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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제조업이 성장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 디자인이 혁신을 위한 도구로써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용자경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뿐더러 검증된 사용자 경험 컨설팅 전문

회사 및 전문가와의 접점을 갖기 어려워 UX라는 새로운 기회영역에 투자

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중소기업과 UX 전문가 간의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 체결 및 수행 지원 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수요기업

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반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써 사용되는 UX 방법론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UX 전문가의 역량을 선행연구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

하였다. 또한, 방법론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역량의 중요도에 따라 방법론을 

분류하기 위해 추가 전문가 워크숍과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총 5가지의 UX 

전문가 역량 단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 체결 및 수행 지원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UX 전문가의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수요기업이 원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

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local manufacturing industry has entered a phase of 

stagnation, service and product design based on user experience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innovation. However,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still struggling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ne of the reasons is that SMEs do 

not have enough contact points with the validated UX firms and 

experts. Thus, SMEs has a high barrier to invest in new 

opportunity area, user experience. In this study, we aim to figure 

out UX experts’ competence to perform the UX method to solve 

the UX problems based on the KSA framework(Knowledge, Skill, 

Attitud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workshop, we 

grouped the UX metho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the 

competence required to conduct the method. With cluster analysis, 5 

different groups of UX method were defined based on the 

competence, Panoramic Analysis, Meticulous Observation and 

Analysis, Intuitive Interpretation, Agile Visualization, and Logical 

Inspection. The results would be applied to compose a portfolio of 

UX experts and to implement a mechanism that could recommend 

the professional experts to the company.

 

(Keyword)�

UX expert’s competence, UX method, UX outsourc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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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사용자가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부터 기대하는 사용결과로부터 얻어지

는 총체적인 인지와 반응”이라고 정의되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1)이라는 개념은, 학문

적인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2)3). 실제로 사용자 

경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서비스디자인 활용 여부는 기업의 가치, 매출, 고객만족도 그리고 

제품·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4).

국내 경제의 핵심적인 대들보였던 제조업이 경제의 서비스화와 후발개도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성장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5).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다수의 

사용자 경험(UX) 컨설팅 프로젝트는 주로 중견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UX에 대한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기능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

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6). 이에 따라 총 6단계로 

정의되는 제품 수명 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전 주기(시장분석, 제품기회포착 

및 컨셉개발, 제품설계, 제조, 서비타이제이션, PLM경험관리)7)에 걸쳐 UX 지식의 지원에 대한 필

요성이 제고되었다8).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내부 역량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세스에서 UX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사용자 경험 가치’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실무적용은 교육 대상의 역량 및 시간적인 한계,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시간을 요하는 제

품개발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또한, UX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웃소싱은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된 외주 회사와의 접점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 현존하는 온라인 아웃소싱 중개 웹사이트의 경우, 소프트

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용역이 주로 이루고 있어,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어

려움을 가진다9). 이에 더하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의 선

정 또한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서비스도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PLM 전 주기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UX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UX 

전문가를 추정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중소기업 실무자들의 

UX 과제 착수 및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문제점들을 완화하는 온라인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

젝트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에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rgonomics of human system interaction- Part 210: 
Human-centered design for interactive systems (formerly known as 13407), 2009

2) Fabricant, R. Scaling your UX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7, 2013

3) Gray, C. M., Toombs, A. L., and Gross, S. Flow of competence in UX design practice.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5. pp.3285-3294 

4) 성열용, 조윤애, 노영진. 국내 서비스디자인 활용현황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6

5) 주원. 과거 불황기와 현재의 제조업 경기 비교와 시사점 – 제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 현안
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

6)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성남: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혁신사업(No.10060280) 제조기업 대상의 사용자 경험(UX) 평가 프로세
스 지원 서비스 플랫폼 1차년도 결과보고서

8) 허석, 김광순. 서비스디자인과 제조업 혁신.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9) 박철우 외 13인, 시스템 어프로치! 생태계전략 : 미래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창조경제 육성전략, 푸른사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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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범위�및�방법�

<그림 1>은 개발/디자인 용역에 초점을 맞춘 국내의 대표적인 IT 아웃소싱 사이트인 eLancer™10)

와 wishket™11)에서 수요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맞는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발/디자인 용역 프로젝트의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의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된다. 이에 따라 

두 웹사이트 모두 C, C#, Python 등과 같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Photoshop, 

Illustrator, 3D Max 등의 소프트웨어 사용 경력을 검색 필터로 제공함으로써,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는 IT 개

발/디자인 용역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용자 

경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수요기업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중에 어떤 디자인을 기반으로 출시하는 것이 사용자의 니즈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경

쟁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기업이 UX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는 비정형화된 형태를 가진다12). 그러므로 UX 전문가는 비정형화된 수요기업의 프로젝트 요구사항

을 컨설팅 과정을 통해 정형화된 UX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또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정의하여13), 양자 간의 합의 하에 프로젝트를 체결하게 된다14). 

