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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를 사용자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 분석과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서비스 현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2차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을 6가지 사용성 원칙으로 재구성하여 설문을 설계한 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음의 경우 사용자의 관심사나 취미에 기초한 프로필을 추가로 도입하여 매칭의 정확도 개선
이 필요하였다. 정오의 데이트 경우 사용자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카드 분류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개선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후 진행될 다른 분야의 사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이음, 정오의 데이트, 심층 인터뷰

Abstract The study evaluates user experiences of I-um and Noondate, typical Social Dating Mobile Application Service
in Korea, to suggest guidelines that are more user-centered and useful. I did some literature research followed
with evalu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s, present conditions. Also, I recasted to the six principles of “Honey
comb model" by Peter Morville to conduct an in-depth interview. The result indicate that I-um needs to
improve accuracy of matching system by checking user's interest and detailed profile. Noondate needs to
develop the cards sorting systems so that user can supervise themselves. I expect this study will become a
good resource for upgrading user experiences of Social Dating Service. I also believe that this study can guide
other studies about user experience in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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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고찰
2.1 사용자 경험의 정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

사용자 경험은 본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HCI:

일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오늘날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나

였으나 인지심리학자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누고 구분 지어 설명하는 것이 무색해졌다. 지금 이 순간

에 의해 디자인영역에 소개되었다. 그가 속한 닐슨 노먼

에도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에서 시공간의

그룹에서는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기업, 서비스, 기업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

의 제품과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모든 측면의 경험’이라

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찾기 위해 위

고 정의한다[2]. 하지만 최근 들어 융합적 사고의 영향 등

치 기반, 관심사 기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만남을

으로 인하여 디자인 영역 간 구분이 흐려지고 있으며, 새

주선하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로 모여들고 있다. 국내·외

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경우는 그 영

를 막론하고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여전히

역을 정확히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3].

뜨겁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국내 소셜 데이팅 서
비스 현황을 보면 관련 업체는 170여 개로 이들이 확보한
회원 수는 330만 명에 이르며, 시장 규모는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와 더불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사용자들의
절반가량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음란한 대화 등의 피해
를 겪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1].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논
문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자 경험 연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
을 절감하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이
음, 정오의 데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Fig. 1] Element of UX(User Experience)

할 필요 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g. 1]은 제시 제임스 가렛(Jesse James Garrett)가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국내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중 사용자가 가장 많은 상위 두 업체를 비
교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였다. 먼저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정의, 소셜 데이팅의 정의, 국
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국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2차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을 재구성하여 설문을 설계한 뒤 심층 인터
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경험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정의한 내용이다. 제
시 제임스 가렛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 경험의 구성 요
소는 인식, 지각, 감정, 행동의 4가지로 요소로 나누어진
다[4]. 이 요소들의 접점에는 경험에 대한 전시 디자인,
패션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다양한 응용분야와 요소들이
생성된다고 한다[5].

2.2 소셜 데이팅의 정의
면대면의 관계 맺음이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던 과거에
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일반적이었고, 이성 간의 만남도 사람이 중간 매
개가 되어 주선하는 중매가 보편적이었다. 이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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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방식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을 매개로 만

규모의 소셜 데이팅 서비스로써, 이음 서비스는 키워드,

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온라인 데이팅 서

사진, 나이, 지역에 따라 유료회원들을 나누고, 나눠진 그

비스이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시초는 1993년 미국

룹 내에서 남녀회원들을 연결해준다. 가입 조건은 만 39

의 게리 크리멘(Gary Kremen)이 신문 지면에 청혼 광고

세 이하 남녀다. 회원이 되면, 매일 낮 12시 30분에 한 사

를 내던 것에 영감을 얻어 이를 인터넷에 옮겨온 것으로,

람씩 데이트 상대의 신상정보가 휴대폰 또는 홈페이지의

1995년 시작한 매치닷컴(Match.com)이 그 출발점이다.

