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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데일리 루틴 지원을 위한 모바일 게임 디자인 연구

A Study on Mobile Game Design to Support Daily Routines of Individuals with A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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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많은 혼란과 불안
을 야기하였다.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변화와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은 여러 
방면에서 소외와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폐
증이 있는 개인의 흐트러진 루틴과 전반적인 삶의 질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디자인 및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폐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형성적 연구
(formative study)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네 가지 항목(신체 활동, 식사, 심리방역, 수면)에 대한 주요 디자인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우리는 주요 요구사항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게임화 기반으로 각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스마트폰 앱인 루틴에이드(RoutinAid)를 개발하였다. 2주간의 필드 스터디(field study) 수행 결과, 우리는 자폐
증이 있는 개인이 루틴에이드를 통해 루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가 보고를 통해 퀘스트를 수행하며, 
성과달성 시각화 결과를 통해 자신의 루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자폐가 있는 개인을 위한 
일상 관리 앱의 향후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Abstract  Enormous disruption to our normal lives has become the biggest challenge for 
ordinary, healthy citizens in the time of the global pandemic. Implementing structure into our 
daily lives is critical to maintain health, productivity, and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Individuals with autism may find it particularly challenging to adapt to a new norm, as during 
the current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develop a mobile game that 
can support the disrupted daily routines and overall life quality of individuals with autism. To 
help them establish and maintain healthy routines, through a formative study, we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they are confronting and identify four key design requirements (e.g., physical 
activity, diet, mind control, sleep). We then develop RoutinAid, a gamified smartphone app 
designed to break the identified key requirements down into smaller steps and celebrate each 
accomplishment. Our two-week field study reveals that individuals with autism make micro 
plans for daily routines through RoutinAid, perform in-game quests with self-reports, and 
actively manage their routines with celebratory interactions. We discuss salient design 
consider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daily routine management apps for individuals with 
autism.

핵심어: Autism, Daily routine management, Mobile game, Us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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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폐증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특이한 패턴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로 특정되는 만성 신경 발달 장애를 일

컫는다[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18년 보고서에 따

르면, 자폐증의 추정 유병률은 2~18세 기준 59명당 1명으로 나

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이 수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이
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자폐증이 있는 

개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 통제 능력의 부족 및 결핍으로 인

하여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적 돌봄, 교
육, 치료가 필요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은 병원, 치료실, 교육 기관 등을 지속해서 내원하며 일상

생활 관리, 사회적 기술, 신체 활동 등의 포괄적인 발달 영역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보호자들은 자녀의 전(全) 생애 동안 

양육 및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큰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3].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

합대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폐성 

장애인은 87.3%이며, 이 중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자폐성 장애

인은 98.5%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 기반하여, 일상생활 자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폐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 기술, 신체 활동 등의 

포괄적인 발달 영역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최근 COVID-19 범유행(pandemic)으로 인해 자폐증이 있는 

개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일상적 어려움은 점차 심화되고 있

다[4].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

해 학교, 문화시설 등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일

상에 커다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반복된 일상을 좋아하

고 변화에 적응하기에 유달리 어려움을 느끼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을 해당 특성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물리적 접촉 및 사회적 모임의 제약은 

자폐증이 있는 개인에게 이미 희소한 사회성 훈련의 기회를 오

히려 더욱 박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정기적

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과 치료의 중단은 개선되고 있던 문제행

동, 자조 기능이 다시 치료 이전으로 퇴행하게끔 만들 수도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외 병원과 의료 센터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

에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병원에서는 자폐가 있는 사람들의 겪고 

있는 신체 활동의 현저한 감소나 불규칙한 기상/취침 시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상적 변화를 완화하고자 최소한의 신체 활동 

목록 작성, 구조화된 환경과 일과 조성, 취미활동 시간 등의 적

절한 여가 생활 선정을 권고하였다1). 존스 홉킨스 어린이 병원

1) https://bit.ly/38aR9om

(Johns Hopkins All Children’s Hospital)에서는 자폐가 있는 개인

이 COVID-19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징을 고려한 시각적 지원(e.g.,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

는 짧은 그림 이야기) 기반의 일상 관리 지침을 권고하였다[5]. 
이처럼 자폐가 있는 개인의 영위해왔던 구조화된 일상이 흐트

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 특화된 건강한 루틴 형성 지원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바일 앱은 전통적인 방식과 견주어 보았을 때, 개인의 행

동을 직접 관찰하고 증진 시키거나 중재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6]. 특히, 모바일 앱은 자폐증이 있는 