이러한 사용자경험 컨설팅 프로젝트 체결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수요기업과 전문가 간의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수요기업의 비정형

화된 니즈를 정형화된 UX 문제로 변환시켜야 한다. 둘째, 정형화된 UX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UX  

방법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정의되어야한다. 셋째, 

해당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UX 방법론은 

주로 프로세스 단계 또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15)16)17), 역량을 기반으로 분류한 예는 

부재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따른다. 본 논문은 세 번째 필요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

10) eLancer™. http://www.elancer.co.kr

11) wishket™. https://www.wishket.com

12) Gray, C. M. It's More of a Mindset Than a Method: UX Practitioners' Conception of Design Methods.  
CHI2016, ACM, 2016. pp.4044-4055

13) Kramer, J., Agogino, A. M., and Roschuni, C. Characterizing Competencies for Human-Centered Design. 
In ASME 2016 International Design Engineering Technical Conferences and Computers and Information in 
Engineering Conferenc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016. pp.V007T06A026-V007T06A026

14) Unger, R., and Carolyn, C. A Project Guide to UX Design: For user experience designers in the field or 
in the making. New Riders, 2012

15) Kumar, V. 101 Design Methods: A Structured Approach for Driving Innovation in Your Organization. 
Wiley, 2012

16) Design Council, The ‘double diamond’design process model. Design Council, 2005

<그림 1> 개발/디자인용역에 기반한 국내 IT 아웃소싱 사이트 (좌: eLancer™, 우: wish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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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UX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하고 필요역량의 유사도에 따라 방법론을 군집화

하여 향후 전문가 개인의 방법론 수행경력을 통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2> 수요기업과 UX 전문가 간 프로젝트 체결 메커니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문 2.1에서는 UX 전문가의 역량평가를 위한 UX 방법론 풀(Pool) 

선정에 대해 기술하였고, 본문 2.2에서는 선행연구와 한국 직무능력평가지표를 기반으로 UX 전문가

의 역량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에서는 방법론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

문가 역량을 매칭한 워크숍의 결과물을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수행역량 유사도에 따

라 분류된 방법론의 군집을 정의하였다.

2.� 본론

2-1.� UX�전문가�역량영역에�부합하는� UX�방법론�선정�

온라인 사용자 경험 컨설팅 지원 시스템의 주된 타깃 사용자는 단순히 정해진 문제와 해결방안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개발 및 디자인 용역 인력이 아닌, 비정형화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략수립, 디자인/서비스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와의 접점을 찾는 수

요기업이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UX 방법론의 범위에서 확장하여, 제조기업의 PLM 프로세스 내의 제조단계를 제외한 

시장분석, 제품기회포착 및 컨셉개발, 서비타이제이션, PLM 경험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까지 포괄하여 수집하였다. 제조단계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의 경

우, 사용자경험가치보다는 효율적인 생산 및 공정 관리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UX 전문가 역량 범

위를 벗어나 고려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는데 필요

한 기존의 디자인 방법론18), 아이디어/컨셉/프로토타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방법론19) 

그리고, 기업의 신사업 개발 및 문제개선을 위한 마케팅/비즈니스 관점의 방법론12)까지 포괄하여 선

행연구20)21)22)과 관련 서적14)15)16)17), 온라인 소스23)24)25)26)를 통해 수집하였다. 특히 장혜진, 유승

17) Hanington, B., and Martin, B. Universal methods of design: 100 ways to research complex problems, 
develop innovative ideas, and design effective solutions. Rockport Publishers, 2012

18) Gaver, B., Dunne, T., and Pacenti, E. Design: Cultural probes. Interactions, 6(1), pp.21-29, 1999

19) Stone, D., Jarrett, C., Woodroffe, M., and Minocha, S. User Interface Design and Evaluation. Morgan 
Kaufmann, 2005

20) Li, K., Tiwari, A., Alcock, J., and Bermell-Garcia, P. Categorisation of visualisation methods to support 
the design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Systems. Applied ergonomics, 55, pp.85-107, 2016

21) Daae, J., and Boks, C. A classification of user research methods for design for sustainable 
behaviour.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6, pp.680-689, 2015

22) 장혜진, 유승헌. 국내 중소 제조기업 실무 적용을 위한 UX 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 최적화 연구. 디자인융복
합연구, 15(6), pp. 255-270, 2016

23) KIID EXPERIENCE DESIGN METHODOLOGY. http://designmetho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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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2016)22)의 연구의 경우 실무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총 100개의 방법론을 정의했다는 점에 있어

서, 실무 전문가의 역량을 정의하는 데 적합하여, 본 방법론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참고하여 일

차적으로 총 80개의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역량 수준에 따른 방법론의 수행 정도를 분류하

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의 난이도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실무 사용성

이 높은 범용 방법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문가 역량의 범주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인 방법론 선정 절차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일차적으로 수집된 방법론의 검토를 위해 UX 분야 

연구원 3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53개의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표 2>.

