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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In this study, we analyzed methodological studies for deriving the basic
factors of emotional quality satisfaction evaluation and organized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echnique.
Background: In general, the satisfaction evaluation index is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emotional expression survey, clas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The
methodologies used in the process are diverse, and the fields used are also diver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learly find research that can be referred to as a guide when
developing an index in a specific field because the literature to be referred to define
an index for evaluation in a certain field varies by method and field. Therefore, research
on a methodology that can guide for new development is needed, and in order to
do so, systematic analysis of existing related studies must first be prioritized.
Method: Related literature was searched based on DBPIA, an academic research
database, and search Keyword was based on 'emotional quality' and 'emotional
satisfaction quality', followed by a combination of five 'factors', 'element', 'index', and
'fact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ields us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by searching for literature related to
emotional quality satisfac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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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s a result of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research methods related to
emotional quality satisfaction factors, the methods for deriving factors from 28 research
literatures were divided into 7 major categories. The research methods of the factors
derived in this way were summarized, and all of them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In addition, the method of performing evaluation or measur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direction was summarized, and all of them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Lastly, the data conducted based on the previously organized contents
were analyzed, and this process was also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Research fields
related to emotional quality satisfaction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purposes. The research subjects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and were derived as the most common research subjects in the
order of service, product, public place, SW, brand, and person. Next, the research
purpose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ive, and it was derived as the most research
purpose in the order of customer satisfaction, emotion, user, and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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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ystematic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deriving factors for evaluation of emotional quality satisfaction in
various fields, so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guide material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deriving similar factors. In addition, in the future, research to analyze the
more generalized factor derivation process by further expanding search keywords
is likely to be necessary.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develop effectively the process of making
the index for evaluating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quality.
Keywords: Emotional satisfaction, Emotional quality index, Emotional quality facto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1. Introduction
다양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나 감성적 품질 평가 등의 활동은 해당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최소한의 감성적
품질을 유지하는 기준과 상대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
가 활동의 기본은 해당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감성적 품질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요인(index, factor)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
족도 평가 index는 감성적 표현 조사, 분류, 체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다양하다. 또한 활
용되는 분야도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평가를 위한 index를 정의하기 위해 참고할 문헌들이 방법론과 분야 별로 다양하다 보니 특정 분야의 index를 새
롭게 개발할 때 가이드로 참고할 만한 연구를 명확히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신규 개발 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체계적인 분석 과정은 일반적으
로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그룹에서 제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Moher et al., 2009; Lee, 2020). 이 PRISMA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건강 관리에의 개입(Health
Care Intervention)에 대한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리뷰와 메타 분석하는 방법이다(https://en.wikipedia.org).
또한 이 방법은 무작위 실험(Random Experience)의 분석에도 사용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 유형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만족도 평가 index를 지칭하는 keyword는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 감성 만족도 index, 감성 품질 만족도 index, 감성 품질
index, 감성 index 등 특정 keyword의 포함 여부에 따라 그 연구 문헌은 물론 각 문헌에서의 방법론들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기법을 사용하여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도출' 관련 논문들을 분석,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연구 방법이 사용된 연구 분야를 분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도 요인 도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본
가이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주제에 해당하는 keyword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감성 품질 만족
도 요인'의 keyword를 조합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로 검색되는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 기법으로 분석,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의 가
설적 질문을 설정하고 이 질문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한다.
