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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학 캠퍼스는 아름다운 환경과 학교 문화를 중시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캠퍼스를 위해 첨

단 과학기술 설비를 증가시켜야 학생들이 캠퍼스 생

활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고, 학교나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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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t-corona era is having a major impact on university campus life, and campus cultural life
has undergone drastic change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is change. The existing face-to-face
learning method is converted to non-face-to-face learning, and kiosks representing campus self-service
are increasingly used. Subsequently, in order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laces such as
university campuses and provide better self-service, there are no related studies considering UI design
elements of kiosks and characteristics of kiosk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usability of university campus kiosks through user interface
design elements in terms of design by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icon, typography, which are elements of kiosk interface design, and
convenience, reliability, and usability,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a kiosk. In this study, the desig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manned self-service system kiosk UI used by students at four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were set as the scope of the study, and related documents were organized
and surveyed in Korea and China. Case analysis and comparison method Through the kiosk usage
characteristics of 4 universities were derived. The usability evaluation criteria use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suggested by the authority JacobNidsn. The usability evaluation criteria use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suggested by the authority JacobNids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for students who had experience using kiosks at two universities in China, and kiosk UI design elements
were organized through survey and analysis of a total of 20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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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는 대학 캠퍼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캠퍼스 문화생활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면 학습 

방식은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을 통하여 

관련 학습 임무를 수행하고 캠퍼스 셀프서비스를 대

표한 키오스크는 점차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HCI 설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키오스크에 대한 중요성

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주요한 구성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의 디자인에 대해 

시각적 요소들의 사용성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에 처하고 있

는 현재, 다양한 모바일 APP의 개발과 운영이 등장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캠퍼스 셀프서비스

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는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실용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장소

의 특성에 맞는 더 나은 셀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오스크의 UI 디자인 요소 및 키오스크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의 셀프서비스의 형태를 일반 

서비스에서 보다 진화된 상호작용성이 가능한 사용

자 경험 중심에 중점을 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셀

프서비스의 활용률은 날로 높아지고 일부 기능적 문

제와 불합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

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미학은 현재 디지털 시대의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의 셀프서

비스 활용성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의 측면에서 사용자 인터

페이스 디자인 요소의 개선을 통해 대학 캠퍼스 키오

스크의 시각적 전달 기능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키오스크의 사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키

오스크 UI 디자인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

하고 있는 무인 셀프서비스 시스템 키오스크 UI의 

디자인 요소와 특징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한국 및 

중국에 관련 문헌 정리 및 사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사례분석 및 비교방법을 통하여 4개 대학의 

키오스크 사용 특성을 도출한다.

사용성 평가 기준은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

1957)이 제안한 5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 분야의 권위자인 제이콥 닐슨이 제시한 

사용성(Usability), 기억성(Memorability), 효율성

(Efficiency), 학습용의성(Learmability), 오류방지성

(Errors Prevention) 다섯 가지 항목을 세분화하여 

7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평가항

목에 오픈 답을 실시하여 사용자 설문을 통해 실증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및 분석은 한국과 중국 4개 대학에서 키

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으며,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

을 통해 키오스크 UI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향을 받는 대학생들

의 키오스크 사용에 관한 기초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키오스크 밋 UI 디자인 요소 이해

키오스크는 소비자에게 인적 서비스를 아닌 비대

면 서비스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므

로 제품 또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장소 및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셀프서비

스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2]. 정보전달에서 정보

서비스와 업무수행의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

반 사람들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 공간이

나 대중 장소에 배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상

호작용성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채택하여 

지하철, 호텔 로비, 시네마, 도서관, 레스토랑, 백화

점, 공공장소 등 방문객이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

되어 운행되며 교통 정보 안내, 동선 안내, 시설물 

이용 안내, 공간 및 길 안내 등의 정보 제공 및 셀프서

비스 검색을 가능하도록 한다[3].