1차� :�방법론�80개�수집

수집범위 예

1-1
선행연구20)에서�선별된�실제�실무에서�사용되는�방법론과�

비교하였을�때,�자주�사용되지�않는�기법은�상위개념으로�분류

Cognitive� Task� Analysis�에�해당하는� � ‘GOMS�
model� ‘등�세부적인�모델들은�일반화를�위해�상위�

개념인� Task� Analysis�로�분류

1-2
모델,�테크닉,�액티비티�등의�다른�관점으로�방법론을�분류할�수�

있으나,�실용적�관점에서�동일한�차원에서�역량을�비교하기�
위해,�일차원적으로�수집

기존�문헌�14)15)17)�의�방법론�추상화�수준과�
선행연구22)를�통해�방법론의�실무활용도�참고

2차� :�워크샵을�통한�방법론�53개�선정

선정기준 결과

2-1
기존에�많이�알려진�방법론에서�크게�다르지�않고,�보편적으로�

사용되지�않는�방법론�제거�

Mandal-Art�의�경우,�기존의�아이디어�
확산방법론인�Brainstorming�과�큰�차별점을�갖지�
않으므로�제거하였으며,�같은�논리로�방법론�10개�

제거�

2-2
이론,�프레임워크,�학문분야,�접근방법과�같이�추상적인�개념의�

방법론�제거�
학문분야�및�접근방법인� ‘인간공학’,� ‘Research�
through� design’�레벨의�방법론�7개�제거

2-3
동일한�방법론이나,�분야(예.,�디자인,�기획)에�따라�다르게�

지칭하는�방법론의�경우,�하나의�방법론으로�간주

‘Affinity� diagram’�과� � ‘KJ� technique’�같이�
동일한�방법론은�하나로�합치하여,� 10개의�방법론�

제거

<표 1> 방법론 수집 및 선정 절차 

24) DesignKit. http://www.designkit.org/methods 

25) uxdesign.cc. UX Deisgn Methods & Deliverables. https://uxdesign.cc 

26) Design Council. Design methods for developing services. Keeping Connected Business Challenge. 
https://connect.innovateuk.org/web/338201/service-design-methods

방법론

1 5� � Forces'� analysis 2 7S�Model 3 A/B� test 4 Abstraction� hierarchy

5 Activity� � diagram 6 AEIOU 7
Affinity� diagram�
(KJ� technique)

8 Bodystorming

9 Brainstorming 10
Business�model�

canvas
11 Card� sorting 12 Cognitive�walkthrough

13 Concept�mapping 14 Concept� sketch 15 Contextual� � inquiry 16 Web� analytics

17 Diary� study 18 Evaluation� �matrix 19
Experience� �

sampling�method
20 Eye-tracking� � test

21 5�Human� factors 22
Focus� group� �

interview
23

Geneva� emotion�
wheel

24
Interactive� �

tangible� sketch� or�
3D� sketch

<표 2> UX 전문가 역량 정의를 위한 53개의 방법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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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X�전문가�역량모델�도출

2-2-1.� 1차� UX�전문가의�역량�정의:�선행연구�기반

역량에 대한 연구는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는 주요 특성적 접근(Critical 

Trait Approach)로, 역량을 “개인이 어떤 직무나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효

과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Ability)과 같

이 개인의 내재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27)28). 둘째는 변형된 직무 분석적 접근

(Modified Task Analysis Approach)으로 “최소한의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역량을 규명하며, 추상적인 직무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의 역량을 

정의하는 데 활용된다29). 본 연구에서는 UX 방법론 수행경력을 통해 전문가 개인의 역량을 추정하

는 메커니즘 설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므로, 역량의 체계를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스킬에 대한 보유 여부를 통해 정의하고자 한다. 

