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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서사성

동물과사용자간의거리감감소

직∙간접적후원유도

유대감

케어하는경험을통한유대감형성

책임감

내가발견한 “현실의” 동물이라는인식 → 무게감부여, 안전장치로서

기능

진입장벽낮추기

입양률이낮은이유인진입장벽을게임형태로낮춤

87.3 % VS 29.7%

“그만큼의사랑을

(상처가많은유기된) 애들에게

줄수있을까라는생각이

들었어요.”

-cta 중

“너무나불친절하군요!”

-cta 중

Overview of talk : Why & How



Team mission statement & Value proposition

Mission statement 

Serendipity(우연)를활용한만남을바탕으로유기동물과의유대감형성, 

직간접적후원과입양을장려하기

Value proposition

내 손 안에서 만나는 길 위의 친구들



Concept sketches 1~5



UI sketches
: top two ideas sketches in more detail

사용자의지역을설정한
다.

입력한지역의동물데이
터를불러온다.

동물을맞이할준비를한
다.

방을꾸미자동물이놀러
온다.

동물을쓰다듬는등친밀
도를쌓는다.

새로운동물이올경우, 동물의이름, 성격, 발견
장소등스토리를확인할
수있다.

친밀도가최대치가되면
실제입양문의를할수
있고, 현실적인여건이
안될경우해당동물에
게후원할수있다.

메뉴화면 - 후원현황터
치

사람들의후원현황과실
제후원버튼이있다.

1 2



Selected Interface & Rationale

사용자의지역을설정한
다.

입력한지역의동물데이
터를불러온다.

동물을맞이할준비를한
다.

방을꾸미자동물이놀러
온다.

동물을쓰다듬는등친밀
도를쌓는다.

새로운동물이올경우, 동물의이름, 성격, 발견
장소등스토리를확인할
수있다.

친밀도가최대치가되면
실제입양문의를할수
있고, 현실적인여건이
안될경우해당동물에
게후원할수있다.

메뉴화면 - 후원현황터
치

사람들의후원현황과실
제후원버튼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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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ard (tasks)

Task 1~4



사용자 B - 서울시 00공원을
지나는중푸시알림

현위치에서발견되었던
동물이뜬다. 동물의스토리를볼수있다.

자동으로 [만난친구들] 목록에
저장된다.

이후가까운곳에있을때
내방에놀러올수있다.

Task 1: 유기동물과의 만남 + 데려오기 (initial)



Task 1: 유기동물과의 만남 + 데려오기 (이후추가)

[만난친구들]에아직한마리뿐이다. 다른동물도만나보고싶어진사용자. 3일후, 번화가를걷다가새로운
푸시알림이뜬다.

번화가에버려져있던새로운
동물의정보가뜬다.

[만난친구들] 목록에저장된다. [만난친구들] 목록에추가되었다.



느낌표아이콘이보일때동물을
터치하면친밀도가증가한다

친밀도가높아짐에따라최근의
스토리(업데이트, 사진등)를
볼수있다

Task 2: 플레이룸 내동물캐릭터와의 친밀감높이기

해당동물의친밀도상태와, 친밀도에
따라공개되는최근스토리, 성격등을
볼수있다.



Task 3: 실제의동물을간접적으로 지원/후원하기

정이든동물에게입양은못해도
후원이라도해주고싶다는마음이
든사용자.

메뉴의후원현황을누른다. 다른사람들의후원현황과
직접후원하는기능이있다.



Task 4: (동물캐릭터와 대응하는)실제의 동물을 입양

3개월후, 일상을보내고있는
사용자B. 푸시알림이뜬다.

처음만났던동물이 (사용자 A에게) 

입양을갔다는알림이보인다.

실제로입양되었기때문에더이상
만날수없다고한다.

아쉽지만다행이라는마음이
드는사용자. 새삼 ‘실제로있
는동물들을보고있었구나’

하는생각이든다.

사용자
B

입양이나임시보호를실제로
할수있다.

사용자 A가입양문의서를
작성하는중.

사용자
A



사용자
A

Task 4: (동물캐릭터와 대응하는)실제의 동물을 입양

입양이나임시보호를실제로
할수있다.

사용자 A가입양문의서를
작성하는중.



사용자
B

3개월후, 일상을보내고있는
사용자B. 푸시알림이뜬다.

처음만났던동물이 (사용자 A에게) 

입양을갔다는알림이보인다.

실제로입양되었기때문에더이상
만날수없다고한다.

아쉽지만다행이라는마음이
드는사용자. 새삼 ‘실제로있
는동물들을보고있었구나’

하는생각이든다.

Task 4: (동물캐릭터와 대응하는)실제의 동물을 입양



Low-fi prototype





첫접속시

입양알림

메인플레이룸

이후접속시

상점 현재까지의만남목록

친밀도쌓기

입양문의

푸시알림/

새로발견

후원문의



푸시알림/

새로발견

메인플레이룸

현재까지의만남목록

Task 1 : 유기동물과의만남 + 데려오기



Task 2 : 플레이룸내동물캐릭터와의
친밀감높이기

메인플레이룸

상점

친밀도쌓기



메인플레이룸

상점
후원문의

Task 3 : 실제동물지원및후원하기



입양알림

메인플레이룸

입양문의

Task 4 : (동물캐릭터와대응하는)

실제의동물입양



진입장벽

열악한

현황

막연한

두려움
유기동물보호

및지원확대

Summary

임시보호, 입양외후원기능추가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