UI(User Interface) 디자인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

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문제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인

지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및 지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4]. 또한 UI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에 초점

을 맞춰 개성적이고 전문적인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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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자인의 특성과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시각적 전달에 입각한 텍스트, 컬

러, 아이콘, 이미지, 타이프그라피를 UI 디자인의 요

소를 도출했다[5].

2.2 키오스크의 기능 단계 및 구성요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키오스크 기능을 서비스 접근, 상품 및 서

비스 선택, 상품 및 서비스 이용 등 단계별로 분류하

여 정리했다. 이어서 단계별 구성되는 요소로 상품 

및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옵션 선택과 변경 및 수정,

상품 및 서비스 탐색 단계에서 결제 및 구매와 할인 

및 적립 메뉴가 있으며 화면, 아이콘, 버튼, 팝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상호 작용적으로 키오스크

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키오스크 기능을 서비스 접근,

상품 및 서비스 선택, 상품 및 서비스 이용 등 단계별

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이어서 단계별 구성되는 요소

로 상품 및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옵션 선택과 변경 

및 수정, 상품 및 서비스 탐색 단계에서 결제 및 구매

와 할인 및 적립 메뉴가 있으며 화면, 아이콘, 버튼,

팝업으로 나눌 수 있다[6].

키오스크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아이콘, 버

튼, 팝업 등 각 요소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다[7].

(1) 화면(Screen)

키오스크의 정보를 담고 있는 스크린에 위치한 공

간이다. 면적이 넓고 자주 전환하는 화면은 사용자에

게 시각적 피로감과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보를 

교감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2) 아이콘(Icon)

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버튼(Button)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면에서 

사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기

능, 의미의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다

양한 비언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4) 팝업(Pop-up window)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제시한다.

2.3 키오스크의 특성

사용자가 키오스크 서비스를 경험한 결과치가 주

관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연구에 따

르면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과정에 즐겁고 

재미난 정도를 정의하는 유희성과 서비스를 용이하

게 사용하여 배울 수 있는 편리성, 키오스크 서비스 

이용성의 믿음 정도를 정의하는 신뢰성, 사용자가 시

공간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

도를 정의하는 유용성이 키오스크의 서비스 특성을 

갖는다[8].

2.4 키오스크 UI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3. 한 ‧중 대학교 키오스크 UI 디자인 사례 분석 

3.1 한 ‧중 대학교 키오스크 UI 디자인 사례 분석

본 논문은 한국의 2개 대학과 중국의 2개 대학 즉 

한국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중

국의 국가 중점대학과 시립대학을 선정했다. 한‧중 

대학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으며 중국의 키오스크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 위치하는 반면에 한국의 키오

스크 시스템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

과 디자인의 측면에서 비교적 선진적이다. 따라서 중

국과 한국 대학 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키오스

크의 UI 디자인 요소와 키오스크의 특성에 관한 개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로 부산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한 분석이다(Fig. 1).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일관성을 가지는 통일된 색

상을 채택했다. 흰색 배경에 파란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사용자에게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했다. 노란

색과 녹색 아이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시각적

으로 정보를 쉽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QR코드로 표현되는 아이콘의 경우 사용자

가 사용 여부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부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본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한 분석이다(Fig. 2).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파란색을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여 흰색 배경이 매우 선명하여 정보전달에 도

움이 되며, 파란색은 매우 합리적이며 키오스크의 테

마와 일치한다. 아이콘의 사용 위치와 크기는 적당하

며, 전체적으로 사용된 타이포그라피는 한눈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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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or research on Kiosk UI design.

Author
Issue year

Keyword Research Topic Conclusion

Song Min-hee,
Huh Yoo-don

2001

Kiosk
interface design
human computer

science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Design Approach for
Kiosks

Through the future-oriented GUI
design, the direction of the adaptive
interface that responds flexibly to the
user's personality or level of use is
suggested.