- Key Question 1: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 Key Question 2: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 분야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이 2개 Key Question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의 형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되며, Key Question 1에 대해서는 감성 품질 만족도
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체계적인 과정과 단계 별 방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Key Question 2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
는 연구 문헌들의 분야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유사 연구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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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이 목적에 맞게 본 연구에서는 (주)누리미디어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인 DBPIA (http://www.dbpia.co.kr)
을 기준으로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참고 문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KCI 등재지만 대상으로 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에 기반한 PRISMA 방법에 따라 먼저 검색 keyword를 선정하였다. 선정 keyword는
'감성 품질'과 '감성 만족도 품질'을 기본으로 하고 그 뒤에 '요인', '요소', '지수', 'index', 'factor'의 5개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keyword에 '만족도'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를 감안하여 더 많은 결과를 검색해보기 위
해 '감성 품질'의 keyword까지 검색을 하였다. 그리고 '요인'에 대한 keyword를 5개 사용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이 용어가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이 5개를 모두 검색해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PRISMA 방법에서 Meta-Analysis에 해
당하는 Quantitative Synthesis는 본 연구의 초점을 대한인간공학회지에서의 UI 연구와 해당 keywords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맞추기
위하여 본 연구의 Scope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위 방법에서 제시한 keyword로 최소 검색한 결과 448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각 검색 조합은 모두 10가지이며 각 조합에 따른 검색
결과 건수는 Figure 1에 제시되었다. 이 448건 중에서 중복되어 검색된 것을 제외하면 209건이 남았다. 그리고 이 209건 중에서 '감성
품질'로만 검색되어 본 연구의 핵심 keyword 중 하나인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81건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그렇게 해서 남은
30건 중에서도 본 연구의 관련 없이 검색된 2건이 있어 이를 제외한 28건의 문헌을 본 연구에서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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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3.1 Research method on Key Question 1
Key Question 1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28개 문헌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이 가장 앞서 수행되었다. '감정 만족도 품질 요인'이라는 keyword 관
련 논문들이므로 이 과정에 먼저 수행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다음으로 요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도출된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라는 연구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분석 방향에 맞춰 평가를 수행하거나 측정을 진행
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된 내용에 기반하여 진행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1 Factor derivation
28개 연구 문헌에서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2개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법 외 개
별적 방법이 사용된 3가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Table 1).
• Type I: 선행연구로부터 요인을 재구성하여 설문 구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만족도 관련 조사에 맞는 요인을 재구성하여 설문 진행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Kim and Park (2011)은 기혼 여성이 윤리적 제품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구매 동기와 그 과정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로부터 요인들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여 구매 동기와 만
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Han et al. (2015)은 전시회 참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디자인 오브제를 중심으
로 한 요인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 10개의 문헌에서 같은 방식으로 요인 도출이 진행되었다.
 Type II: 선행연구로부터 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설문 구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진행한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Yim and Hwang (2021)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로부
터 도출된 요인들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Figure 2),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이다. 또한 Lee (2019)는 시장의 서
비스 품질 관련 영향 요소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고 고객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 모형으로 정의한 뒤 설문조사
를 통해 검증한 연구이다. 그 외 7개의 문헌에서 같은 방식으로 요인 도출이 진행되었다.
 Type III: 감성 어휘에 기반하여 요인 도출
연구 주제에 맞는 감성 품질 만족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감성 어휘를 수집하고 이를 요인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리된 요인으로 도출하
는 방법이다. Nor and Har (2010)은 사진 화질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진 화질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휘를 도출하고 실험을 통해 그 영향 요인을 정리한 연구이다. Kim and Hwang (2004)는 제화류의 감성 품질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300개의 감성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합, 삭제 과정을 거치며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Type IV: 선행연구로부터 요인 단순 재구성
관련 선행연구들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도출하는 과정은 Type I의 방법과 유사하나, 이 과정 이후 설문조사 등의 과정 없이
논리적 연구 전개를 통해 요인을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방법이다. Kang (2012)은 싱글 세대의 디자인 플래저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개념 정리, 세대에 대한 고찰, 플래저빌리티 유형 분류 등의 논리적 과정을 거치며 영향 요
인을 사회적, 관념적, 심리적, 물리적 즐거움 등으로 정리하였다.
 기타
그 외 나머지 3개의 연구 문헌은 Type I~IV에 해당되지 않는 각각의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Hwang (2019)은 참여적 공간디자인 과정을
거치며 학교 공간을 개선한 뒤 참여자들과 이용자들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데 품질 만족도가 어떤 지를 평가한 연구를 위해 '공공
기관 이용자 만족지수'라는 기존의 평가 요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Yang (2005)은 디지털 모바일 제품의 감성적 경험 품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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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참여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였다. Yang and Kim (2019)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모바일 지도 앱 UX 디자인을 위하여 해당 앱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용자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뒤 사용자 평가 과정 등을 거치며 진행한 연구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on factor derivation
Method