UX 전문가의 역량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30)31). UX 전문가의 역량 모델에 대한 연구는 Design Management32)33)와 Engineering 

Design34)35) 등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한정적이다12)13). 게다가 방법론 수행경력만으로는 추정이 불

27) Boyatzis, R. E.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1982

28) Spencer, L. and Spencer, S. Competence at Work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1993

29) McLagan, P. A. Competencies: the next generation. Training & development, 51(5), pp.40-48, 1997

30) Wichansky, A. Professional UX credentials: are they worth the paper they're printed on?. interactions, 
21(5), pp.82-84, 2014

31) Gray, C. M. Evolution of design competence in UX practice.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14. pp.1645-1654

32) Borja de Mozota, B. Design and competitive edge: A model for design management excellence in 
European SMEs. Design Management Journal Academic Review, 2(1), pp.1645-1654, 2002

33) Kang, H. J., Chung, K. W., and Nam, K. Y. A competence model for design managers: A case study of 
middle manag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9(2), pp.109-127, 2015 

34) Horvth, I. Design competence development in an academic virtual enterpris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Design Engineering Technical Conferences, 2006. pp.10-13

35) Morelli, N. Globalised Markets and Localised Needs. Educating Designers for a Global Context, 2006

25 Kano�model 26 LEGO� serious� � play 27 Mind�mapping 28
Perceived� � comfort� �

assessment

29 Persona 30 PEST 31
Questionnaires

/Survey
32 Role� playing

33
Semantic� � � � �

differential� � analysis
34 Shadowing 35 Stakeholder�map 36 Story� boards

37 SWOT� 38
Symmetric� clustering�

matrix
39 Task� analysis 40 Think-aloud� � protocol

41
User� � experience�

journey�map
42 User� scenario 43 Value� chain� analysis 44 Value� � opportunity

45 Vision� � statement 46 Web� analytics 47 Wizard� of�OZ 48 Word� cloud

49 Video� recording 50 User� interview 51 Physiological� test 52 Positioning�map

53 Heuris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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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개인의 Mindset에 가까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의 역량(예., Design Leadership, 

Designerly Identity, Reconciling Corporate Reality)에 초점을 맞춘 연구12)가 주를 이루어서 본 연

구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보다 직무 분석적인 관점의 역량분류체계의 예로는 산업입력공단

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36)이 

있다. NCS는 과제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9가지의 서비스경험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 

관점으로 능력 단위를 구분하고, 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직무와 요구되는 능력 단위요소를 KSA 

framework(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에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NCS 또

한, 방법론 수행 여부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운, 프로세스 단계별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역량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량모델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인 주요 특성적 접근방법과 직무 

분석적 접근방법의 절충안인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37)을 바탕으로, 서비스 경험 디자인

의 NCS36)와 기존 선행연구12)30)31)를 토대로 UX 전문가의 역량모델을 도출하였다. 각 역량요소는 

Sparrow38)의 연구를 토대로 ‘UX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

도(Attitude)’로 정의하였다. 일차적으로 도출된 역량모델은 9가지의 지식범주, 7가지의 기술범주, 그

리고 5가지의 태도 범주로, 총 21개의 역량 단위로 구성되었다.    

2-2-2.� 2차� UX�전문가의�역량�정의:�전문가�워크숍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역량 단위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UX 관련 석·

박사학위를 소지한 총 6명의 기획 및 디자인 분야의 UX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수행하여 역

량 범주 및 정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의미가 모호한 역량, (2) 동일한 용어이나 분

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역량, (3) 지식/기술/태도 수준에 부적합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

로,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예로는 지식 범주의 ‘시스템 설계’의 경우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해당 역량을 정의할 때는 DB 설계와 같이 엔지

니어링 관점을 고려하였으나, 워크숍 결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로 인식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가지므로, ‘시스템 설계’는 Information architecture, Service/System structure를 예시로 넣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과 ‘특허등

록 및 관리 지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식들에 비해 구체성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식범주에서는 제거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지식’은 기술 범주의 ‘High-fidelity prototyping’에 필요

한 역량으로 변경하였다. ‘특허등록 및 관리 지식’은 지식 범주의 ‘거시적 환경요소에 대한 지식’으

로 범주를 수정하였다. 기술 범주의 경우, ‘실험계획 및 분석기술’ 역량 단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

어,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법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준비 및 실험 설계기술’, ‘정량적 분석기술’, ‘정성적 분석기술’, 총 3가지로 나누어 재정의하

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분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범주에서는 ‘직관적 통찰을 통한 총체적 사고’ 역량에 대한 

국문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종합적 사고’로 수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도출한 UX 전문가 역량모델은 지식, 기술, 태도 범주를 각각 7가지, 10가지, 5가지로 구성하

고 총 22개의 역량 단위로 정의하였다.  