Maju Young
2009

Kiosk
interface design
kiosk button

A Study on Satisfaction of
Button's Visual Elements in
Kiosk Interface (GUI)
Design-Focused on Ticket
Vending Machine-

Design elements were derived based
on the visual elements of the buttons
in the interface design of the kiosk.

Jeon Seo-young
Song Ji-sung

2020

hospital kiosk,
kiosk

user interface
senior

A Study on Usability
Evaluation of Senior
Generation on Hospital Kiosk
UI Design - Focusing on
Kiosk UI Design at Seoul H
University Hospital-

It was confirmed that the usability of
the kiosk was improved by guiding the
user to learn the feeling of use and
providing a consistent UI/UX use
standard with UI/UX design having
the same principle in how to use the
kiosk.

Dabin Lee
2020

Kiosk
interface design
motion graphics

A Study on Kiosk UI Design
Applied to Human Non-verbal
Behavior-Focused on Motion
Graphics-

In order to lower the accessibility of
the kiosk, an oligopoly of applying
non-verbal behavior to the kiosk that
provided information was presented.

Seulgi Min, Kim
Se-eung
2011

Kiosk
user context
user interface

Context-based kiosk UI
design study to improve
usability

Differentiation of characteristics and
UI design elements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type of kiosk.
Limiting the UI design direction of
kiosks and smart media in the future
non-face-to-face service
environment.

Fig. 1. Tongmyong University Kiosk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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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색상과의 조합으로 사용성을 높이고 있

다. 특히, 사용자가 시각적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

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 정보 검색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신뢰

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메뉴의 레이아웃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서 사용자가 해당 기능의 유용성을 경험

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3.2 중국 대학교 키오스크 사례 분석

다음은 중국의 난징(南京)에 있는 진링과학대학

교 키오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Fig. 3).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컬러와 타

이포그라피를 사용하여 생생한 배색을 수행했으나 

시각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

고 있다. 실시간의 정보전달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용

자에게 제시하는 데에는 방해를 주고 있다. 아이콘을 

밝은 색상의 사용으로 사용자가 더 빠르고 쉽게 필요

한 옵션을 찾을 수 있는 반면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

는 타이포그라피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화면에 있

는 손 모양의 그래픽은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지만 텍스트의 기능이 약함으로 최종 화면에 있는 

인쇄에 관한 설명이 모호하여 기능의 유용성이 떨어

져 보인다.

다음 사례는 광저우에 있는 화남이공대학교 키오

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Fig. 4).

흰색의 배경에 파란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단순하

Table 2. Characteristics of UI design elements of Tongmyong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kiosk based
on UI design
elements

Design
Element

Color
With blue as the main color, secondary yellow and green
are added.

Icon
Highlight icons with bright colors and express three-
dimensional textured icons.

Typography
A clear rational layout structure clearly expresses the
coherence of the content.

Kiosk
Characteristics

Convenience
Reminiscent of standard icon design, users can know the
function of issuing a certificate.

Reliability With a calm blue tone, users can feel enough trust.

Usefulness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interface is highlighted in
different colors, making the user feel very convenient in
the process of use and quick operation is possible.

Fig. 2. Characteristics of UI design element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37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10호(2021. 10)

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 사용자가 비교적 차분한 분

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사용하는 동안 충분한 신뢰감을

주게 디자인되었다. 정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절

한 아이콘 디자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

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타이포그라피로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쉽게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이아웃 스타일은 

매우 명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느낌을 내

포하고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중요한 옵션이나 내용

을 유도하기 위해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정보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시키

기 위해 아이콘의 질감을 강조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4.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한‧중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UI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개 대학의 사

용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만족도 요인들이 다르

지만, 사용자 만족도 평가 분야의 권위자인 제이콥 

닐슨이 제시한 사용성(Usability), 기억성(Memor-

ability), 효율성(Efficiency)[9], 학습용의성(Learm-

ability), 오류방지성(Errors Preven -tion) 다섯 가지 

평가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전문에서 언급한 제이콥닐센의 사용성 평가 이론

Table 3. Characteristic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iosk UI design elements.