개인과 그들의 보호자 및 주 양육자들의 건강 관리, 웰빙

(well-being), 일상 가능(e.g.,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주목받아왔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7]. 이
러한 모바일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실시간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거나(e.g., 신체적 

근접성(physical proximity) 인지 개선), 소셜미디어를 연동하여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 조언을 구하는 앱이 개발

되었다[8]. 또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시각적 지원을 선호한

다는 점에서 착안하여[9], 게임화 기반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

한 모바일 앱이 개발되었다[10].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강점은 

특정 상황의 인지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가 있는 개인

이 효과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고 개인의 웰빙을 관찰하

고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시

사한다[7]. 하지만, 자폐가 있는 개인의 건강한 루틴 탐구 및 형

성을 위해 모바일 기술을 통한 중재를 활용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폐증 전문가, 
자폐 아동 부모, 자폐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형성적 

연구(formative study)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 및 세 가지 디자

인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자폐가 있는 개인의 

시각적 지원에 대한 선호와[9] 기술적 친화성과 기대를[11] 충
족시키고자, 게임화 기반의 모바일 앱인 루틴에이드(RoutinAid)
를 디자인 및 개발하였다.

우리는 루틴에이드의 디자인 유효성(validity)을 평가하기 위

해 8명의 참여자(자폐증이 있는 개인 4명, 자폐증이 없는 개인 

4명)를 대상으로 2주간의 필드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스터디 참여자에게 앱의 핵심, 부차적 루틴 퀘스트를 자유롭게 

수행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2주간의 스터디를 통해, 다
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루틴에이드가 

자폐가 있는 사용자의 세부 루틴 계획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고, 
더욱 손쉽고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루틴에이드가 제공하는 성

과달성 시각화는 자폐가 있는 개인이 건강한 일상 루틴을 유지 

및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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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적 연구(Formative Study)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일상 루틴을 형성 및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과 이를 둘러싼 사회/건강 문제를 면 하

게 파악하고 루틴에이드의 주요 디자인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자폐증 전문가, 자폐 아동 부모, 자폐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반(半) 구조화된(semi-structured)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집단 코드 직무 설명

자폐 전문가

전문가1 아동/청소년 임상의(15년)

전문가2 특수 교사(5년)

전문가3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10년)

전문가4 행동 교정사(5년)

전문가5 돌봄 센터 센터장(25년)

자폐 아동 부모

부모1

N/A

부모2

부모3

부모4

부모5

자폐증이 있는 
성인

성인1 공립 도서관 사서

성인2 사무직

성인3 학생

성인4 식당 보조

성인5 학생

표 1. 형성적 연구 참여자 직무 정보

2.1 형성적 연구 절차 

우리는 형성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5명의 연구 참여자(자
폐증 전문가 5명, 자폐 아동 부모 5명, 자폐증이 있는 성인 5명)
를 모집하였다(표 1). 자폐 성인 모집 기준으로는 (1) 19세 이상

이며, (2) 전문의를 통한 자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3) 연구 목적

을 이해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연구 참여를 독립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이다. 

우리는 루틴에이드의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사용하여 

심층 대면 면접을 진행했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32분이었다. 와
이어프레임은 자폐 임상의 및 전문가 3명과 시스템 디자이너 1
명, 개발자 1명과의 반복적 논의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루

틴 과제를 수행할수록 빌리지와 캐릭터가 점층적으로 발전 또

는 성장하는 단순한 디자인 개념만을 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는 연구자와 함께 와이어프레임 시연을 한 후 일대일 대면 심

층 면접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먼저 시스템 디자인의 기본 개념

을 연구 참여자가 확실하게 이해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

였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COVID-19로 인해 일상 루

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와이어프레임을 통해 예상되는 

루틴에이드의 선호 요소 또는 우려되는 점을 확인하는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두 명의 저자들은 주제(theme)를 도출하기 위해 녹취록을 독

립적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하였으며, 코딩 결과에 대해 합

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카파 

측정(Cohen’s Kappa measurement)을 통해 코더(coder) 간 신뢰성

을 검증하였다. 각 범주의 점수는 모두 0.76(최댓값: 0.93, 평균: 
0.87)보다 높았으며, 이는 코더 간 신뢰도가 “상당한(substantial)”
과 “거의 완벽한(almost perfect)” 사이에 있음을 보여준다[12]. 
본 형성적 연구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였다.

2.2 형성적 연구 결과 및 디자인 목표

대면 심층 면접의 코딩 결과와 형성적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

을 바탕으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루틴 관리를 하는 데 장애

물로 작용하는 문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 및 디자인 목표를 도출하였다. 

