼핑 기능(물건을 찾는 일부터 계산하는 것까
지)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레시피)와 광고까
지 제공한다.
사실 이러한 Smart Cart는 10여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오던
것으로 스캐닝 방식(RFID, barcode)이나 터치스크린 컴퓨터
의 가격 부담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유통업체
별 물류 IT 혁신이 진전을 보이고, 태블릿PC의 보급이 확대됨
에 따라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다이내믹 광고
기존 구매정보 기반
쇼핑 추천
레시피 제공

국내업체인 emart에 달린 SKT 테블릿PC
SOURCE : Mer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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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Commerce
3LIVESHOP

/ Commerce guide by Interactive Staff / 스웨덴, telecom operator 3
3LIVESHOP은 스웨덴의 통신기업인 telecom operator 3에서 운영하는 온
라인 핸드폰 판매숍이다. 그러나 흔히 봐오던 핸드폰 판매숍과는 달리 직원들
이 직접 고객과 화상통신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유형의 핸드폰을 추천해주
고, 핸드폰별 특장점을 설명한다.
핸드폰 판매 직원들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톰크루즈처럼 손가
락으로 핸드폰을 화면에 가져다놓거나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져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직원으로부터 직접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핸드폰 모양과 궁금해하는 내용들까지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된다.
telecom operator 3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개발했고, '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

SOURCE : telecom operat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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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Turnhills / Virtual Window Commerce / 미국, turnhills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은 주인공 오드리 햅번이 인적이 한적한 새벽녁에 뉴욕 다운타운가에 있는 티파니 매장에 택시를 타고 가서 윈도우 쇼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온라인 매장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윈도우 쇼핑이 주는 설레임과 동경일 것이다. Turnhills는 실제 뉴욕에 있는 유명 브
랜드들의 윈도우에 걸린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가상의 거리 Map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해당 브랜드의 실제 윈도우
를 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제품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클릭하여 구매에까지 이를 수 있다.

SOURCE : turn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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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Commerce
Sendthetrend

/ Professional Style Recommendation / 미국, Sendthetrend
Sendthetrend는 온라인 액세서리 샵이다. 다른 경쟁 사이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패션에 자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몇가지 질문(8)에 대답만 하면 좋아하는 스타일
을 읽어내어 그에 맞는 액세사리들을 추천해 준다는 점이다.

2~7

SOURCE : Sendthe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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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Giftsproject / Group Gifting Plug-Ins / 미국, giftsproject
Giftsproject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는 쇼핑 플러그인이다. 다시
말해 어느 쇼핑몰이든간에 탑재해서 Group Gifting이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Giftsproject를 탑재한 예로는 eBay가 대표적인데, A라는 eBay 사용자가 Z라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아이패드2를 사주려고 하는데 '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 친구 B, C, D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온라인 상에서' Z
에게 아이패드2를 공동으로 선물할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비용분담인데, Giftsproject는 PayPal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Facebook과의 연동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같이 선물을 보내자는 group gifting 메
시지를 보내거나, 현재 비용 지불상황 모니터링, 선물 지불에 참여한 명단을
Facebook에서 볼 수 있다.

SOURCE : gifts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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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Check 1-2 / The Smart Guest Check / 미국, Adrian Taylor
때로는 누구나 상상할법한 일들이 현실로 구현되었을 때, 기대 이상의 놀라움을 빚어내는 경우가 있다. Check 1-2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테블릿
이나 터치스크린은 전혀 놀라울 게 없다. 거기에 카드리더기를 결합한다는 것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게 합쳐져서 결제는 물론 지불 분담
(속칭, n분의 1), 영수증 출력까지 가능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아하게 저녁식사를 마치고 건네받은 Bill지가 흔히 보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테
블릿이라면 식당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는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SOURCE : Adrian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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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Adidas adiVerse Virtual Footwear Wall