Characteristics
of kiosk based
on UI design
elements

Design
Elemend

Color
Yellow is added as a secondary filter with blue as the main
filter.

Icon
By using vivid colors, the icon's texture is expressed with
shadows.

Typography
A clear rational layout structure expresses the coherence of
the content.

Kiosk
Characteristics

Convenience
It is very convenient because the types of certificates can be
identified at a glance by the user in a regular arrangement
and combination.

Reliability
Users increase confidence in exporting information through
the keyboard.

Usefulness
Users can experience its usefulness with the information
presented by clicking on the menu.

Fig. 3 Jinling Institute of Tecjnology Kiosk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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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Nanjing Jinlin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osk UI design elements.

Characteristics of
kiosk based on UI
design elements

Design
Elemend

Color Many colors are used, such as blue, green, yellow, and red.

Icon
By using vivid colors, the icon's texture is expressed with
shadows.

Typography Distributed information to reduce coherence of content

Kiosk
Characteristics

Convenience
Icons provide clear information to users so they can quickly
find options

Reliability
A graphic in the shape of a hand on the first screen can
give users confidence

Usefulness
Poor text performance, vague descriptions of printing on
the final screen, making features less useful

Fig. 4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Kiosk UI.

Table 5. Characteristics of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design elements.

Characteristics of
kiosk based on UI
design elements

Design
Elemend

Color
It is expressed as a monotonous color tone using mainly
blue color.

Icon Icon clearly matches its function with a flag design

Typography Content is neatly laid out, but inflexible

Kiosk
Characteristics

Convenience
By using blue as the primary color on the screen, it is
very vivid against a white background, realizing
information transmission.

Reliability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icon is appropriate, and the
user can feel the trust because the entire screen can be
viewed at a glance.

Usefulness
The contents of the menu are clearly and reasonably
arranged so that users can experience the usefulness of
it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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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했다. 구체적인 설문지 문

항은 아래 Table 7과 같다.

4.1 사용성 만족도 조사

키오스크 UI에 대한 사용자 사용성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사용자들은 키오스크 

사용성에 대해 37%가 보통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22%는 불만, 12%는 매우 불만을 나타

냈고 만족하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와 

14%에 불과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키오스

크 시스템은 아직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2 기억성 만족도 조사

기억성 조사의 결과는 아래 Table 9와 같다. 대학 

캠퍼스 키오스크 사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 총 

Table 6. Criteria for usability evaluation by Jacob Nielsen.

Usability Factor Definition

(Satisfaction)
How satisfied are you? It means whether pleasure and convenience are provided
for use so that you can be satisfied while using it.

(Memorability)
It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a user can use the system as much as before when
he/she uses it again after not using the syste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fficiency)
Does it mean to design efficiently, and is the content displayed on the screen beneficial
to the user's purpose?

(Learnability) How quickly did you allow users to perform system tasks easily and flexibly?

(Erroes Prevention)
Have you considered the function to prevent mistakes in the meaning of whether
users can easily recover if they make a mistake?

Table 7. Questionnaire questions.

Age:( ) Gender:( )

Question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Usually Satisfied

Very
Good

1. Are you satisfied with the kiosk service in your
school?

Other comments:

2. Number of School Kiosk Experiences

① 1 time ② less than 5 times ③5 or more times less than 10 times ④more than 10 times ⑤ Over 1 year

3. Is the screen and font size color configuration
convenient?

Other comments:

4. Is the system location and configuration of buttons,
cards, barcodes, number tag issuance, and
prescription issuance convenient to use?