36)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자인(서비스.경험디자인)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패키지. 진한엠앤비, 2015

37) Dubois, D. D. Competency 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Amherst, MA: HRD Press, 1993

38) Sparrow, P. Too Good to be True. People Management, 5, pp.22-2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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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차�도출
(NCS�및�선행연구기반)

2차�도출
(워크숍�기반�보완)

영문 국문 영문 국문

Design� knowledge
디자인�지식�

(예.,�조형,�비례,�색상)
Design� principle/

Aesthetic� knowledge
디자인�지식�

(예.,�조형,�비례,�색상)

System� design
시스템�설계에�대한�지식

(예.,DB�설계)
System� design

시스템�설계에�대한�지식
(예..� information�

architecture,�
service� structure)

User� awareness
사용자�행동유형/

인문사회심리학�지식
User� awareness

사용자�행동유형/
인문사회심리학�지식

Macro-environment
거시적�환경요소에�대한�지식

(예.,시장/기술/문화/정책)
Macro-environment

거시적�환경요소에�대한�지식
(예.,시장/기술/문화/법률)

Project�management�
프로젝트�관리지식

(예.,일정/견적/자원/계약관리)
Project�management�

프로젝트�관리지식
(예.,일정/견적/자원/계약관리)

Manufacturing
제조가능성에�대한�지식

(예.,재료/공정)
Manufacturing

제조가능성에�대한�지식
(예.,재료/공정)

Statistic 통계처리�및�해석�지식 Statistic 통계처리�및�해석�지식

Programming�
프로그래밍�언어에�대한�지식�

(예.,java,� C,� html)

※� 1차에서�도출한�Programming과� Intellectual� property는� �
�

�아래와�같이�보완
·� Programming:�기술범주로�변경함

·� Intellectual� property:�기존의� ‘거시적�환경요소에�대한� � �
�지식’에�법률�지식을�포함시켜�포괄함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등록/관리/조사�지식

기술

1차�도출
(NCS�및�선행연구기반)

2차�도출
(워크숍�기반�보완)

영문 국문 영문 국문

Low� level� visualization�
저수준의�시각화

(예.,� sketch,� paper�mock-up)
Low� fidelity� prototyping

아이디어�시각화�기술
(예.,� sketch,� paper�mock-up)

High� level
visualization

고수준의�시각화
(예.,� 2D/3D� rendering)

Medium� fidelity� prototyping

디자인�소프트웨어�활용�
프로토타입�제작기술

(예.,�wireframe,�web/app�
prototype� developing)

Prototyping� equipment�
application

프로토타이핑�장비활용기술
(예.,� 3D� printer,�금형기기)

High� fidelity� prototyping
프로그래밍�기술

(예.,� java,� C,� html)

Experimentation 실험계획�및�분석기술

Ready(plan)� to�
experimentation

예비준비�및�실험�설계기술

Quantitative� analysis 정량적�분석기술

Qualitative� analysis 정성적�분석기술

Communication/
Collaboration�with�

stakeholder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의사소통�및�협업�

능력

Communication�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원활한�

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 원활한�협업�진행/관리�능력

<표 3> 선행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지식, 기술, 태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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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X�전문가�역량� � 방법론�매칭�

2-3-1.� 워크숍�수행

앞서 선정한 총 53개의 방법론과 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UX 전문가 역량 간의 연관성 평가를 

위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UX 기획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총 

1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53개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 방법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워크숍은 워크숍의 목적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10분)과 총 53개의 방법론에 대

한 공통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리뷰)(20분)까지 총 30분의 사전 준비 후, 개별 방법론과 이를 수

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역량(지식/기술/태도)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본 테스크(60분)까지 총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각 방법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의 

중요도에 따라 3점 척도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 예를 들어, 해당 방법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의 경우 2점(Must to have),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역량은 1점(Nice to have), 마지막

으로 수행하는 데 무관한 역량은 0점(None)으로 평가하였다. 

Observation� of
user� context

관찰을�통해�잠재니즈를�분석�
및�파악하는�능력

Observation� of
user� context

사용자�및�환경을�관찰하여�
잠재니즈를�분석�및�파악하는�

능력

Storytelling 스토리텔링�능력 Storytelling 스토리텔링�능력

태도

1차�도출
(NCS�및�선행연구기반)

2차�도출
(워크숍�기반�보완)

영문 국문 영문 국문

Holistic� and� Intuitive�
thinking

직관적�통찰을�통한�
총체적�사고

Holistic� and� Intuitive�
thinking

인사이트�도출을�위한�
종합적�사고

Attention� to� detail
사용자환경에�대한�

섬세한�사고
Attention� to� detail

사용자환경에�대한�
섬세한�사고

Logical� thinking�
and� Framing

정보�및�문제�분석에�대한�
논리적�사고

Logical� thinking�
and� Framing

정보�및�문제�분석에�대한�
논리적�사고

Open-mindedness�
to� diversity

다양성에�대한�포용력과�개방적�
사고

Open-mindedness�
to� diversity

다양성에�대한�포용력과�개방적�
사고

Creativity� for�
divergent� thinking

창의적�태도를�통한�
발산적�사고

Creativity� for�
divergent� thinking

창의적�태도를�통한�
발산적�사고

<그림 3> UX 방법론 –UX전문가 역량 간 매칭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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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행역량�유사도에�따른�방법론�군집분석