/ 3D virtual Commerce / 독일, Adidas

고객을 어떻게든지 유인해야 하는 입장에 서면 신기술도 달라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나이키와 첨예한 시장점유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 Adidas는 나이키가
갖는 Leading Edge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자사 브랜드를 그와 대등하게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adiVerse Virtual
Footwear Wall은 아디다스의 그러한 노력이 잘 녹아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 3D 가상 쇼룸을 제공하여 터치/모션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익한가를 떠나서 투박한 아디다스의 매장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분
명하다. 단, 기존의 평범한 제품 디스플레이보다 더 불편해서는 않될테지만…

SOURCE : Ad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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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Augmented Reality based Interface Concept for IKEA / Augmented Reality Commerce / 핀란드, IKEA
IKEA에서 최근에 선보인 'Augmented Reality based Interface Concept'은 오프라
인 매장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매장에 들어서기 전에 증강현실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를 고객에게 나눠준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면 건네받은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매장내 제품들에 대해서 점원의 도움없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세일중인
상품은 세일 표시가 추가된다. 원하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나면 해당 제품의 창고로
이동하여 조립물품을 실제 카트에 챙긴다. (IKEA는 알다시피 조립식가구 판매업체이
다.) 완성품들이 어느 위치의 선반에 있는지는 장바구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RCE : I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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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Google Social ‘Search Plus Your World’ / Personalized Search Engines / 미국, Google
Google의 새로운 검색 기능인 ‘Search Plus Your World'은 검색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나 Google+ 등 소셜네트워크로 국한해서 좁혀볼 수 있는 기
능이다. ‘Search Plus Your World' 검색결과 옆에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
이 붙는다.
국내 네이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소셜네트워크 검색결과'
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SNS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인 점을 감안할
때, 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개인화된 검색 방식'은 아직 한계가 존
재한다. 또한, 검색결과를 Ranking하는 알고리즘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당 키워드가 얼마나 많
이 나오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가 등의 '검색결과 적절성'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하거나 'I Like' 했는지가 더 높은 순위에 올
라야 한다.

SOURCE :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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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ikingSpots / Mobile Consumer Rewards / 벨기에, Mobile Viking
VikingSpots은 벨기에의 Viking Mobile에서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지역 정보를 올리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직은 벨
기에 하셀트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타 테스트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회사라면 벤치마킹할만한 뛰어난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다. 사용자들이 올리
는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을 부여하는 종량제 방식이라고 추측하지만, Mobile Viking 측에서는 2012년 상반기까지는 테스트를 거
칠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제공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SOURCE : Mobile V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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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HBUDDY / Social Media Trip Engagers / 말레이시아, malaysiaairlines
MHBUDDY는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앱이다.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직접 항공권 예약/체크인/정보탐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비행
기에 탄 아는 친구(페이스북 친구) 정보도 볼 수 있다. 같은 비행기를 타는 친구를 찾아볼 수도 있고, 목적지 근방에 사는 친구를 찾아서 그들에게 여행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여행일정을 보낼 수도 있다. 비즈니스 트래블인 경우에는 별다른 효익(Benefit)을 찾기 힘들겠지만, 여행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용자
들에게 있어서는 더 재미있는 여행을 계획하거나, 더 많은 친구들을 찾는 데 MHBUDDY가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URCE : malaysia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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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UCKY ANT

/ crowdfunding platform for small businesses / 미국, LUCKY ANT

LUCKY ANT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보상이라는 게 공짜 커피나 피
자, VIP 대접, 메뉴판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등이기 때문에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 내에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 하
는 것이다. LUCKY ANT와 같은 방식의 Crowd Funding은 '기부'와 '투자'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SOURCE : LUCKY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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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ACEBOOK CARDS / online users to brand themselves offline / 영국, Moo
FACEBOOK CARDS는 말그대로 온라인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나 프로파일, 사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활용이 가능한 명함(Business Card)를
만드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인맥으로부터 출발했던 페이스북이 이제는 거꾸로 오프라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SOURCE : M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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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Social
Neighbor Favor