2.2.1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루틴 관리 방법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의 장기화로 자폐가 있는 개인이 

이용하는 돌봄 센터 또는 학교 중심의 생활 방식이 크게 제한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돌봄 센터나 학교의 원격 프로그램

만으로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고 응답하였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

종일 아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

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어요(부모2).” 연구에 참여한 한 자폐증 전

문가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루틴에이드

와 같이 더 접근하기 쉬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앱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비단 COVID-19만이 아니에요. 향후 비슷한 문제를 맞닥

뜨렸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폐 가족들에게는 상대

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

유가 되는 분들은 지금도 신체 활동 강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서 정기적으로 일대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이러

한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기에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전문가5).” 

이처럼, 우리는 자폐가 있는 개인이 적합한 루틴을 주도적으

로 탐구, 계획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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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핵심 루틴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지원 부족

우리는 COVID-19가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세부 루틴은 상호연

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신체 활동마저 

현저하게 줄면서 좌식 생활이 더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식사와 

수면 루틴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문제행동이나 자해 행

동과 같은 부적절한 감정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주요 일상 루틴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외래환자 진료 시간이 보통 매

우 짧아서, 저희는 보통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정서적 불안, 공
격적 행동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핵심 루틴이 관

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환자가 간과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지원을 통해 함께 관리하면 정말 좋을 거 같

아요(전문가3).” 한 자폐 아동 부모는 “만약 자폐 아동이나 청소

년이 반복적으로 루틴을 연습해보고 기록해볼 수 있다면, 그들

에게도 물론 좋겠지만 치료나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부모4).”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자폐 성인은 핵심 일상 루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향후 자립 생활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효과적

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 균형 잡힌 삶

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뭐가 됐든 지원

이 꼭 필요해요. 루틴에이드가 그 순간을 미리 마주하고 연습하

게 해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성
인3).”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결과를 통해,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건

강한 일상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핵심 루틴 요소에 대한 지

속적 관찰/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2.3 건강한 일상 루틴 구성에 필요한 과업 구체화 어려움

2.2.1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은 흐트

러진 일상 루틴의 근본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

한 자폐증 전문가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들을 스스로 명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자폐증이 있는 분들은 실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무
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꽤 있어

요(전문가5).” 또한, 우리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마다 문제가 되

는 루틴 관련 행동이 다양하므로, 문제행동의 악화 및 퇴행을 

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인화된 일상을 정교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 애도 자기 문제행동을 알고 있

긴 해요. …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세워보고 진행 상황을 부모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부모

1).” 반면, 자폐 성인은 루틴에이드를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

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그들의 문제행동의 개선 상태에 대해서 부모/보호자와 공유하

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하였다. “치료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

가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지 잘 

상담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가족들하

고 굳이 공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선생님은 자폐 지식도 많고 

저에 대한 편견도 없어서 해주시는 조언이 도움이 되거든요(성
인1).”

우리는 확인된 결과를 통해, 자폐증이 있는 개인에게 시스템

이 제안하는 루틴 퀘스트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추가적 루틴 

퀘스트 생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는 확인된 문제 요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목표 및 

시스템 주요 기능들을 보여준다.

문제 요소 디자인 목표 루틴에이드의 주요 기능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루틴 

관리 방법 부족

적합한 루틴을 
주도적으로 탐구, 
계획하는 기회 

제공 - 메인 화면
- 루틴 달성 내역
- 루틴 다이어리
- 리더보드핵심 루틴에 

한 포괄적 
관리 및 지원 

부족 

핵심 루틴 
요소에 한 
지속적인 

관찰/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 루틴 형성 
기회 제공

건강한 일상 
루틴 구성에 
필요한 과업 
구체화 어려움

게임상 퀘스트에 
한 명확한 

정보와 추가적인 
퀘스트 생성을 
위한 지침 제공

- 4개의 핵심 루틴 퀘스트
- 12개의 부차적 루틴 퀘스트
- 추가 루틴 퀘스트

표 2. 문제 요소에서 디자인 목표 및 주요 기능으로의 전환

그림 1. 초기 메인 화면과 최종 달성 시 메인 화면



65

3. 시스템 디자인

우리는 도출한 세 가지 디자인 목표를 바탕으로 자폐증이 있

는 개인의 일상 루틴 관리를 위한 게임화 기반 앱, 루틴에이드

를 개발하였다. 루틴에이드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루틴에 지

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추적인 요인으로 시각적 지

원, 게임화 전략 및 보상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 즉, 사용자는 

데일리 루틴에 대한 게임 퀘스트를 완료함에 따라, 네 개의 빌

리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여, 아이템을 착

용한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루틴에이드 초기 

메인 화면과 모든 루틴 퀘스트 달성 시 메인 화면을 보여준다. 
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연결되는 메인 화면은 자폐가 있는 개인