10명의 평가자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때에 일반적으로 5명에서 15명이 적합하다는 선

행연구39)에 기반을 두어 기존의 UX 방법론을 수행역량의 유사도에 따라 재정의하고자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R 3.2.240)의 factoextra packages41)를 통해 완전연결법에 의한 계

층적 군집분석을 기반으로 average silhouette width42)가 가장 큰 5(Silhouette width(k=5)=0.250)를 

최적 군집 수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 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기법을 수행한 후, 각 군

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별 일원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39) Khorramshahgol, R., and Moustakis, V. S. Delphic hierarchy process (DHP): A methodology for priority 
setting derived from the Delphi method and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37(3), pp. 347-354, 1988

40) R Core Team.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2015

41) Kassambara A.  Factoextra: extract and visualize the results of multivariate data analyses. (R package 
version 1.0.3). Available at http://www.sthda.com. 2015

42) Rousseeuw, P. J. Silhouettes : Graphical aid to the interpretation and validation of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20, pp.54-65, 1987

역량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F
mean(s.d)

지
식

디자인지식
0.46
(0.23)

0.87
(0.23)

0.64
(0.27)

1.17
(0.15)

0.53
(0.31)

10.51**

시스템설계
0.71
(0.31)

0.55
(0.29)

0.33
(0.15)

0.70
(0.10)

0.64
(0.13)

2.84*

사용자
행동유형

0.90
(0.39)

1.61
(0.24)

1.09
(0.42)

0.67
(0.28)

1.10
(0.23)

14.27**

거시환경
1.44
(0.54)

0.68
(0.32)

0.67
(0.28)

0.30
(0.20)

0.43
(0.36)

12.94**

프로젝트관리
0.41
(0.31)

0.01
(0.04)

0.06
(0.08)

0.00
(0.00)

0.04
(0.08)

13.56**

제조가능성
0.29
(0.18)

0.06
(0.11)

0.06
(0.08)

0.20
3(0.25)

0.06
(0.08)

8.08**

통계처리
0.31
(0.22)

0.31
(0.18)

0.09
(0.12)

0.03
(0.06)

1.26
(0.34)

36.76**

기
술

아이디어�시각화기술
0.12
(.16)

0.18
(.21)

0.24
(.19)

1.40
(.30)

0.10
(0.14)

29.83**

디자인�S/W�활용�및
프로토타입�제작기술

0.16
(0.14)

0.23
(0.30)

0.06
(0.05)

1.07
(0.64)

0.24
(0.18)

9.28**

프로그래밍�기술
0.04
(0.05)

0.18
(0.22)

0.06
(0.08)

0.63
(0.42)

0.23
(0.30)

6.25**

예비�준비�및�실험�설계�
기술

0.17
(0.21)

0.87
(0.44)

0.29
(0.32)

0.20
(0.20)

1.34
(0.30)

19.55**

정량적�분석�기술
0.76
(0.29)

0.73
(0.36)

0.19
(0.19)

0.20
(0.20)

1.70
(0.23)

26.10**

정성적�분석기술
0.82
(0.19)

1.46
(0.27)

0.90
(0.42)

0.23
(0.06)

1.00
(0.42)

18.97**

의사소통능력
0.83
(0.29)

1.54
(0.24)

1.01
(0.41)

0.53
(0.21)

1.00
(0.46)

15.73**

협업�진행/관리�능력
0.37
(0.25)

0.53
(0.22)

1.04
(0.55)

0.33
(0.23)

0.33
(0.11)

8.18**

사용자�환경을�관찰하여�
잠재니즈를�분석�및�

파악하는�능력

0.38
(0.27)

0.60
(0.24)

0.96
(0.33)

0.27
(0.11)

0.27
(0.11)

9.93**

스토리텔링�능력
0.34
(0.20)

0.49
(0.41)

0.59
(0.30)

0.80
(0.62)

0.21
(0.16)

2.38

<표  4> 방법론 군집별 역량속성의 중요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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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술 범주의 ‘스토리텔링 기술’을 제외한 모든 역량 단위가 군집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UX 디자인 요소로서 꼽히는 만큼, UX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평가된 것으로 확

인하였다43). 각 군집의 특성을 기반으로 군집 명을 정의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역량 단위를 

기반으로 3명의 UX 전문가 (실무경력 3년 이상, 석·박사학위자) 간의 세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표 

5>과 같이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군집 명을 정의하였다. 

군집 1은 거시환경지식, 종합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서 중요시 평가되었기 때문에,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Panoramic Analysis’ 역량으로서 정의

하였다. 군집 2, 3, 5는 모두 지식 범주 내에서 ‘사용자 행동유형 지식’이 중요시 평가되었으나, 각

각 차별화된 핵심역량요소를 반영하여 군집 명을 도출하였다. 