창에 뜬다.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기본 신상정보를 검색

하지만 당시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정통적 방

할 수 있는데, 검색 후 OK를 보내면, 곧 데이트 상대방과

식의 관계 맺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연결된다[8]. 하지만 검색 후 24시간 내에 1명을 선택하

만남은 짝을 찾기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

여 승낙을 보내야 하며, OK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료결제

정도로 여겨지면서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6]. 이후

가 필요하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등장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새
로운 짝을 매칭해주는 소셜 데이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4.2 정오의 데이트

정오의 데이트는 2010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기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매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정

2.3 국내 소셜 데이팅의 유형

오의 데이트 서비스는 이상형, 관심사, 지역, 나이, 호감

한국소비자원의 소셜 데이팅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도 등을 기반으로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며, 페이스북 연

국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유형을 재분류한 결과 이성

동을 통해 지인과의 만남을 배제할 수 있다. 매일 정오에

을 주선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2명의 이성을 소개받으며, 이 중 한 명의 프로필만 선택

있다. 운영자가 주선해주는 1:1 주선과 사용자가 능동적

하여 열람할 수 있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이후 상대

으로 원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선택형, SNS형, 게임 방식

에게서도 관심을 받으면 서로의 이름이 공개되고 대화방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Table 1>은 주선방식에 따른

이 열린다. 이 외에도 매일 소개팅 및 이성평가 테스트를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낸다[7].

통해 여러 명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 평가 후에는 아이
템(캔디)을 제공하여 유료결제 없이 다양한 만남이 가능

<Table 1> Categorization of the Social Dating
Service
Category

Service
I-um,
Operator
Cocoabook,
Type
Noondate,
Echu
Interested,
Choice Type On My League,
You&I
1km,
SNS
Date Q,
Type
Soaeyo
Game
Type

Bombling,
Ideal Audition,

Contents
Operator matches the people
based on profile
User chooses the person they
want in blind date system
User chooses the person they
want by location based service
and social network service
User chooses the person they
want by clearing the mission or
game together

하다.

2.5 국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현황
국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는 2010년 이래로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중개하는 서비스, 특정 종교나
집단끼리의 만남을 중개하는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서
비스, 모바일 위치기반 연동기술에 의한 서비스 등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데이팅 서비스들로 계
속 확장되고 있다[9]. 현재 약 17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330만 명으로 추정 된다. 해당 서비스 사용자
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1만 8,398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기준 시장 규모는 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된

2.4 국내 소셜 데이팅의 특징
2.4.1 이음

이음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시

다[10]. <Table 2>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앱 애니(App Annie)에서 발표한 2015년
Retrospective 보고서의 일부로 한국 상위 앱 매출 순위
를 포함한다[11].

작했다. 150만 이상의 누적 회원 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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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Sales of iOS Korea & Google
Play High Rank Application, 2015
Rank
1
2
3
4
5
6
7
8
9
10

Application
Kakao Talk
Lezhincomics
Kakao Page
MelOn
Noondate
I-um
Bugs
Amanda
LINE PLAY
pooq

Company
Daum Kakao
Lezhin
Daum Kakao
LOEN
Mozzet
Iumsocius
Neowiz
DORSIA
LINE
pooq

2015년 국내 전체 애플리케이션 매출 순위 10위 권 내
에는 ‘정오의 데이트’, ‘이음’, ‘아만다’가 각각 5위, 6위, 8

3.2 사용성 원칙의 재구성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 각 서비스 사용자 경험 측정을
위하여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 6가지 사용성 원칙을 이용하였다. 허니콤은
단순히 사용성으로만 여겨지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개념
을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 이해를 돕는 도
구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유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13]. [Fig. 2]는 피
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 7가지 원칙 중 가치성(Valuable)
을 제외한 기존의 6가지 사용성 원칙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14].

위로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시장성을 증명하고 있다.

3. 실험 방법 및 분석 결과
3.1 실험 대상 선정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셜 데이팅 서비
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를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대상자 선별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의 절반이 20
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남성 사용자의 42%가
20대 중반, 여성 사용자의 49%가 20대 초중반으로 조사

[Fig. 2] Reconstitution of The User Experience
Honeycomb, Peter Morville [15]

됐다[12]. 이를 토대로 <Table 3>과 같이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속해

3.3 실험 방법

서 이용 중이며, 실제 매칭 상대를 만난 적 있는 20대 초

본 연구는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중반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able 3> User profile of In-depth Interview
Gender
female

Age
21

female

23

female

24

female

24

female

26

female

26

female

27

female

27

Job
employee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tudent
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employee

Experience of Application
I-um, Noondate, Amanda

사용자 경험의 사용성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려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
6가지 사용성 원칙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
였다. 심층 인터뷰 질문지는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작성

I-um, Noondate, You&I, Tinder, 1km

되었으며 기간은 2016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4일

I-um, Noondate, Amanda, You&I,
Cocoabook

까지 진행되었다.

