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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시나리오



이름  : 유아이

나이  : 24세 

키  : 163 cm

몸무게  : 48.5kg 

혈액형  : A형

가족관계  : 부모님. 3남매중 장녀 

학교  : 상명대학교 

사는 곳  : 본집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3동 801호
              자취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24-14번지 다보타운 301호

부모님 사업을 하셔서 금전적 여유가 있음, 가족여행을 자주다님.

● 친구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디를 가든 자신이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 스마트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엄청 많다. 직접 기사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한다.

● 모임,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숙박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숙박에 대한 개인 블로그 까지 운영하고 있다.

● 생각보다 적응은 빨리 하는 편은 아니다. 지도나, 정보를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 해결이 어렵다.

● 낯선곳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매우 오래걸리고 당황을 매우 많이 한다.

● 정리정돈을 좋아하지만, 귀찮아해 매번 잘 하지 않는다. 

● 무언가 쌓아두면 정리를 하려하지 않아 바로바로 치우려 노력을 한다.

● 정리정돈에 대해 어려워 하는 편이다.

User Persona

아이유씨는 성격이 밝고 쾌활하나 귀찮음이 많다 특히 먹고 나며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반면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것 새로나온 음반이나 책 등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저 호기심이 많아서 좋아할뿐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반면에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도 하고 다닌다. 주로 자신이 알려주고 나면 상대방이 유아이씨보다 더 잘활용을 

한다. 평소에 스마트폰 mp3 등을 손에 붙여놓고 살다싶이 하고 주로 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또 자신이 좋아하는 

맛집이나 새롭게 놀러갈곳을 주로 찾아보고 또 펜셔이나 리조트 레지던스 호텔등에 대해서도 자주보곤하고 메모를 하여두는 습관이 있고 블로그에도 자주 

올린다. 이렇게 알아둔 정보를 바탕으로 친구들을 선동해서 틈만나면 자주 놀러간다. 또 놀러가면 자신이 사용하던 곳이 아니면 쉽게 당황을 해서 주방에서 

접시를 떨어뜨린다던지 하던 행동을 까먹어서 일을 망치거나 쉽게 할일도 오래하는 습관이 있다. 또 지저분한 것을 싫어해서 자신이 사용해야되는데 

지저분하거나 난잡한 상태라면 매우 불쾌해하면 일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자신도 사용하고 난 후에 정리를 하려하지만 귀찮음과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에 자신감을 잃고 쉽게 포기를 하며 부모님이나 다른사람을 통해 정리정돈을 맡긴다.



  유아이는 24세의 대학생이다. 연말에 친구들과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강원도 평창에 새로 생긴 생츄어리 스키장에 놀러가기로 했다.

 

  유아이는 펜션보다는 비싸지만 호텔보다 저렴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한 레지던스에 머물기로 정하고, 사먹는 것보다 다 같이 요리를 해먹기를 

원해서, 음식재료를 직접 구매해 레지던스에서 요리해 먹기로 했다. 유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메뉴를 정하고, 친구들과 같이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새로운 시설이라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기본적으로 여러 호텔을 다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방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 음성과 함께 AR시스템이 작동 되었다. 이 시스템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던 호텔에서 사용을 해본 주방 AR 시스템이였다. 

  주방에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수도, 전자레인지, 싱크대, 오븐, 냉장고, 환풍기등의 위치가 AR 시스템으로 보여 졌고,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물건을 생각해봤다. 재료 등을 담을 그릇과 냄비, 그리고 김치를 썰을 때 쓰이는 칼과 도마,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칼, 국자, 식용유, 김치를 

볶을 때 쓰는 후라이팬, 두부, 팽이버섯, 갖은 재료를 다질 때 쓰는 다지기, 등이 필요했다.

  유아이는 처음 와본 레지던스 주방에서 보다 빠르고 손쉽게 요리를 하기위해서 키친 아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처음에 김치를 잘라야 했기 때문에, 담을 그릇과 도마, 칼 위치를 찾아야 했는데, 많은 수납장들 중에 일일이 다 열어 볼 수가 없어, 키친 아이시스템을 이용해 

음성으로 위치 정보를 물어보았다. 수납장에서 화면으로 도구에 대한 위치 정보가 보여지고, 유아이는 손쉽게 시간을 절약해서 도구를 꺼내 쓸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후라이팬, 냄비, 식용유, 등등 다양한 주방 도구들을 손 쉽게 키친아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 낼 수 가 있었다. 냄비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찌개에 맞는 냄비를 사용하고 싶어서, 냄비의 위치 정보를 다 파악해서, 원하는 냄비를 직접 골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요리를 마치고 식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

  유아이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알기 쉽고 요리를 편하게 해주는 키친아이와 레지던스가 마음에 들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정리를 하려고 유아이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스템이 주방에 구비되어 있는 세제와 수세미의 위치를 알려주고, 냄비와 접시를 닦아 놓고, 어디다 다시 가져다 두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키친아이가 접시와 냄비 등의 원래 있던 곳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유아이는 키친아이가 정리정돈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도구들을 씻고 바로바로 키친아이가 화면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 유아이는 레지던스 주방이 자신이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주방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난생 처음가보는 레지던스에서도 키친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집에 주방처럼 익숙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User Scenario

아이유씨는 성격이 밝고 쾌활하나 귀찮음이 많다 특히 먹고 나며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반면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것 새로나온 음반이나 책 등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저 호기심이 많아서 좋아할뿐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반면에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도 하고 다닌다. 주로 자신이 알려주고 나면 상대방이 유아이씨보다 더 잘활용을 

한다. 평소에 스마트폰 mp3 등을 손에 붙여놓고 살다싶이 하고 주로 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또 자신이 좋아하는 

맛집이나 새롭게 놀러갈곳을 주로 찾아보고 또 펜셔이나 리조트 레지던스 호텔등에 대해서도 자주보곤하고 메모를 하여두는 습관이 있고 블로그에도 자주 

올린다. 이렇게 알아둔 정보를 바탕으로 친구들을 선동해서 틈만나면 자주 놀러간다. 또 놀러가면 자신이 사용하던 곳이 아니면 쉽게 당황을 해서 주방에서 

접시를 떨어뜨린다던지 하던 행동을 까먹어서 일을 망치거나 쉽게 할일도 오래하는 습관이 있다. 또 지저분한 것을 싫어해서 자신이 사용해야되는데 

지저분하거나 난잡한 상태라면 매우 불쾌해하면 일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자신도 사용하고 난 후에 정리를 하려하지만 귀찮음과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에 자신감을 잃고 쉽게 포기를 하며 부모님이나 다른사람을 통해 정리정돈을 맡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