이 자신의 종합적 루틴 상태를 시각적 지원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1 시스템 목표

루틴에이드는 COVID-19 상황에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을 위

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한 루틴 형성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루틴 형성에는 규칙적 

신체 활동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기가 필수적으로 포함되

어야 한다[13-15]. 이는 건강한 루틴 기반의 규칙적인 삶을 위한 

전반적 인지능력과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며[16,17], 

그림 2. 루틴에이드의 주요 기능 스크린샷

수면의 전반적 질과 정서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8,19]. 또한, COVID-19 상태 장기화에 따라 불안감이 극대화

되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
e)2)”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건강한 루틴 형성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사전 연구와 형성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루틴 형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

인 네 가지 항목으로 (1) 신체 활동, (2) 식사, (3) 심리방역, (4) 
수면을 선정하였다.

3.2 루틴에이드의 주요 기능

루틴에이드는 네 개의 빌리지와 12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다. 각 빌리지는 핵심 루틴 퀘스트와 연결되며, 사용자는 이를 

수행하여 빌리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유
사하게, 각 아이템은 부차적 루틴 퀘스트와 연결되며, 이에 대

한 수행을 통해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 획득을 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표 3은 빌리지 업그레이드와 연결된 4개의 핵

심 루틴 퀘스트와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 획득과 연결된 12개
의 부차적 루틴 퀘스트를 상세히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 밖에도 

개인화된 루틴을 빌리지 당 최대 두 개까지 부차적 루틴 퀘스

트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아이템 획득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빌리지와 아이템에 대한 달성률을 그

림 2의 (a)-(b)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게임 구성 요소 핵심/부차적 루틴 퀘스트

신체 활동 - 핵심 루틴 30분 이상 걷기

신체 활동 – 부차적 루틴

30분 자전거 타기 또는 줄넘기 100회

10분 스트레칭 또는 홈트레이닝

5분 야외 달리기

사용자 추가 가능 루틴(최  2개)

식사 – 핵심 루틴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식사 – 부차적 루틴

하루 식사 칼로리 계산해보기

하루 간식 칼로리 계산해보기

식사 후 식기 치우기

사용자 추가 가능 루틴(최  2개)

심리방역 – 핵심 루틴 마음 일기 쓰기

심리방역 – 부차적 루틴

간단한 집안일 하기

정해진 스크린 타임 준수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사용자 추가 가능 루틴(최  2개)

수면 – 핵심 루틴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수면 – 부차적 루틴

내일 할 일 계획하기

기상 시간 알람 맞추기

스마트폰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자기

사용자 추가 가능 루틴(최  2개)

표 3. 네 개의 핵심 루틴 퀘스트와 12개의 부차적 루틴 퀘스트

2) COVID-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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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에이드는 루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루틴 달

성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 밤 9시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

송한다. 사용자가 알림에 응답 시, “루틴 달성 내역”으로 이동

하게 되며(그림 2-(c)), 각 핵심 및 부차적 루틴 퀘스트 수행 여

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각 루틴 달성 

여부를 응답하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의 응답 

내용은 “루틴 다이어리”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그림 2-(d)). 누
적 획득 점수에 따라, 사용자는 시스템 UI의 단계적 변화와 리

더보드 상의 순위 및 점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e)). 

4. 필드 스터디

우리는 루틴에이드가 사용자의 루틴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2주 동안 필드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4.1 스터디 참여자

우리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을 고용하는 기업, 진료소에 전단

을 배포하고 온라인 자폐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올려 

자폐가 있는 개인 네 명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네 명의 참여자

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나이는 19~21세였다(평균 연령:20세). 
그들은 모두 형성적 연구에서 자폐증 성인을 모집할 때 사용된 

연구 참여 기준을 충족하였다. 우리는 또한 네 명의 자폐가 없

는 성인을 저자가 소속된 학교의 이메일 리스트와 구두로 모집

하였다(19~26세; 남자 2명). 자폐가 없는 사용자 그룹은 루틴에

이드를 사용하면서 자폐증이 있는 개인만이 보일 수 있는 사용

자 경험과 인식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모집되었다. 8명
의 모든 참여자는 동일한 스터디 프로토콜 하에 2주 동안 루틴

에이드를 사용하고 오리엔테이션 세션과 두 번의 리뷰 세션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스터디 결과 보고에서, 참여자의 인용구를 

“AP-X”(Autism Participant; 자폐가 있는 참여자 - 참여자 번호 

X) 혹은 “NT-X”(Neurotypical Participant; 자폐가 없는 참여자 – 
참여자 번호 X)로 명시하여 참조하였다.

