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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음악 서비스 사례를 통한
프로토 퍼소나의 적용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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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pplication Effectiveness of Proto Persona
through the case of mobile music service
Hwa-Young LEE1), Jong-Hoon Choe2)

요 약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추천리스트보다 재생목록에서 원하는 곡
을 선택하여 감상한다. 최근 UX에서는 사용자 인터뷰 전에 프로토 퍼소나를 만들어 가설을 빠르게
검증하는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제작한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의 프로토 퍼소나를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제작한 퍼소나와 비교하여 프로토 퍼소나의 효용성
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프로토 퍼소나를 위한 잠재적 솔루션을 제작하여 퍼소나의 잠재적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즉,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추정된 사용자의 행동패
턴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만든 행동패턴을 대체할 수 있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만든 프로토 퍼
소나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만든 퍼소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
다. 향후 프로토 퍼소나를 통해 만든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의 솔루션이 개발되어 음악 추천 서비
스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 행동패턴, 프로토퍼소나, 퍼소나, 모바일음악, 린UX

Abstract
Despite the advancement of the mobile music recommendation service, the user selects and listens to a
desired song from the playlist rather than the recommendation l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ss of proto persona by comparing the proto persona of mobile music recommendation service
produced by desk research with the persona produced by user interview. This is to prove that potential
solutions for the proto persona can lead to potential solutions for the persona. In other words, I tried
empirical studies that the behavior pattern of the user estimated through the desk research can be replaced
with the behavior pattern created by the user interview,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proto persona created
through the desk research can replace the persona created through the user interview. I hope that mobile
music recommendation service solution developed through proto persona will provide better experie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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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린 UX에서 프로토 퍼소나는 “누가 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지 또는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추정
으로써, 계속되는 조사를 통해 최초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빠르게 알아내고 퍼소나를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1] 그러나 최근 5년간 프로토 퍼소나에 관한 연구는 프로토 퍼소나의 일부
서비스디자인 적용사례에 국한되고 있다.[2] 본 연구의 가설은 (H1)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추정된
사용자의 행동패턴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만든 행동패턴을 대체할 수 있고 (H2) 데스크 리서치
를 통해 추정된 사용자의 행동패턴으로 만들어진 프로토 퍼소나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만든 퍼
소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음악 추천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로토 퍼소나
를 검증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바일 음악 추천방식을 알아보고자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2. 본론
2.1 프로토 퍼소나(Proto-Persona)의 정의
린 UX에서 제프 고델프의 ‘프로토 퍼소나‘는 사용자의 이미지와 이름, 형태적 인구통계학 정보,
페인 포인트와 니즈, 잠재적 솔루션을 빠르게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1] 이와 유사하게 킴 굿윈
의 잠재‘퍼소나(Provisional Persona)’는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 이름, 간단한 목록, 사용 목적만을
포함한다.[3] 또한 로만 피클러의 ‘애자일 퍼소나(Agile Persona)’는 사진과 이름, 설명, 사용 목적만
을 포함한다.[4]

[그림 1] 킴 굿윈의 잠재 퍼소나 [3]

[그림 2] 제프 고델프의 프로토

[그림 3] 로만 피클러

[Fig.1] Provisional Persona

퍼소나 [1]

애자일 퍼소나 [4]

[Fig.2] Proto-Persona

[Fig.3] Agile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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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 분석
2014년 조사결과[5] 스마트폰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빈도는 게임,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부터 세계 디지털 음원산업은 기존의 다운로드 판매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편

되고 있는데, 주문형 스트리밍과 다르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
는 장점이 있다.[6] 특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멜론 등 주문형과 라디오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스트리밍이 라디오형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우세하다.[7]

[그림 4] 스포티파이의

이주의

[그림 5] 애플뮤직의 오늘의

[그림 6] 멜론의 나는 지금

발견 [8]

재생목록

[Fig.4] Spotify Discover Weekly

[Fig.5] Apple

[Fig.6] Melon

Music Playlists

I am now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의 추천 방식은 대부분 메뉴 내비게이션을 통한 스트리밍 음원 재생방
식인데, 사용자들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감상하는 편(72.3%)이 추천리스트를 선택하여 감상하는 편(27.7%) 보다 많았다.[9]

2.3 프로토 퍼소나 및 퍼소나 제작
(P1)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모바일 음악앱 연령대별 사용자비율[10] 남녀비율[11] 모바일 음악서

비스 이용행태[12]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 주 이용방식[10] 음악서비스 이용동기
[13]의 행동변수를 기초로 사용자 행동패턴을 수집하였다.
[표 1]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 행동패턴
[Table. 1] Behavior patterns collected through desk research
변수
이용연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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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속성
30대 (23.0%)

2차 속성
40대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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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별 [11]
이용빈도 [12]
이용시간 [12]

남자 (50.9%)
하루 평균 30분~1시간 이용 (43.5%)
출퇴근 또는 이동 시 (56.5%)

이용방식 [10]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감상 (72.3%)

음악유형 [10]

음악전문 예능에서 소개된 음악 (58.5%, 복수
응답)

감정동기 [13]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감정에 보다 충실
할 수 있다. (평균 3.65)

