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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 오늘날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간 기술 격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높은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C 에서 웹 서비스(Web-

Service)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IPTV 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중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고 쉽게 웹을 경험할 수 있는 Widget UI 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IPTV 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Widget UI 는 서로 독립적인 

Widget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idget 서비스의 개수와 배치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즉, 우리는 IPTV 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웹 서비스 제공 Widge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또한 각 Widget 서비스의 정보 검색은 리모컨의 4 방향 키를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학습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편의성과 사용 편리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IPTV 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웹 서비스의 사용성을 크게 향상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Widget UI 의 사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U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비교를 위해 다른 웹 서비스 제공 UI 들도 

추가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Widget 

UI 가 타 UI 들에 비해 높은 사용성 평가를 기록하였으며, 이 결과는 결국 우리가 제안한 

Widget UI 가 IPTV 에서 웹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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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소개되고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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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었고, 이 인터넷이란 기술을 제공하는 기기로 

컴퓨터 이외에 핸드폰, PMP 등의 기기들이 컴퓨터를 

대신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기기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들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인터넷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기기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기기가 

바로 TV 이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방송국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구로 제공되던 TV 가 이제는 

인터넷 기술을 제공하는 도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TV 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라고 

하며, 이 IPTV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좀더 

쉽고 편리하게 IPTV 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사용 행태를 보이는 컴퓨터와는 달리 소극적 사용 행태를 

보이는 TV 에서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고 쉽게 웹을 

사용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1][2]로써 Widget UI 

방식을 제안하고, 이 Widget UI 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관련 연구 

2.1 Widget 

 

 

Desktop widget      Web Widget    Mobile Widget 
 

[그림 1] Widget 서비스의 예 

 

Widget 이란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호 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Graphic 

Interface)의 하나로 기존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사용자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각종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현재 Widget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활용 

형태로는 Desktop Widget, Web Widget, 그리고 Mobile 

Widget 으로 나눌 수 있다. Desktop Widget 은 컴퓨터에서 

각 Widget 서비스가 일종의 SW 형태로 동작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Web Widget 은 Web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호 

독립적인 웹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Mobile Widget 은 

핸드폰과 같은 Mobile 제품 군에서 Widget 서비스가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세 분야 중 Desktop 

Widget 과 Web Widget 분야는 이미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Mobile Widget 으로 확산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CE 기기에서도 Widget 서비스의 도입[3]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 Widget 플랫폼을 

IPTV 에서 웹을 수용하는 UI 모델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2.2 다양한 웹 수용 전략 

현재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바로 Open Web 

방식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웹 형태를 그대로 

IPTV 로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전체 웹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IPTV 에서 지원 못하는 웹 

기술에 대해서는 표시 불가능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문자 입력 방법과 Zoom In/Out 을 

위한 방법이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DTV Portal 방식으로 IPTV 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IPTV 향 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Portal 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일괄 관리할 수 있으며, CE 향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고, 일부 웹 

서비스에서는 주소 입력을 통해 Open Web 을 수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IPTV 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Widget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만을 받아서 작은 

윈도우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Widget 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컨텐츠의 신뢰도가 

높으며, IPTV 의 다른 컨텐츠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IPTV 향 입력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또한 Widget 에 대한 사용자 로그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Device 단에서 관리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IPTV 에 적합한 

웹 수용 모델로서 Widget 방식을 선택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그림 2]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의한 웹 

수용 모델들 

 

3. IPTV에서 웹 수용을 위한 Widget UI 

우리는 IPTV 환경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용성이 높은 Widget UI 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Widget UI 는 여러 Widget 서비스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IPTV 화면에 배치된 형태를 의미한다. 그림 3과 

같이 일렬로 나열된 박스들이 각각의 Widget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Widget 서비스가 배치된 형태가 바로 우리가 

제안한 Widget UI 를 의미한다. 즉, Widget UI 는 각각의 

Widget 서비스들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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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TV 의 Widget UI 예 

 

우리가 제안한 Widget UI 의 특징과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웹 서비스를 전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와는 달리 

TV 는 방송 시청 중에 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Widget UI 에서 각각의 Widget 서비스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의 Widget 서비스는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즉, 각 

Widget 서비스 구성은 정적으로 고정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그림 4] Widget UI 의 다양한 배치형태  

 

 이 Widget UI 의 각 배치는 템플릿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각 Widget 서비스의 위치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Widget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TV 사용자들의 주 사용 행태인 TV 

시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Widget 서비스의 다음 특징으로는 각각의 Widget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리모컨의 4방향 키를 이용하여 정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리모컨의 상하 키로는 해당 Widget 의 

카테고리를 이동하고, 좌우 키로는 각 카테고리 내의 

컨텐츠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TV 화면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는 간단히 리모컨의 4방향 키를 

이용하여 제한된 영역 내에서도 각각의 Widget 서비스들의 

정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리모컨이라는 기존의 

Input Device 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IPTV 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림 5] 4방향 키를 이용한 Widget 정보 변경의 

예(VOD 서비스) 

 

4. 전문가 평가 

Widget UI 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Widget UI 를 앞 

단에서 소개한 다른 웹 서비스 제공 방식들(Open Web 

방식과 DTV Portal 방식)과 비교하여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총 4명의 UI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자들에게 3가지 웹 서비스 제공 방식의 주요 특징과 

IPTV 에 각 웹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이 정리한 

10가지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9가지의 평가 항목을 뽑았다. 그리고 5점 

척도로 각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가 평가한 9가지 평가 항목은 그림 6과 같으며, 이 

평가 항목을 통한 전문가 평가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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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I 평가 항목 

 

 

 
[그림 7] 전문가 평가 결과 

 

 그림 7과 같이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제안한 

Widget UI 평가 결과는 평균 4.03점(5점 만점)으로 Open 

Web 방식 UI(3.25점)와 DTV Portal 방식 UI(3.6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결국 

IPTV 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안한 

Widget UI 가 다른 두 UI 에 비해 월등히 그 사용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IPTV 환경에 적합한 

UI 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결론 

Widget UI 로 IPTV 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많은 사용 편리성을 제공한다. 첫째로 각각의 

Widget 서비스들이 작은 정보 단위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TV 시청과 동시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로 Widget 

서비스의 배치를 임의로 배치하거나 템플릿으로 Widget 

배치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취향 및 

현재 TV 시청 행태를 고려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Widget 서비스를 리모컨의 4방향 

키를 이용하여 정보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Widget UI 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습을 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Widget UI 의 

객관적인 사용성 평가를 하기 위해 U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른 웹 서비스 제공 UI 와 비교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평가 결과 다른 

UI 들보다 우리의 Widget UI 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Widget UI 가 

다른 방식에 비해 IPTV 의 특징에 맞추어 가장 유연하게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임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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