4.2 스터디 절차

2주간의 스터디 동안 참여자들은 루틴에이드를 자유롭게 사

용하였으며, 연구진과 3회에 걸친 일대일 대면 세션(오리엔테

이션 세션 1회, 리뷰 세션 2회)에 참여하였다. 각 세션의 평균 

소요 시간은 43분이었다. 세션마다 참여자들에게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녹취된 내용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자폐증이 있는 참여자 1명은 정서적 불

안으로 모든 세션에 보호자가 동행하였다. 세션 시간 동안, 우

리는 루틴에이드를 통한 루틴 관리의 실현 가능성과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 녹취록을 분

석하기 위해 본 논문의 두 저자가 독립적으로 코딩 과정을 수

행하였으며, 코드화된 결과를 비교하고, 반복적으로 토론을 진

행하였다. 이 스터디는 저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에 의해 승인되었다.

4.2.1 오리엔테이션 세션

오리엔테이션 세션에서는 참여자에게 스터디 목적과 절차

를 먼저 설명하였다. 우리는 루틴에이드를 자유롭게 2주 동안 

사용하면 5만 원 상당의 연구 참여비를 보상으로 지급함을 참

여자에게 공지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

자는 COVID-19로 인해 겪은 일상 루틴의 변화와 개선하고 싶

은 일상 루틴 영역을 질의하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리

는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참여자가 COVID-19 상황에서 일상 

루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스터디

를 통해 참여자가 일상 루틴을 관리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

과 탐색/개선하고 싶은 루틴 영역을 파악하였다. 우리는 루틴에

이드 설치를 위해 참여자 스마트폰으로 apk 파일을 보냈으며, 
앱의 주요 기능 인터페이스와 보상 과정을 제작된 설명서를 통

해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참여자는 앱 사용 계획표를 연구진

과 함께 작성하였다. 이는 주로 루틴 퀘스트로 제공되는 규칙적

인 시간에 식사/기상/취침하기, 정해진 스크린 타임 준수하기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는 연구 참여자가 앱에 대한 친

숙도를 높이도록 스터디 전 이틀 동안 자유롭게 앱을 사용하게 

하였다.

4.2.2 리뷰 세션

두 번의 리뷰 세션은 스터디 중간(1주 후)과 직후에 진행되

었다. 우리는 일대일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루틴에이드에 대한 

참여자의 피드백과 그들의 일상 루틴 관리 측면에서의 변화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는 참여자의 앱 사용 현황을 검

토하였다. 리더보드 상의 순위와 획득한 게임 점수를 검토했으

며, 우리는 참여자가 자신의 순위/점수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동기부여 전략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였다. 그 후, 우리는 루틴에

이드의 빌리지/아이템 획득 등 메인 화면상의 변화를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루틴 퀘스트에 대한 자가 보고 응답

인 루틴 다이어리를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 리뷰 세션에서는, 
참여자에게 루틴에이드에서 기인한 일상의 변화, 달성/미달성

한 루틴 퀘스트와 그 이유, 도움을 받은/받지 못한 루틴 영역, 
앱 사용 직후의 소회 및 앱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도 추가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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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5.1 세부 계획을 통한 구체적 일상 루틴 수립

5.1.1 자가 보고 기반의 종합적 자기인지 증진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루틴에이드의 핵심, 부차적 루틴 퀘스

트를 통해 건강한 루틴 형성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해 대충 뭐가 필요한지는 알긴 

했지만, 요즘은 센터도 안 가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어요(AP-3).” AP-1은 “종종 계획 없이 시간만 버리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핸드폰에 애매하게 계획은 세워보기도 해요. 
이 앱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자폐가 있는 개인은 연구진과의 세션

을 통해 건강한 일상에 대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보완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받음으로 인해 자기인지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제 하루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가 보고를 함께 보면서, 제게 

맞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

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에 

저만의 취침 루틴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덕분

에, 불규칙했던 수면시간도 어느 정도는 개선됐고요(AP-2).” 