사회적 영향 동기 [13]
여가 및 오락 동기 [13]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음악서
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2.78)
음악이 좋기 때문에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4.16)

정보탐색 및 큐레이션 동
기 [13]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4.06)

낮은 비용 동기 [13]

저렴한 이용요금은 음악서비스의 중요한 요
소이다. (평균 3.71)

여자 (49.1%)
하루 평균 30분 미만 이용 (25.5%)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23.5%)
서비스 내 추천 리스트를 선택하여 감상
(27.7%)
음악서비스 내 인기차트 음악 (50.8%, 복
수응답)
어려운 일을 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얻기 위해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3.23)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2.67)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음악서비스를 이용한
다. (평균 4.12)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에 대
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음악서비스를 이
용한다. (평균 3.38)
해야 하는 힘든 일이나 공부를 잊을 수
있어서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3.40)

(P2) 데스크 리서치의 행동패턴을 바탕으로 프로토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양식은 제프 고델프[1]

를 참고하였다.
[표 2] 데스크 리서치로 만든 퍼소나
[Table. 2] Persona made by desk research

고영준 (33,남)

[14]

인구통계학 정보
직장인이며, 음악감상을 좋아한다.
출근 시 30분/퇴근 시 30분 멜론 앱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다.
페인 포인트(Pain Point)와 니즈(Needs)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추천된 곡을 일부러 듣지는 않는다.
유행에 뒤쳐지지 않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곡을 발견하고 싶다.
잠재적 솔루션
사용자가 추가한 재생목록을 기본으로 재생하되, 추천곡을 가끔 들려주는데, 추
천곡의 비율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P3)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행동패턴을 수집하였다. 사용자 인터뷰에는 총 5명의 여성(20대 2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이 참여하였다.
[표 3]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행동패턴
[Table. 3] Behavior patterns collected through user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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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속성

변수
이용연령

20대 (U3) (U4)

이용빈도

하루 평균 30분~1시간 (U1) (U3) (U4) (U5)

이용시간

출퇴근 또는 이동 시 (U1) (U3)

2차 속성
30대 (U1), 40대 (U2), 50대 (U5)
하루 평균 30분 미만 이용 (U2)
예전보다는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여유시
간이 없어서 음악 듣는 시간이 줄었다.
일할 때 실내에서 (U2) (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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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음악유형
감정동기
사회적 영향 동기
여가 및 오락 동기
정보탐색 및 큐레이션
동기
낮은 비용 동기

이동시간이 길면 음악을 오래 듣는다.
원하는 곡을 재생목록에서 선택하여 감상 추
천 리스트를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다. (U1)
(U5) 추천되는
곡이 취향과 다르다, 추천
리스트가 재생목록에 모두 추가되어 재생목
록을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다 (U4)
음악서비스 내 인기차트 음악
장르가 편향돼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U3)
(U4)
음악에 집중하게 돼서 시간이 잘 간다. (U2)
(U3)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한다.
(U1) (U3) (U5)
사운드가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U1)
분위기가 일관되게 듣는다
(U3) (U4) (U5)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U1) (U3) (U4)
월정액이 저렴해서 좋다. (U3) (U4)

아침에 실내에서 (U5)
서비스 내 추천 리스트를 선택하여 감상
다양한 음악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듣는
다. (U3)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
는 폭이 넓어진다 (U2)
음악전문 예능에서 소개된 음악 (U2)
활력이 생기는 노래를 듣는다. (U1) (U4)
피로를 푼다 (U5)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U2) (U4)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음악서비스를 이용한
다. (U2)
유투브나 페이스북에서 취향이 비슷한 음
악을 추천 받는다. (U2) (U5)
곡별로 결제해서 다운받는다 (U1) (U5)

(P4)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양식은 킴 굿윈[3]의 퍼소나 목록과 이야기를

참고했다.
[표 4] 사용자 인터뷰로 만든 퍼소나
[Table. 4] Persona made by user interviews

이효경 (29,여)

직업 : 직장인
취미 : 음악 감상
특기 : 노래 부르기

현재 이용중인 음악 앱
멜론 앱을 10년째 월정액으로 결제하고 있다.
출근 시 30분, 퇴근 시 30분씩 음악을 듣는다.
음악 추천서비스 이용 경험
사운드나 분위기가 좋은 곡을 재생목록에 담아 듣는 편이다.
재생목록을 재생시키면서 추천리스트에서 들을만한 곡이 있는지 탐색한다.
추천리스트를 재생시켜서 재생목록에 추가됐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는데 일부
러 추가했으니 몇 번 랜덤으로 재생되는 것을 들어보면서 삭제할 계획이다.
추천 리스트에서 재생목록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목적
재생목록과 추천목록 간의 이동이 쉬우면 좋겠다.
다양한 음악을 들어서 듣는 폭을 넓히고 싶다.
잠재적 솔루션
사용자가 추가한 재생목록을 기본으로 재생하되, 추천곡을 가끔 들려주는데, 추
천곡의 비율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2.4 프로토 퍼소나 검증
(P1)과 (P3)의 행동패턴 비교 결과 (P1)의 1,2차 속성에 (P3)의 1,2차 속성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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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행동패턴 비교
[Table.5] Behavior pattern comparision
변수
이용연령
이용성별
이용빈도
이용시간