Reference

Type I: Previous Research →
Reconstructing Factors for Related Questions

Kim and Park, 2011; Han et al., 2015; Kim and Na, 2008; Cao et
al., 2021; Im and Chin, 2017; Kim and Hong, 2004; Kim and Kim,
2014; Jung, 2008; Kim et al., 2017; Kim and Na, 2020; Lee et al.,
2012; Seo, 2010

Type II: Previous Research →
Build a factorial model → Survey composition

Yim and Hwang, 2021; Lee, 2019; Choe and Kwon, 2012; Kim and
Kim, 2015; Kim and Kang, 2010; Kang and Hyun, 2021; Kim and
Jung, 2018; Shin and Ji, 2014

Type III: Derivation of emotional
vocabulary-based factors

Noh and Har, 2010; Kim and Hwang, 2004; Seo and Lee, 2010

Type IV: Previous Research → factor reconstruction

Kang, 2012; Kim and Lee, 2011

Etc.

Observation/Expert Analysis →
factor composition

Yang and Kim, 2019

Citation of existing evaluation models

Hwang, 2019

FGI → factor composition

Yang, 2005

3.1.2 Analysis direction of factor characteristics
28개 연구 문헌에서 요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6가지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2).
 Type I: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특성 분석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Kim and Park (2011)은 기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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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와 구매한 제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영향 특성을 분석하였다. Yim and
Hwang (2021)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이 느끼는 관계 품질, 외로움,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기 요인, 위
생 요인, 유발 요인, 억제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외 8개의 문헌에서 같은 방식으로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Type II: 요인 간 관계 모형 분석
연구의 주제에 맞는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을 가설로 정하고 이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Choe and Kwon
(2012)은 소매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과 소매점 선호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을 정의한 뒤 이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Kim and Kim (2015)은 SNS 사용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
들에 대해 관계 모형을 가설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외 4개의 문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인 특
성을 분석하였다.
 Type III: 요인 간 관계 특성 분석
연구 주제에 맞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Type II와 같으나 별도 연구 모형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관계성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Jung (2008)은 미용 서비스 소비자가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요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Noh and Har (2010)은 사진의 주관적 화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였는데 만족도에 영향 요소들을 도출한 뒤에 각 영향 요소들 간 관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외 4개의 문헌에
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Type IV: 요인 도출 과정 제시
도출된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 주제에 맞는 요인들 도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과정에서 특성
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Yang (2005)은 디지털 모바일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느낄 수 있는 감성적 경험 요소를 정성적 방법으로 도
출하여 관련 요인으로 정리한 연구이다. Yang and Kim (2019)은 모바일 지도 앱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관
련된 경험 요인을 도출하여 UX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환경, 비예측성, 개별성, 감성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Type V: 요인 재구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 문헌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해당 연구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Kang (2012)은
싱글 세대를 위한 디자인 플래저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한 뒤에 이로부터 물리적 특성, 사회
적 특성, 심리적 특성, 관념적 특성의 4가지 요인으로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Kim and Lee (2011)은 자동
차 내장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관련된 요인을 재구성하였으며, Seo and Lee (2010)은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감성 품
질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감성 품질 요인을 다른 연구와 유사하게 재구성하였다.
 Type VI: 평가 대상 별 만족도 비교 분석
1개 문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Hwang (2019)은 학교 공간을 개선한 뒤에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평가 대
상을 선정 후 각 대상의 이용자들에게 내용 품질, 과정 품질, 환경 품질, 사회 품질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대한 만족
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n analysis direction of factor characteristics
Method
Type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이재인 등

Reference
Kim and Park, 2011; Han et al., 2015; Yim and Hwang, 2021; Kim
and Na, 2008; Cao et al., 2021; Im and Chin, 2017; Kim and Hwang,
2004; Kim and Na, 2020; Shin and Ji, 2014; Se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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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n analysis direction of factor characteristics (Continued)
Method

Reference

Type II: Inter-factor relationship model analysis

Lee, 2019; Choe and Kwon, 2012; Kim and Kim, 2015; Kim and Kim,
2014; Kim and Kang, 2010; Kang and Hyun, 2021

Type III: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Kim and Hong, 2004; Jung, 2008; Noh and Har, 2010; Kim et al.,
2017; Kim and Jung, 2018; Lee et al., 2012