군집 2는 정성적 분석기술, 의사소통 기술, 종합적 사고, 섬세한 사고가 다른 군집보다 월등히 평가

되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화

하거나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용자의 잠재된 니즈를 도출하는 역량으로서 ‘Meticulous Observation 

and Analysis’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의사소통능력과 협업 진행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종합적, 개방적, 발산적 사고가 높게 평

가되었으며, 대부분 아이데이션 관련 방법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제품/서비스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Intuitive Interpretation’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의 경우, 디자인 지식과 프로토타이핑 기술, 그리고 발산적 사고가 다른 군집들에 비해 중요

하게 평가되어, 디자인 지식을 토대로 아이디어 또는 컨셉을 시각화하는 역량인 ‘Agile 

Visualization’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5의 경우, 다른 군집에서는 중요시 평가되지 않았던, 통계처리 지식과 연구 예비 

준비 및 설계 기술, 정량적/정성적 분석기술,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값을 얻

었으며,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가 중요시 평가되었다. 이는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

으로 실험을 설계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역량으

로서 ‘Logical Inspection’으로 정의하였다.  

43) Quesenbery, W., and Brooks, K. Storytelling for user experience: Crafting stories for better design. 
Rosenfeld Media. 2010

태
도

종합적�사고
1.40
(0.31)

1.50
(0.24)

1.11
(0.19)

0.80
(0.30)

1.00
(0.14)

10.59**

섬세한�사고
0.70
(0.21)

1.42
(0.34)

0.76
(0.21)

0.67
(0.15)

0.67
(0.21)

22.45**

논리적�사고
1.29
(0.22)

0.99
(0.35)

0.47
(0.37)

0.23
(0.06)

1.49
(0.24)

18.73**

개방적�사고
0.50
(0.20)

0.66
(0.30)

1.24
(0.27)

0.70
(0.17)

0.29
(0.13)

15.05**

발산적�사고
0.35
(0.19)

0.44
(0.25)

1.23
(0.49)

1.30
(0.26)

0.16
(0.11)

23.83**

� 1)� *p<.05,� **p<.01

� 2)�군집별로�1.0�이상의�평균값을�가지는�요소는�볼드체�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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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예시  (스타일: 캡션)* 캡션달기 ( Ctrl+N+C )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

군집명 정의

1
Panoramic
Analysis

거시환경�트랜드에�대한�자료를�바탕으로�시장�및�사용자�요구사항을�도출할�수�있는�역량

평균�1.0�이상으로�중요도가�
평가된�역량속성�

지식 ·�거시환경

기술 ·� -

태도 ·�종합적/논리적�사고

·5� Force’s� analysis ·Kano�model ·Symmetric� clustering�matrix

·7S�model ·PEST ·Value� chain� analysis

·Activity� diagram ·Positioning�map ·Value� opportunity

·Business�model� canvas ·Stakeholder�map ·Vision� statement

·Concept�mapping ·SWOT� ·Word� cloud

2
Meticulous�
Observation�
and�Analysis

사용자에�대한�직간접적인�관찰을�통해�사용자�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구조화시킴으로써�
사용자의�잠재된�니즈를�포착하는�역량� �

평균�1.0�이상으로�중요도가�
평가된�역량속성�

지식 ·�사용자행동유형

기술
·�정성적�분석기술
·�의사소통능력

태도 ·�종합적/섬세한�사고

·5�Human� factors ·Diary� study ·Think-aloud� protocol

·AEIOU
·Experience� sampling�
�method

·Wizard� of�Oz

·Affinity� diagram
� (KJ� technique)