그림 3. 자가 보고 응답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

우리는 루틴 퀘스트에 대한 자가 보고를 통해 자폐가 있는 

참여자가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루틴 관련 특성에 대해 데이터 

기반 탐색 기회를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앱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또 잠깐 해보고 금세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매일 

여기에 뭐라도 기록해야만 하고, 또, 결과가 앱에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최소한의 목표라도 달성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

요(AP-3).” 또한, 그림 3-(a)와 같이,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자신

의 일상 루틴을 탐색하기 위해 자폐가 없는 참여자보다 적극적

으로 자가 보고를 사용하였다.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각 루틴 

퀘스트에 대해 자폐가 없는 참여자 보다 약 3.5배 더 높은 자가 

보고 응답 횟수를 기록하였다(AP: 평균 107회, NT: 평균 30.7회).

5.1.2 개인적 생각/감정 표출 창구로써 마음 일기의 활용

그림 3-(b)와 같이,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심리방역 빌리지의 

핵심 루틴 퀘스트인 “마음 일기 쓰기”에 대해 높은 달성률(82%; 
46회)을 보였으며, 1회당 평균 단어 수는 약 43단어를 기록하였

다. 반면, 자폐가 없는 참여자는 하루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만족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달성률

(27%, 15회, 1회당 평균 4.75자)을 보였다. 자폐가 있는 참여자

는 주로 그들이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마음 일기를 사용하였다. “요즘은 하고 싶은 것들

에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COVID-19 이전에는 하나뿐인 친한 

형이랑 노래방에 가서 자주 놀고는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연락

조차 받지 못했어요…. 마음 일기를 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쭉 적어보면서 최소한의 위안이 되어서 

좋았어요(AP-2).” AP-1도 마음 일기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

하였다. “최근 생각이 많지만, 부모님은 계속 저를 답답해하고 

잔소리만 해서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일기를 통해서 제 

문제, 두려움, 고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제 주변의 부정적 생각을 더 일찍 파악

할 수 있게 했던 게 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AP-1).”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마음 일기를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

의 스트레스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예를 들어, AP-2는 감정격분(tantrum)이나 심리탈진

(meltdown)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음 일기를 써보면서 뭐가 갑자기 짜증이 나게 하는지, 기분 

좋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갑자기 머릿속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 해결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

기도 했어요. 저번에는 휘파람 불면서 기억이 안 날 때까지 제

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들을 [서바이벌 경연프로그램 회차별 득

표수] 막 노트에 써 봤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AP-2).” 
AP-4는 COVID-19 이후 다시 겪어야 할 사회적 자극에 대한 우

려를 마음 일기를 통해 남기기도 하였다. “언젠가는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우울해져서 마음 일기에 

써봤어요. 기숙사 생활을 저에게 진짜 악몽이에요. 저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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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니 벌써 걱정이 앞서요(AP-4).”

그림 4. 두 그룹의 하루 평균 획득 게임 점수

5.2 성과달성 시각화를 통한 일상 루틴 관리 

5.2.1 리더보드를 통한 앱 플레이 측면의 접근성 향상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의 점수를 의식하며, 순위 

경쟁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또한 리더보

드를 통해 일상 루틴 관리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였다. 그림 4는 

이러한 그들의 참여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자폐가 없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성 있는 앱 사용을 

보여줬다(AP 평균=1,724 표준편차=545; NT: 평균=1,052, 표준

편차=659.27). 필드 스터디를 2등으로 마친 AP-4는 빌리지 발전 

현황 등 1등 참여자의 추가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

다. AP-2는 그가 기존에 잘 수행하지 못했거나 처음에는 하기 

꺼려졌던 루틴 퀘스트를 순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높은 순위를 유지해본 경험에 대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을 넘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

해 성찰해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0년 인생에서 무언가

에 1등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게임이든, 스포츠든, 시험이든 항

상 거의 꼴찌에 익숙해서…. 루틴 에이드를 통해 1등을 한 번 

해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제 생활 패턴을 돌아봤던 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특히, 저는 제가 언제 자는지, 언제 먹

는지, 얼마나 운동하는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개

의치 않았거든요. 낮 12시 넘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밤 10시 넘

어서 저녁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생활이 이렇게나 

망가졌고 게을렀었구나.’ 이런 생각 해요(AP-2).”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그들만의 세심한 관찰 능력과 집중 능

력으로 다른 참여자가 어떻게 루틴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리뷰 세션에서 “[특정 점수]

를 얻기 위해 [사용자 ID]는 정확히 몇 개의 핵심 루틴과 부차

적 루틴을 수행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AP-1과 

AP-2는 심지어 다른 사용자의 점수 추이를 기억하고 하루에 보

통 얼마나 많은 루틴을 수행하는지 쉽게 추론하는 모습을 보였

다. “저는 매일 아침 보상 후에 리더보드를 확인하는데요. [사
용자 ID]는 매일 1,550점이나 1,350점씩 점수가 올랐는데, 어제

는 800점밖에 안 올라서 점수 차이를 더 낼 수 있었어요(AP-2).” 
자폐증이 있는 또 다른 참여자는 또한 다른 사용자가 어떻게 

루틴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을 해소할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는 루틴에이드가 다른 사람의 

메인 화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도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

면, 다른 사람의 빌리지 업그레이드 상태나 캐릭터 수 같은 것

을 알 수 있고 게임 전략도 공유할 수 있을 거 같아요(AP-4).”