Other comments:

5. Is it easy to access to find the service menu you
want?

Other comments:

6. Is the composition of the screen expressed in a
predictable way?

Other comments:

7. Is it free to modify or cancel?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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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회 미만은 30%, 5회 이상은 10회 미만 45%,

10회 이상은 17%, 1년 이상은 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캠퍼스 내 사용자의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한 

사용 빈도가 10회 이내로 집중됨을 알 수 있으며, 키

오스크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키오스크 

시스템의 사용 빈도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3 효율성 만족도 조사

효율성 조사의 결과는 아래 Table 10과 같다. 효율

성에 대한 조사는 화면이나 글자 크기와 시스템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먼저 문항 3을 통해 화면

과 글씨 크기의 효율성 설문 조사한 결과 46%가 보

통이라고 답했고 26%가 만족한다고 답해 10%가 매

우 만족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4%, 매우 불

만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일부 사용자는 화

면 내용이 너무 집중돼 인지가 혼란스럽다는 의견과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화면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

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문항 4를 통해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문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불만이라고 답했고, 보통

이라는 응답은 38%, 만족한다는 응답은 9%, 매우 불

만 한다는 응답은 7%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은 4%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많은 사용자가 시스

템 색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색조가 너무 단순하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새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4.4 학습용의성 만족도 조사 결과

키오스크에 대한 학습용의성 조사의 결과는 아래 

Table 11과 같다.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한 학습용의

성 조사는 접근성과 예측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

다. 먼저 문항 5를 통한 접근성 설문 결과, 보통이라

는 응답은 38%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4%, 불만이라

는 응답은 20%,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은 10%인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일부 사용

자는 화면의 내용이 직관적이고 입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항 6을 통한 예측성 설문조사 결과 4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불만은 32%, 만족은 13%, 매우 

불만 6%, 만족 4%로 나타났다. 일부 사용자는 기능

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기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5 오류 방지성 조사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한 오류방지성 조사의 결과

Table 8. Chinese University Kiosk usability satisfaction results.

The Results of Question 1

Very Not Not like It Usually Yes It Really Yes

23 (12%) 44 (22%) 75 (37%) 30 (15%) 28 (14%)

Table 9. Memory satisfaction survey results.

The Results of Question 2

1 time less than 5 times
5 or more times
less than 10 times

more than 10 times Over 1 year

5 (2%) 59 (30%) 90 (45%) 34 (17%) 12 (6%)

Table 10. Efficiency satisfaction survey results.

The Results of Question 3

very not Not like It usually yes it really yes

9 (4%) 44 (22%) 92 (46%) 92 (46%) 19 (10%)

The results of question 4

very not Not like It usually yes it really yes

15 (7%) 84 (42%) 75 (38%) 18 (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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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 Table 12와 같다. 문항 7을 통한 오류방지성

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따라 46%의 사용자 보통이

라는 응답하고 24% 만족하고, 불만 한다는 응답은 

14%,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3%, 매우 불만 한다

는 응답은 3%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들은 표시가 

불분명하고 제시 내용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에서 무인 셀프서비스

의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 중 4개 대학 캠퍼스 

키오스크의 UI 디자인 요소의 사용성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 중 대학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된 키오스크

의 사례 분석을 통해 UI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요소와 

키오스크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대학교의 사례분석 결과, 키오스크 UI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요소 중 색상 요소는 전체 테마

를 고려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원

하는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콘텐츠를 강조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의 유용성을 반영하여 중요한 콘텐

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아이콘의 사용은 평면적 디자인에 벗어나 

그림자 처리와 소재의 표현 효과를 통해 입체감을 

높임으로써 키오스크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반영하

고 있다.

셋째, 통일된 타이포그라피의 사용으로 UI 인터페

이스가 일관된 내용 전달과 긴밀성을 가지며 사용자

가 심리적으로 신뢰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중국 대학교의 경우 키오스크의 UI 디자인 

요소의 성능은 여전히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며 특

히 상대적으로 단일한 색상 사용, 아이콘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

보의 시각적 전달 기능이 사용자의 이용하는 데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 사용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최적화된 디자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키오스크의 UI 디자인은 UI 디자인의 주요 

요소인 컬러, 아이콘, 타이포그라피의 미학적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셀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키오스크 UI 디자인

의 사용성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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