·Geneva� emotion�wheel ·Shadowing

� ·Card� sorting � ·Heuristic� evaluation
·User� experience� journey�
map

� ·Cognitive�walkthrough
� ·Perceived� comfort� � � �
� � assessment

� ·User� interview

� ·Contextual� inquiry � ·Persona � ·User� scenario

� ·Customer� experience� audit � ·Task� analysis � ·Video� recording

3
Intuitive
Interpretation

창의적이고�개방적인�사고를�토대로�다양한�아이디어를�전개하여�제품/서비스�개념을�설정하는�
역량�

평균�1.0�이상으로�중요도가�
평가된�역량속성

지식 ·�사용자행동유형

기술
·�의사소통능력
·�협업�진행/관리�능력

태도 ·�종합적/개방적/발산적�사고

·Abstraction� hierarchy ·Brainstorming ·LEGO� serious� play

·Bodystorming ·Focus� group� interview ·Mind�mapping

·Role� playing

4
Agile�
Visualization

디자인�지식을�토대로�아이디어를�시각화�및�구현하는�역량

평균�1.0�이상으로�중요도가�
평가된�역량속성

지식 ·�디자인�지식

기술
·�아이디어�시각화기술
·�디자인S/W�활용�및�프로토타입�제작기술

태도 ·�발산적�사고

·Story� boards ·Concept� sketch ·Interactive� tangible� sketch

5
Logical
Inspection

논리적으로�실험을�설계하여� �제품/서비스를�평가하고�제품/서비스의�문제점�및�보완점을�
포착하는�역량

평균�1.0�이상으로�중요도가�
평가된�역량속성

지식
·�사용자행동유형
·�통계적�처리

기술

·�예비준비�및�설계기술
·�정량적�분석기술
·�정성적�분석기술
·�의사소통능력

태도 ·�종합적/논리적�사고

·A/B� Test ·Eye-tracking� test
·Semantic� differential�
analysis

·Evaluation�matrix ·Questionnaires� /� Survey ·Physiological� test

·Web� analytics

<표 5> UX 방법론 수행 시 필요로 하는 UX 전문가 역량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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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가지 역량군집은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림 4>와 같

이 Kumar15)가 제안한 7단계 디자인혁신 프로세스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집 1의 경우, 동향 및 현황파악을 위한 리서치가 필요한 ‘목적탐색(Sense Intent)’과 ‘현황파악

(Know Context)’ 단계를 아우르는 역량으로써 적용되며, 군집 2의 경우 사용자의 행태분석을 통해 

니즈를 도출하는 ‘사용자 이해/분석 단계(Know People)’와 군집3은 ‘컨셉도출(Frame Insights)’ 단

계와 연계된다. 군집 4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해 시각화 작업을 하는 ‘디자인(Explore Concepts)’ 

단계와 군집 5는 ‘개발 및 검증(Frame Solutions)’ 단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UX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은 각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 분별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결론�및�향후�과제

본 논문은 수요기업이 갖는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수행역량기반으로 분류된 UX 방법론의 군집을 제안하였다. 총 53개의 방법론과 지식/

기술/태도 범주의 총 22개의 UX 전문가 역량 단위를 선행연구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방법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역량의 유사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UX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로 하는 방법론들은 그 특성에 따라 총 5가지 역량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거시환경 트랜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Panoramic Analysis). 둘째, 사용자를 관찰함으로써 잠재된 사용자니즈를 포착하는 역

량(Meticulous Observation and Analysis). 셋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제품/서비스 개념을 

설정하는 역량(Intuitive Interpretation). 넷째, 디자인 지식을 토대로 아이디어 및 컨셉을 시각화 및 

구현하는 역량(Agile Visualization).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실험을 설계하여 제품/서비스를 평가하

고 검증하는 역량(Logical Inspection)으로서 정의되었다. 이는 방법론의 특성에 따라 방법론을 수행

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이 달리 정의됨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방법론 수행경력을 통해 전문가 개

인의 특화된 역량을 정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각 방법론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어서 본 군집분석 결론을 보장

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군집 분석 결과를 통해 UX 전문가들에 의한 재검토 과정을 통해 연구

의 정성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샘플 수를 

확보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IT 용역 사이트에서는 시각적인 프로젝트 결과물에 기반한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수행 

이력을 통해 전문가 개인의 역량을 기술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UX 컨설팅의 업무 범위는 시

각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웹/앱 및 소프트웨어 UI 디자인뿐 아니라, 기획 및 서비스 단계와 같이 

광의의 UX범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UX 기획 전문가의 경우 시각적인 매체로는 개인의 역량을 

표현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연구역량

과 같이 UX 기획전문가로서 특화된 역량을 정형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

<그림 4> Kumar15)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매칭되는 UX 전문가 역량 군집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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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고려할 때, 향후 시스템 개발에 있어, 전문가의 회원가입 정보로써 프로젝트 수행 시 가장 활

발히 사용한 방법론 정보를 수집한다면, 개별 전문가만의 특화된 역량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기반 연

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범위 내에서는 UX 실무에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UX 방법론의 수행 여부를 통해 해당 전문

가의 특화된 역량 분야만을 추정하였다. 해당 역량에 대한 개인의 수준 및 숙련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별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대한 추후 연구를 진행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실

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론의 범위에서 확장하여, 동일한 목적을 갖는 방법론 일지라도, 방법

론 수행 난이도 및 수행 결과물의 구체화 정도가 다른 방법론을 포괄하여 재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단순히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 기간을 통해 정의하였던 전문가의 숙련도가 아닌, 

고등 방법론 수행 여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개인의 UX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Task analysis를 수행한 이력을 가진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모델(예., GOMS, 

KLM(Keystroke-level model))을 통해 수행을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요기업이 원하는 레벨의 결

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UX 방법론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역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디자인 및 UX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 직장인들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응용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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