/ Smartphone Social Favor Network / 미국, CBZG Studios
Neighbor Favor는 가까운 주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Neighbor Favor 서비스 자체
는 iOS나 안드로이드용 앱만 제공한다. 다른 SNS들처럼 모든 것은 사용자
들 스스로간에 이루어진다.
최근의 소셜 트랜드는 Neighbor Favor와 같이 로컬 단위의 실제 일상생활
과 결합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SOURCE : CBZG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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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HE CISCO CIUS / business mobile communication device / 미국, CISCO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태블릿이라는 얘기를 접할 때 맨처음 든 생각은 "그냥 보통 태블릿을 비즈니스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냐?"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시
스코에서 내놓은 CIUS는 그러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만큼 특별한 기능들이 가득하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ü 전화기에 연결하여 화상 컨퍼런스
ü 비즈니스에 필요한 보안 문제 해결
ü 두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고퀄리티의 화상통화 가능 ü 웹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ü 기업에서 제공하는 앱만 사용하도록 제한
ü 안드로이드 테블릿 OS 환경

ü 데스크탑 PC 기능
ü CISCO에서 제공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툴 이용 가능

SOURCE : CISCO

분야별 UX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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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Cool / Touch-Screen Fridges / ALEXEY DMITRIEV
냉장고가 달라져봤자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미 국내 가전업체들에 의해서 많은 시도가 있어왔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ALEXEY
DMITRIEV에 의해서 디자인된 iCool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던져준다. "얼마든지 상상하던 일들이 가능해진다". 다시말해 생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디지
털 서비스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ool은 계산기나 쪽지 기능, 시계, 검색, 날씨 정보, 주가정보, 라디오, 음식물 상태 모니터링 등 이미 구현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냉장고 표면에 터치스크린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 itechf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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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Product
aCure touchscreen vending machines

/ touchscreen vending machines / 일본, aCure

자판기 디스플레이가 실제 상품이 아니라 터치스크린으로 바뀐다면 뭐가 달라질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는 단지 상품 고르는 인터렉션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 aCure에서 상용화한 터치스크린 자판기
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용자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이 화면 중앙에 확대되어 좀 더 시인성있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판기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품 디스플레이 대신에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aCure의 상상력이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상상을 덧붙일 수 있다. 가령,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고객 연령대를 파악하거나 간단한 질문(따분하세요? 목
이 마르세요? 비타민이 부족하세요? 등)을 던지고 그에 맞는 음료수를 제안한다던가, 동일 연령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수는 이겁니다 하고 추천할 수 있는 등...

SOURCE : a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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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Product
Elka 700-10 / Energy Gateway Thermostat / 미국, Tri Cascade
가정용 온도조절장치
7" multi touch screen display
windows embedded compact 7
802.11n Wi-Fi Radio
ZigBee Radio
가정내 난방/통기 관리
실시간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전자식 콘센트 플러그
뮤직 플레이어
지역내 일기예보
홈오토메이션 기능 탑재

최신 기술의 온도조절장치

지역내 일기예보

실시간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개별 에너지 On/Off

설정내용/소비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

SOURCE : www.tricasc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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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ext iPhone Concept
iPhone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iPhone에 대한 호기심은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영감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미래의 iPhone을 디
자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제일 왼쪽의 Concept iPhone은 손목에 찬 시계에서 프로젝트 빔이 나와 손바닥에 아이폰 스크린을 쏘는 개념이다. 작고 쉽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운데 Concept iPhone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차용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이번 CES 2012에서 삼성전자가
시제품으로 내놓은 바 있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무채색의 화면은 왠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한다. 세번째 Concept iPhone은 실제
아이폰에 키보드 모듈을 붙여서 블랙베리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새로울 게 없지만, 원
래의 iPhone에 키보드같은 하드웨어를 별도로 탑재해서 쓴다는 시도는 괜찮다고 보여진다. 마지막 오른쪽 끝의 컨셉 제품은 폰에서 프로젝트 빔이 나와서
책상위에 가상의 키보드를 만들거나 투명 유리판에 화면을 쏠 수 있는 방식이다.