테스크리서치의 행동패턴

사용자인터뷰의 행동패턴

30대 (23.0%)

30대 (U1)

40대 (21.7%)
남자 (50.9%)

40대 (U2)

여자 (49.1%)
하루 평균 30분~1시간
(43.5%)
출퇴근 또는 이동 시 (56.5%)

포함

여자 (U1) (U2) (U3) (U4) U5)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감상 (72.3%)

포함

하루 평균 30분~1시간

일치

(U1) (U3) (U4) (U5)
출퇴근 또는 이동 시
(U1) (U3)
원하는 곡을 재생목록에서 선택하여 감
상, 추천 리스트를

이용방식

비교결과

일부러 선택하지 않

는다. (U1) (U5)
추천되는

일치

곡이 취향과 다르다, 추천 리

구체화

스트가 재생목록에 모두 추가되어 재생

음악유형

감정동기

음악전문 예능에서 소개된 음악 (58.5%,

목록을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다 (U4)
음악서비스 내 인기차트 음악, 장르가

복수응답)

편향돼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U3) (U4)
음악에 집중하게 돼서 시간이 잘 간다.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감정에 보다

(U2) (U3)

충실할 수 있다. (평균 3.65)

활력이 생기는 노래를 듣는다.

(U1)

구체화

구체화

(U4)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한
사회적 영향
동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2.78)

다. (U1) (U3) (U5)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음악서비스

구체화

를 이용한다. (U2) (U4)
사운드가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여가 및 오락
동기

정보탐색 및
큐레이션 동기
낮은 비용 동기

음악이 좋기 때문에 음악서비스를 이용

(U1)

한다. (평균 4.16)

분위기가 일관되게 듣는다 (U3) (U4)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싶

어서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평균 4.06)
저렴한

이용요금은 음악서비스의 중요

한 요소이다. (평균 3.71)

(U5)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구체화

듣고 싶

어서 음악서비스를 이용한다. (U1) (U3)

일치

(U4)
월정액이 저렴해서 좋다. (U3) (U4)

일치

한편 (P2) 프로토 퍼소나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는 (P4) 퍼소나의 이용 경험과 목적에 포함되면
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표6] 퍼소나 비교
[Table.6] Persona compar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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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프로토 퍼소나

퍼소나

비교결과

인구통계학 정보1

직장인이며, 음악감상을 좋아한다.

멜론 앱을 10년째 월정액으로 결제하고
있다.

구체화

인구통계학 정보2

출근 시 30분/퇴근 시 30분 멜론
앱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다

페인포인트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니즈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추천된 곡을 일부러 듣지는 않는다.

재생목록과 추천목록 간의 이동이
쉬우면 좋겠다.

구체화

니즈2

유행에 뒤쳐지지 않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곡을 발견하고 싶다.

다양한 음악을 들어서 듣는 폭을
넓히고 싶다.

구체화

잠재적 솔루션

사용자가 추가한 재생목록을 기본으로
재생하되, 추천곡을 가끔 들려주는데,
추천곡의 비율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추가한 재생목록을 기본으로
재생하되, 추천곡을 가끔 들려주는데,
추천곡의 비율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일치

출근 시 30분, 퇴근 시 30분씩 음
악을 듣는다.
추천 리스트에서 재생목록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일치
구체화

특히 (P2)의 잠재적 솔루션을 질문했을 때 (P3) 재생목록을 감상하는 사용자 4명중 4명이 ‘좋다’,
‘설정에서 추천 빈도를 바꿔가며 이용하고 싶다’ 고 대답하여 (P4)의 잠재적 솔루션에도 이어질 수

있었다. 프로토 퍼소나에서 추론된 잠재적 솔루션을 그림 [7]~[9] 와 같이 제작한 후 사용자 인터
뷰를 통해 잠재적 솔루션을 검증한다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잠재적 솔루션을 도출하는 시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프로토 퍼소나는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8 HSST

359

A Study on Application Effectiveness of Proto Persona through the case of mobile music service
[그림 7] 재생목록의 곡 탭

[그림 8] 재생목록의 라디오 탭

[그림 9] 재생목록의 설정 탭

[Fig.7] Songs tab in playlist

[Fig.8] Radio tab in playlist

[Fig.9] Settings tab in playlist

3. 결론
본 연구는 (P1)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모바일 음악 추천서비스의 사용자 행동패턴과 (P3) 사용
자 조사를 통해 행동패턴을 비교하고, (P2) 데스크 리서치 기반의 프로토 퍼소나와

(P4) 사용자

조사 기반의 퍼소나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H1).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추정된 사용자의 행동패턴
이 사용자 조사를 통해 만든 행동패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H2).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추정
된 사용자의 행동패턴으로 만들어진 프로토 퍼소나가 사용자 조사를 통해 만든 퍼소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에 국한하여 프로토 퍼
소나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나, 다른 서비스에서도 데스크 리서치 기반의 프로토 퍼소나를 적극적
으로 제작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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