Type IV: Suggestion of factor derivation process

Yang, 2005; Yang and Kim, 2019

Type V: factor reconstruction

Kang, 2012; Kim and Lee, 2011; Seo and Lee, 2010

Type VI: Comparative analysis of satisfaction
by evaluation target

Hwang, 2019

3.1.3 Method of evaluation or measurement
28개 연구 문헌에서 요인을 도출하고 해당 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Data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총 5가지의 Type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법 외 개별적 방법이 사용된 2가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3).
Type I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가장 많은 21개 문헌에서 설문조사 방법을 Data 수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Kim and Park
(2011)은 기혼 여성이 윤리적 제품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구매 동기와 그 과정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매 동기와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총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Type II는
감성공학기법으로 Data를 수집하였다. 감성공학기법은 일반적으로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과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등 통계 분석을 이용해 감성적 어휘로부터 중요 감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 요인과 연결시키는 방법이다(Park et
al., 2010). 대표적으로 Seo and Lee (2010)는 감성 품질과 관련된 어휘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어휘들을 그룹핑하고 사용자 조사로부
터 얻는 data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여 감성 품질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ype III는 연구 주제
에 맞는 요인 도출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그 밖에 FGI (Focus
Group Interview), 사용성 평가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1개씩 있었다.

Table 3. Classification on method of evaluation or measurement
Method

Reference

Type I: Survey

Kim and Park, 2011; Han et al., 2015; Yim and Hwang, 2021; Lee, 2019;
Choe and Kwon, 2012; Kim and Na, 2008; Cao et al., 2021; Hwang, 2019;
Im and Chin, 2017; Kim and Hong, 2004; Kim and Kim, 2015; Kim and
Kim, 2014; Kim and Kang, 2010; Kang and Hyun, 2021; Jung, 2008; Kim
et al., 2017; Kim and Jung, 2018; Kim and Na, 2020; Shin and Ji, 2014;
Lee et al., 2012; Seo, 2010

Type II: Emotional engineering technique

Noh and Har, 2010; Kim and Hwang, 2004; Seo and Lee, 2010

Type III: Expert analysis

Kang, 2012; Kim and Lee, 2011

Etc.

FGI

Yang, 2005

Usability evaluation

Yang and 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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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Method of analysis
28개 연구 문헌에서 요인을 도출하고 해당 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ata 수집 후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하여 총
5가지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법 외 개별적 방법이 사용된 3가지는 '기타'
로 분류하였다(Table 4).
Type I은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가장 많은 21개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된 방법은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모형분석 등이며 각 연구 별로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Table 5에 상세히 정리하였다. Type II는 정량적 분석을 제외한 정성적 분
석을 진행한 형식의 연구들이다. Kang (2012)는 디자인 플래저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존 연구
문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플래저빌리티 디자인 방법론 정리, 싱글 여성을 위한 플래저빌리티 속성 및 디자인 방법론 정리 등을 정
성적으로 분석 진행하였다. Kim and Lee (2011)은 자동차 내장 디자인을 위한 소재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동향, 내장 디자인 동향, 디자인 대응 및 전략 등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 진행하였다. Yang and Kim (2019)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모바일 지도 앱 UX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인터뷰하는 FGI 형식으로 분석하
였다. 그 외 기타 방법으로는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KANO, Affinity Diagram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Table 4. Classification on method of analysis
Method

Reference

Type I: Statistical analysis

Kim and Park, 2011; Han et al., 2015; Yim and Hwang, 2021; Lee, 2019; Choe and
Kwon, 2012; Kim and Na, 2008; Cao et al., 2021; Im and Chin, 2017; Kim and Kim,
2015; Kim and Kim, 2014; Kim and Kang, 2010; Kang and Hyun, 2021; Jung, 2008;
Noh and Har, 2010; Kim et al., 2017; Kim and Jung, 2018; Kim and Na, 2020; Shin
and Ji, 2014; Lee et al., 2012; Seo, 2010; Seo and Lee, 2010; Hwang, 2019

Type II: Qualitative analysis

Kang, 2012; Kim and Lee, 2011; Yang and Kim, 2019

Etc.