SOURCE : itechf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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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ext NOKIA Phone Concept
노키아의 갑작스런 쇠락은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무너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노키아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오고 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아래의 컨셉 폰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이 원하는 혁신'을 읽어내는 방법을 노키아는 어느새 잊어버린 것 같다.

SOURCE : itechf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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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Product
FINDER RFID LOCATOR

/ Clever Key-Seeking Devices / 일본, Yanko design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험은 누구나 한번씩 있을 것이다. FINDER RFID LOCATOR는 RFID의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주변의 물건
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제품은 스티커 모양의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로 이루어지는데 평소에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다가 RFID 태그를 붙여
놓고 리더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추후에 물건을 찾을 때 리더기로 손쉽게 찾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SOURCE : Yank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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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HE RINGBOW / Use Your Touchscreen Phone from Afar/ 이스라엘, Ringbow
모든 사람들이 터치기기에 관심을 집중할 때, 이스라엘의 Ringbow는 터치 동작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없을까에 집중했다. 그래서 Ringbow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손가락에 끼우면 터치 동작들이 한결 손쉬워진다. 아래 그림 예시처럼 굳이 터치를 하지 않아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다거나 특정 오브
젝트를 화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크기를 줄인다면 상업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가져올 제품이라고 보
여진다.

SOURCE : Yank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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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Product
CROWD NOTEBOOK

/ PC involves a couple of touchscreens clasped together

CROWD NOTEBOOK은 두 개의 터치스크린을 연결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꾸며놓은 제품이다. 보통은 밑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키보드
조작부로 위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디스플레이로 삼겠지만, 다른 형태의 구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밑의 터치스크린에 왼쪽 그림처럼 기능들만 열거해 놓을
경우 굳이 마우스가 필요없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두개를 분리하여 각각의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Nintendo DS에서 시도된 바 있다. CROWD NOTEBOOK은 그 개념을 PC환경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SOURCE : 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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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UX Trend

Web
If This Then That / Put the internet to work for you / 미국, IFTTT
IFTTT는 처음에는 '도데체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하는 의문을 품게 하지만, 그러한 의문점은 곧 '이게 정말 가
능해??'라는 경악(?)으로 바뀌게 된다.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이 바뀌면 트위터 프로파일 사진도 동시에 바
꿔라"는 등 인터넷 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 연결시켜주고 있다.
iFTTT는 "A 채널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B 채널에 이런 액션을 하라"는 규칙을 설정하는 서비스이다.
앱 시장의 활발한 확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홍수를 이루자, 그것들을 묶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iFTTT의 채널은 상당히 다양해서 대부분의 SNS, 이메일, 폰, 메시지, RSS 등은 물론 심지어 날씨까지도 추가할
수 있다.

SOURCE : if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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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Join.me / Free Screen sharing and online meetings / 미국, Join.me
Join.me는 자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툴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최대 250명에게 자신의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으며, 조작을 허
용할 수도 있다. PC에서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아이패드에도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공
동 컨퍼런스를 할 때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OS나 통신에 대한 별도의 지식없이 마우스 클릭 몇번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다.

SOURCE : join.me, i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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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Livestorong.com / Persuasive Design / 미국, Livestorong.com
건강정보 사이트인 Livestorong.com은 메인화면에서 다른 메시지는 최소화한 채 방문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메인
서비스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SOURCE : Livestor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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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LivingSocial /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 미국, LivingSocial
소셜커머스 기업인 LivingSocial은 사용자가 선택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배경(Background Image)로 채용함으로써 소셜커머스에 가장 중요한 지역
성(Locality)을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뉴욕에 사는 고객은 뉴욕의 풍경이 담긴 배경을, 라스베가스에 사는 고객은 라스베가스만의 배경
을 보면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셜커머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인 지역성(Lacality)를 디자인에 확대한 것이다.