I-um, Noondate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은 화면 중앙에 각종 배너
와 함께 매일 도착하는 프로필 카드가 순서대로 나타나

I-um, Noondate, Amanda, Tinder

고, 화면을 터치하면 해당 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I-um, Noondate, Amanda

하게 설계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 화면을 위로 당기

I-um, Noondate, Amanda, You&I,
Skypeople
I-um, Noondate, Amanda, Tinder

면 새로 고침, 아래로 당기면 지난 소개팅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조금만 위치를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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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터치할 경우 아이폰 자체 설정이나 알림이 튀어나

다. 이음은 본인인증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사용자의

오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정오의 데이트는 매일 도착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지만, 비교적 간

하는 두 개의 프로필 카드가 한 화면에 배치되어 하나를

단한 프로필로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고르는 방식이라 어려움이 없었다. 스크롤을 내리면 취

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정오의 데이트 경우

향카드, 테마카드 등이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참여가 가

비교적 자세한 프로필 작성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능하다. 하지만 버튼이 작아 잘 못 눌릴 경우가 종종 발

본인인증과 페이스북 연동을 사용자의 선택으로 돌려 사

생하는데, 이때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불편했다.

용자가 원한다면 이를 통해 프로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이 만족스러웠다.
검색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은 상단에 알림 메시지와
스토어 바로 가기 메뉴가 있고, 하단에 이음 선택권, 마이
페이지, 더 보기 메뉴가 있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필
요가 없어 편리했다. 정오의 데이트는 상단에 캔디(유료
아이템)와 관심 친구 기능이 있고, 목록페이지가 있어 손
쉽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비교적 다양한 콘텐
츠를 적절한 페이지로 분배하여 검색이 어렵지 않았다.
유용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은 운영자 지정 방식 한 가
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OK를 선택할 때
유료결제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가능성

[Fig. 3] Average radial graphs of In-depth Interview

이 높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정오의 데이트는 운영
자 지정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 여러

매력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은 간단한 프로필 작성으

명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로 간편함을 최대화하였고, 사진 인증으로 배지를 획득

내 취향 이성을 평가하고 이상형을 설정해서 이상형과

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재미있었다. 정오의 데이트 경

몇 퍼센트나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

우, 하루 한 번 제공되는 카드 이외에도 취향카드, 테마카

러웠다.

드 등을 선택 할 수 있고, 인연 찾기나 셀프 소개팅 등 다
양한 콘텐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또
한 호감도를 체크하면 캔디(유료아이템)를 지급하기 때

3. 결론

문에 유료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 모두 전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이

송된 프로필 카드를 터치하면 해당 프로필로 바로 연결

음, 정오의 데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되고, 서로가 승낙하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결되는 단

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순한 프로세스라 접근성이 좋았다. 하지만 정오의 데이

할 필요 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트 경우 관심을 표현한 상대의 프로필을 확인할 때,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은

전에 온 카드의 프로필을 먼저 열람하고 거절하거나 수

다음과 같다.

락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음의 경우, 본인인증과 프로필을 통한 기본 매칭 시
스템에 주력하고 있어서 쉽게 참여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이음과 정오의 데이트 모두 프

다. 하지만 운영자 지정 방식의 매칭시스템 하나로 운영

로필 작성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이 다소 단순하고 부족하게

하게 되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드러났

느껴진다. 따라서 이음은 다양한 프로필 설정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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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관심사, 취향 등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대방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료 콘텐츠 이외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정오의 데이트 경우, 매칭카드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pp247-256, 2014
[4] Doo Won Cha, User Experience, IT R&D Policy
Review, Vol 5, No 1, p5, 2011.
[5] Seung Yun Lee, Seung In Kim, Evaluation for User
Experience

about

Interface

Design

of

통해 더 많은 사용자가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매칭

Video-Sharing Website –Mainly with Analysis on

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로필 확인

‘YouTube’ and ‘Vimeo’-, Journal of Digital Design,

후 바로 삭제를 하고 싶어도 1주일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는 점이 불편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카드 분류 방법을 통

Vol 14, No 8, pp423-429, 2016
[6] Hyo Jung Lee, Yoon Ho Choi, Byoung Yup Lee, Jae

해 사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Won Lee, Analysis and Design on Mobile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신뢰성 부분의 경우,

Application Based Social Dating Contents, Journal

애플리케이션 내의 채팅에서 개인 메신저로 넘어가는 사
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그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만남 이후 후속 조치나 관리 없이 단순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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