QFD

Kim and Hong, 2004

KANO

Yang, 2005

Affinity diagram

Kim and Hwang, 2004

Table 5. Statistical methods in 21 references
Reference

Detail methods

Kim and Park, 2011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n et al., 2015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Yim and Whang, 202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Feasibility analysis, PLS Cross-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model analysis

Lee, 201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Effect analysis

Choe and Kwon, 2012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 method,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Kim and Na, 2008

Chi-square, one-way ANOVA, t-test

Cao et al., 2021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wang, 2019

Mean, Standard deviation

이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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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istical methods in 21 references (Continued)
Reference

Detail methods

Im and Chin, 2017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test

Kim and Kim, 2015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Concentrated feasibil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Multicollinearity analysis, Goodness-of-fit analysis, Structural model analysis

Kim and Kim, 2014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Univariate general linear model, t-test, one-way ANOVA

Kim and Kang, 2010

Correlation analysis, Goodness-of-fit analysis, Structural model fit verification

Kang and Hyun, 2021

Concentrated feasibil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Multigroup analysis, Moderation
effect analysis, Hypothesis valida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nalysis

Jung, 2008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test, one-way ANOVA,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h and Har, 2010

Factor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Kim et al., 2017

Factor analysis, two-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t-test

Kim and Jung, 201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ath analysis

Kim and Na, 2020

Analysis of variance, Factor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OVA, DUNCAN Post verification

Shin and Ji, 201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MOS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Lee et al., 2012

Frequency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Seo, 2010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Seo and Lee, 2010

Factor analysis, Category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3.2 Research area on Key Question 2
Key Question 2의 답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대상 문헌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분야를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즉 연구 대상이 어떤 분야인지와 연구 목적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알기 위한 것 인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Key
Question 2의 핵심인 분야 분류에 대한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대상과 목적을 각 문헌에서 제시한 'Keywords'에서 추출하
였다. 그리고 연구 문헌에서 대상과 목적에 맞는 keyword가 없는 경우, 즉 문헌의 keywords에서 핵심 목적에 적합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문헌 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keyword로 설정하였다. 셋째,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keyword
를 유사한 분야 별로 Grouping하여 해당 Group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정의하여 최종 분야를 정리하였다.

3.2.1 Research target
Table 6은 앞서 제시한 과정에 따라 연구 대상을 각 문헌의 keywords로부터 도출한 뒤 이를 대상 별로 Grouping하고 포괄 명칭을 설
정한 것이다. Keywords로부터의 대상은 28개의 문헌 모두 각 주제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그것을 상위 개념으로 Grouping을 한 결과,
특정 제품, 공간, SW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상인 것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형의 HW가 있는 제품이
7건,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공공장소가 4건, PC나 Mobile Device에서 제공되는 SW가 4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2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사람인 경우가 2건이었다. 이로부터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연구 관련된 분야에서 먼저, 연구 대상
으로 각 문헌에서 직접 도출한 Keyword 기준으로는 공통 대상이 없이 모두 달랐다("Keyword in Reference" 항목). 그래서 대상들을 상
위 개념으로 Grouping 하였을 때는 서비스, 제품, 공공장소, SW, 브랜드, 사람 순으로 대상이 되었다("Research Target & Count" 항목).
즉, 서비스나 제품 같은 실제 감성적인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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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tegorization of research target
Reference

Keyword in reference

Choe and Kwon, 2012

Retail store

Im and Chin, 2017

Spa service

Kim and Kang, 2010

E-learning

Kang and Hyun, 2021

Delivery service

Jung, 2008

Beauty salon

Kim et al., 2017

Internet shopping mall

Kim and Jung, 2018

Marine leisure industry

Kim and Na, 2020

Online shopping mall return

Shin and Ji, 2014

Hotel room deals

Kim and Park, 2011

Ethical product

Kim and Na, 2008

Mountaineering clothes

Kim and Hong, 2004

Brassiere

Yang, 2005

Digital mobile

Noh and Har, 2010

Digital camera

Kim and Lee, 2011

Car interior

Kim and Hwang, 2004

Shoes

Han et al., 2015

Exhibition

Lee, 2019

Market

Hwang, 2019

School space

Kim and Kim, 2014

Public library

Yim and Whang, 2021

Mobile messenger

Kim and Kim, 2015

Social networking service

Yang and Kim, 2019

Disabled wheelchair map

Seo and Lee, 2010

User interface design

Cao et al., 2021

Brand image

Lee et al., 2012

SPA brand

Kang, 2012

Single generation

Seo, 2010

Cultural tourism commentator

Research target & count

Explanation on research target

Service (9)

Providing intangible services
by utilizing specific products,
spaces, software, etc.