SOURCE : Living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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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ountybev

/ 맥주 브랜드 웹사이트 / 미국, bountybev

맥주 브랜드인 bountybev의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는 왜 맥주병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광고모델이라도 나와야 하는 건 아냐? 하고 의문을 갖겠으
나, 이미 맥주병과 광고모델은 TV나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마당에 웹사이트에서 진정 보여줄 것은 'bountybev만의 감성적 느낌
이야'라고 똑똑한 누군가가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SOURCE : bountyb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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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Mint.com / Personal Finance management Tool / 미국, Mint.com
Mint.com은 이미 웹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개인 자산관리 툴이다. 은행계좌나 카드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지출 내역의 경우 언제 어디에서(geo-tags) 돈을 썼는지 여부를 지출 아이템별로 조회할 수 있다. Mint.com이 가장 뛰어난 점은 직관적이고 편리한 UI에
있다. 아래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Mint.com이 갖는 장점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달 예산 대비 오늘까지 쓴 돈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던가, 어디에
서 지출했는지를 작은 지도로 표시함으로써 기억을 돕는다거나 예산 대비 지출이 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경고를 하는 부분은 돈을 관리하는 사용자
대부분의 경험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 Apple i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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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AR Book

/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화책 / 한국, 삼성당

갤럭시탭이나 갤럭시노트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AR Book은 앱을 실행시킨 후,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종이책에다가 화면을 갖다대면 종이책에 없던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일반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으나, AR Book을 실행시켜서 보여주자 뛸듯
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컨텐츠가 부족하지만(3권)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만하다.

SOURCE : 삼성 A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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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Bobo / An Interactive book to amaze and teach children / 미국, Game Collage, LLC
영어권 국가에서 판매되는 아이패드
앱중 Book 분야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앱이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
으로 물리학, 천문학, 화학 등을 가르
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데 어려
운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아서 부모들이
좋아하고 있다. Bobo라는 로봇이 시
종일관 설명을 이끌고 있다는 점과 화
면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렉
티브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더 자세
하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별
도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 등
아이들의 멘탈을 이해하면서도 컨텐
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에서 UX적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

SOURCE : i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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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Mixtikl / Generative Music Lab with Vis & Words / 미국, Intermorphic Ltd
스마트폰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음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나 복잡한 고려요소 등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거니와 초보자가 기분내키는 대로 소리를 만드는 것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만드는 것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문제는 더 많아진다.
Mixtikl이 완벽한 음악 작/편곡 툴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놀랄만큼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
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arts'들을 12가지 트랙으로
Mixing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트윗을 보낼 수도 있다.
UX적인 관점에서 Mixtikl에 주목하는 이유는 음악이라는 복잡한 장르를 매우 쉽고 직관적인 형태
의 시각적인 정보로 풀어낸 Mixtikl만의 탁월함에 있다.

SOURCE : Intermor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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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gaia gps / Offline Topo Maps, Compass, and GPS Tracking for Trails / 미국, Trailbehind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구글 Map보다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대안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Gaia gps는 흔하디 흔한 구글 맵 대신에 등고선이 세밀
하게 표시된 지도를 채택하고 있다. Gaia gps의 타겟이 하이커나 자전거 바이커들이기 때문에 등고선을 통한 고저나 자연적인 형상, 길, 도로, 적절한 랜드
마크 표시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모르는 지역도 이 앱을 통해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기록은 시간, 이동거리, 스피드, 경사까지 모두 기
록되며 주요 이정표 간에 걸린 시간과 거리를 별도로 찾아볼 수 있다. Gaia gps는 하이커나 바이커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읽어서 그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SOURCE : Trail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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