 

5.2.2 루틴 관리에 대한 시각적 서사 방식의 긍정적인 영향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루틴에이드의 빌리지와 캐릭터의 시

각적 서사가 게임 플레이의 몰입도와 친숙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빌리지와 캐릭터를 제 하루랑 연결

해주는 것이 재밌었어요. 앱에서 보이는 스토리로 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루틴 탐색

이나 수행을 더 쉽게 해줬던 거 같아요(AP-3).” “앱의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루틴 퀘스트를 전달해줄 때의 귀여운 캐릭터의 각

기 다른 말하는 방식 같은 것이 마치 만화 같았어요. 디자인이 

기발하고 생동감 있었고요. 그래서 거부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AP-2).” 우리는 또한 자폐가 있는 참여자가 메인 화면에 오버

레이 되는 시각적 보상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저는 매일 아침에 제공되는 ‘보상이 도착했어요!’라는 

알림이 기다려졌어요. 빌리지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캐릭터 얻을 

때 점층적으로 보이는 무지개색 변화 효과랑 팡파르 효과가 좋

았거든요.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AP-4).”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또한 그들의 루틴을 앱의 시각적 서사

와 동기화하면서 루틴에이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AP-2는 

“루틴에이드의 메인 화면은 제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

여줘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려면 솔직하게 응답하고 최대한 

많은 루틴 퀘스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앱을 사용했

어요.” 모든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앱의 시각적 변화가 빌리지 

캐릭터를 감정적인 실체로 느끼게 하고 매일 루틴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단 빌리지와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고, 앱이 저에게 루틴 관리를 전달하는 방

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캐릭터가 많아질수록 더 애정이 생겼고

요. 그러다 보니 가능한 많은 퀘스트를 완료해보려 했어요

(AP-2).” 또한, 그들은 일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빌리지와 캐

릭터의 디자인에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저는 ‘나



69

는 자연인이다.’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덤불이’(신체 활

동 빌리지 캐릭터 이름)를 가장 좋아했고, 빨리 전부 다 모으고 

싶었던 거 같아요(AP-3).” AP-4는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와 비슷

한 느낌을 가진 빌리지를 더 많이 관리했다고 보고하였다. “심
리방역 빌리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억의 장소를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빌리지보다 더 빨리 업그레이드하려고 했

었어요(AP-4).” 우리는 참여자의 루틴 관리를 자극하고 그들의 

일상 루틴과 동기화를 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루틴에이드에 적용된 시각적 서사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6. 논의 및 디자인 함의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일상 루틴을 작은 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성취를 축하하도록 디자인된 게임화 기반 앱, 루틴에

이드를 제안하였다. 루틴에이드에 대한 2주간의 평가는 자폐가 

있는 개인이 전문가의 정기적 개입과 함께 앱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지원을 기반으로 루틴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절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시스템 개

발에 관한 향후 연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발견에 대해 논의

하고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6.1 사용자의 컨텍스트, 진행 상태, 선호에 적합한 루틴 
퀘스트 제공

행동 변화를 위해 고안된 대부분의 기존 앱은 목표 설정에서

부터 결과 도출까지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나[20], 특정 영

역(e.g., 식이요법)에 대한 추가 정보만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기

를 고취 시키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21]. 이는 상대적으

로 실행 기능이 부족하고 업무 체계화가 어려운 자폐가 있는 

개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루틴에이드는 네 가지 일상 영역에 대한 루틴 퀘스트를 제

공하고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시각적 지원을 기반으로 루틴 상

태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루틴에이드는 자폐

증이 있는 개인의 건강한 루틴 형성에 필수적이면서 수행 가능

한 일을 자폐증 전문가와 논의하여 도출했으며 이를 루틴 퀘스

트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자폐증이 있는 참여자는 계획 및 

자가 보고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루틴에이드의 필수 루틴 퀘스트 수행이 그들