Product (7)

Type of HW product

Public place (4)

Space for people to active

SW (4)

SW provided by PC or
Mobile Device

Brand (2)

The brand of a particular
product or service

Person (2)

A person who is not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3.2.2 Research objective
Table 7은 앞서 제시한 과정에 따라 연구 목적을 각 문헌의 keywords로부터 도출하되, 적합한 keyword가 없는 경우 문헌의 본문 내용
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keyword로 설정하고("Detail Objective in Reference" 항목), 이를 포괄할 수 있는 keyword로 최종 연구 목적
을 정리한 것이다("Research Objective" 항목). 가장 많은 연구 목적으로 도출된 것은 '고객 만족'(12건)이고, 그 다음이 '감성'(3건), 그
리고 '사용자'(3건)다. 이로부터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목적의 keyword로 해석된다. 그 외 문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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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씩 세부 목적으로 정리된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소재 만족도부터 화질 평가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들이 있었다.

Table 7. Categorization of research objective
Research objective

Client satisfaction

Emotion

User

Etc.

Detail objective in reference

Reference

Client satisfaction

Kim and Na, 2020; Lee et al., 2012

Client satisfaction index

Kim and Park, 2011; Han et al., 2015; Lee, 2019; Kim and Na,
2008; Cao et al., 2021; Im and Chin, 2017; Kim and Hong,
2004; Kim and Kim, 2015; Jung, 2008; Kim et al., 2017

Emotional experience

Yang, 2005

Emotional satisfaction

Kim and Hwang, 2004

Emotional quality

Seo and Lee, 2010

User experience

Yang and Kim, 2019

User satisfaction

Kim and Jung, 2018; Shin and Ji, 2014

Material satisfaction

Kim and Lee, 2011

Shopping mall Loyalty

Kang and Hyun, 2021

Joy

Kang, 2012

Job satisfaction

Seo, 2010

Learning effect

Kim and Kang, 2010

Resolution evaluation

Noh and Har, 2010

Satisfaction with space design

Hwang, 2019

Life satisfaction

Yim and Whang, 2021

Service quality

Kim and Kim, 2014

Preference factor

Choe and Kwon, 2012

4.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한 감성 품질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
여 유사 요인 도출 과정을 체계화하는데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론 관련 연구들을 체
계적 문헌 고찰 기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2개의 가설적 질문을 설정하고 이 질문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라는 가설적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요인 도출이 가장 앞서 수행되었다. '감성 만족도 품질 요인'이라는 keyword 관련 논문들이므로 이 과
정에 먼저 수행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이 과정은 모두 7개의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로부터 요인을 재구성하여 설
문 구성'과 '선행연구로부터 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설문 구성'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요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도출된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라는 연구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6개의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만
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특성 분석', '요인 간 관계 모형 분석', '요인 간 관계 특성 분석'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그 분석 방향에
맞춰 평가를 수행하거나 측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은 모두 5개의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은 앞서 정리된 내용에 기반하여 진행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도 모두 5개의 Type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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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첫 번째 가설적 질문에 대한 결과는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도출하
는 연구 진행 시 일정한 패턴으로 참고하여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 분야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라는 가설적 질문에 대하여 연구 분야를 연구 대상과 연구 목
적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은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 제품, 공공장소, SW,
브랜드, 사람 순으로 대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서비스나 제품 같은 실제 감성적인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주요 연
구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은 2개 이상의 문헌에 해당하는 3가지의 구분과 하나의 문헌에만 해당하는 6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4가지 구분에 해당하는 고객 만족, 감성, 사용자가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 관련 연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목
적의 분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감성 품질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특히 요인 도출 과정  도출된 요인 분석 방법  평가 및 측정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의 4단계로 정리된 체계에
따라 유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서비스, 제품 등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와 고객 만족,
감성 등의 목적을 참고하여 이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 개발하거나 반대로 아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
하는데 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성 품질 만족도 요인'이라는 keyword로 검색하여 도출되는 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있다. 첫째 핵심 keyword인 '요인'을 제외한 '감성 만족도'나 '감성 품질'만을 keyword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연구 문헌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연구임에도 이 keyword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들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것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점
이 있다. 그리고 검색 Database를 Dbpia.co.kr 사이트로 한정하지 않거나 해외 연구 문헌으로 확대를 하면 더 많은 연구 문헌이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검색 keyword를 더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된 요인 도출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해외
유사 연구 문헌으로 확대를 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 과정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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