의 기존 생활 패턴에서 실행 불가능할 때 어려움을 보였다. 특
히, 이러한 어려움은 수면 루틴에서 확인되었다. 수면장애를 겪

고 있는 자폐가 있는 참여자는 루틴에이드가 제안한 수면 퀘스

트(e.g., 자정 전 취침하기)를 수행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수면시

간을 확보해야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그들의 평균 취침 시간보

다 이른 매일 자정마다 루틴 달성 내역이 초기화되는 것에 대

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수면 루틴

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루틴 퀘스트를 생성했고, 이를 수행

함으로써 수면 빌리지에서 우회적으로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

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자폐증이 있는 참여자는 제안된 루틴 

퀘스트를 수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가적인 루틴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앱에서 퀘스트 생성, 수정 및 관리 측면의 유

연성을 제공한다면 쉽게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폐

증 전문가와 임상의가 제안한 주요 루틴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사용자를 격려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

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진행 정도, 선호도 및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루틴 퀘스트를 디자인하고 제공해야 한

다. 고려해볼 만한 디자인 방안으로는 기존의 루틴 퀘스트의 달

성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용자가 더 작은 퀘스트부터 점진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은 시스템 구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동화

된 코칭 및 자체 트래킹 시스템의 고질적인 사용자 준수(user 
compliance)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사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다[22].

6.2 지속 가능한 루틴 관리를 위한 자기 주도적 행동과 
전문가의 정기적인 개입의 균형

자폐가 있는 개인은 앱 사용 계획표 작성, 앱 적응 지원

(onboarding) 등 자유도가 높은 기능의 초기 사용에 어려움을 보

였다. 하지만, 연구진의 개입으로 해당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되면, 자폐증이 있는 참여자는 스스로 루틴 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정기적인 리뷰 세션을 통해, 자폐가 있는 

참여자가 앱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모바일 앱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일부 단계는 사용자 및 사용자 환경

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개입의 맞춤화를 제공하기 위해 전

문가의 직접적인 안내와 적시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바일 

앱의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 효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설계 요소이며[23] 자폐증이 있는 개인

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해줄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함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록 본 연구에서 

자폐 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핵심적/부차적 루틴 퀘스

트를 세심하게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틴에이드는 각 사용

자의 신체/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안내를 기반으로 

더욱 유연하게 루틴 퀘스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걷거나 뛰는 것

이 불가능한 AP-2는 연구진에 의해 점층적으로 신체 활동 루틴 

퀘스트를 수행해보도록 적절한 대체 운동을 안내받았다(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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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운동하기, 실내 자전거 10분간 타기). 따라서, 사용자의 기

존 일상 패턴이 루틴 퀘스트와 상충 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

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루틴 관리를 하기에 앞서 자폐가 있는 

개인이 전문가와 논의함으로써 겪고 있는 루틴 관련 어려움과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지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6.3 리더보드를 통한 동료 사용자의 진행 상황 및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필드 스터디 동안, 자폐가 있는 개인은 리더보드의 점수와 

순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

습을 보였다. 또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나 변화하는 추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5.2.1절). 이는 자폐가 있는 개인의 뛰어난 

시각적/산술적 추론 능력과 관련이 있다[24]. 자폐증이 있는 모

든 개인이 특출난 산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논리적 정보보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익숙하다

[25,26]. 이러한 인지 과정은 순위 중점형 리더보드에 표시되는 

정보의 출처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다시 말해서, 
자폐증이 있는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더 체계적인 사고를 요구

하는 게임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8]. 
그들은 또한 리더보드의 점수와 순위를 통해, 다른 참여자의 빌

리지와 캐릭터를 유추하고 상상해보는 것을 즐겼다. 따라서, 자
폐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자의 사생활

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참여와 사용 이력에 대한 추가 

정보(e.g., 계산된 점수의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앱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순위나 점수를 클릭하면, 각 루틴 

영역에서 획득한 점수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폐가 있는 참여자에게 상위권 사용자의 성취에 대한 산

술적 근거를 제공하면 그들이 앱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결론

우리는 형성적 연구를 통해, 자폐가 있는 개인의 네 가지 루

틴 항목에 대한 주요 디자인 요소들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

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자폐 전문가와의 반복적 논의를 통해 루

틴에이드의 디자인 요소 및 핵심 기능으로 구현되었다. 2주간

의 필드 스터디 결과는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일상 루틴을 미

시적인 계획으로 세분화하고, 루틴 퀘스트를 전략적으로 관리

하며, 자가 보고 지원 및 성과달성 시각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앱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개의 디자인 

함의를 시사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의 발견과 제안이 연구자, 
앱 디자이너/개발자에게 자폐증이 있는 개인이 그들의 웰빙

(well-being)을 위한 루틴을 회복 및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

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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