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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무선 인터넷 근성이 개선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개인 컴퓨  환경이 PC 심에서 모바일 

웹(Mobile  web)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 심으로 이동하면서, 정보의 이용과 소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국내 학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한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들의 모바일 웹사이트들은 사용성이나 근성을 고려하기 한 사이트가 

아닌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거나 단순한 홍보용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성과 근성을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로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모바

일 웹사이트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직 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한 고려,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웹표 (Web Standard)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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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emergence of the smartphone and tablet PC whose wireless internet accessibility has 

improved,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has shifted from PCs to mobile web based mobile 

devices, and therefore the use of information and the communication method have been changing 

rapidly. Under the circumstance, domestic universities have actively been establishing mobile 

websites for smartphone users. Such mobile websites, however, focused on diverse functions 

and a showy design rather than on usability or accessibility, and were developed simply for the 

purpose of public relations. For this reason, students are now faced with difficulties in using the 

websit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ovel web interface with the consideration of 

usability and accessibility in order for users to easily use and assess proper information. Th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veloping a mobile website are an intuitive interface design, 

user experiences, a user customized interface and compliance with web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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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아이폰으로 발된 국내 모바일 컨버 스 빅

뱅은 ICT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사회 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 태블릿PC, 스마트TV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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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 과 결합되어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발시키고 있다[1].  이러한 시 에

서 모바일 웹은 하드웨어와 어 리 이션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모바일 2.0 시 로의 환을 

알리는 신호로 새로운 단말과 랫폼의 무궁무진한 가

능성, 그리고 모바일의 미래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5]. 이러한 시 에서 Apple iOS, Goole Android, 

RIM BlackBerry 등 다양한 모바일 랫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랫폼마다 앱 개발 기술이 서

로 다르고 랫폼별 앱 개발에 따른 개발 비용이 증가

하기 때문에 크로스 랫폼 이슈가 두 되기 시작하

다. 웹 표 은 모든 모바일 랫폼에서 수 되고 있으

므로 웹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랫폼에서나 실행 가능

하며 미래의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에도 응 가능하

기 때문에 최근 모바일 웹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6]. 

웹 창기에 웹사이트를 구축에 있어서 디자이 들

은 이 에 출 업에 종사한 사람이 부분이었다. 그

기 때문에 웹을 수많은 하이퍼링크된 물리학 보고서보

다 더 흥미롭고 제작함으로써 최신 웹을 구축한 개척자

이긴 하지만 이들은 웹 설계를 픽셀단 로 완벽하게 재

배열함으로써 사물을 시각 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데 

거의 으로 기반으로 뒀다[7]. 하지만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시각 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웹 

표 과 더불어 좋은 설계, 그에 따르는 사용성

(usability)  근성(accessibility) 지침의 수는 디

자이 나 개발자들이 작업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역이다. 하지만, 국내 학들을 비롯한 부분의 모바

일 웹사이트들은 여 히 웹 표 에 한 고려가 미비하

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단말

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통한 

웹사이트의 근성이 매우 낮고, 개발자들은 사용성이

나 근성 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

하여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

블릿 PC에서 속했을 때 사용성  근성을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모바일 웹2.0 포럼에서 제안하는 모

바일 웹 가이드라인  웹 스타일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용성과 근성을 고려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를 구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개선을 목 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본 자 등이 제안한 태블릿 PC

환경에 최 화된 웹 인터페이스는 그 사용성이 크게 개

선되었음을 입증하 다[8][9].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을 

제외한 연구 결과 이고 태블릿 PC보다 화면 사이즈가 

작은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최 화 될 수 있는 웹 사용

성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 먼  제 2 장에

서는 모바일 웹 기술동향  모바일 웹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론  배경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국내 학교 모바일 웹사이트 들의 문제 을 

분석해 본다. 제4장에서는 분석한 문제 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환경에 최 화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

인을 제시하고, 용된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통

하여 개선의 정도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웹 플랫폼
과거 모바일 산업에서는 CPNT, 다시말해서 콘텐츠

(Contents), 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터

미 (Terminal)라는 가치사슬의 구분이 분명하 다. 

CPNT의 독립  가치 사슬 속에서 각 기업들이 서로 

하게 력과 경쟁을 반복하 다. 네트워크를 확보

한 통신 사업자가 한동안 산업에 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도 으로 콘텐츠/서비스와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공

하 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애 과 구  같

은 OS 랫폼 사업자의 향력이 커졌다. 

애 과 구 의 OS 랫폼은 다양한 콘텐츠/서비스 

공 자의 참여를 가능  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는 그 

규모와 범 가  넓어지고 있다. 생태계 내의 력

과 경쟁의 심에는 모바일 OS 랫폼이 자리잡게 되

었고, 생태계 구조가 OS 랫폼 사업자 심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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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곧 OS 랫폼 심의 체제 

강화 움직임이 OS 랫폼의 다극화라는 상을 래하

고 있는 것이다[10].

2008년 7월 애 사가 사용편이성이 개선되고 콘텐츠 

이용이 용이한 스마트폰인 iPhone을 출시한 이후 스마

트폰 보 이 폭발 으로 확  되었다. 

그림 1.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증가

09년 4월에 발표된 Gartner의 자료[그림 1]에 의하면 

Global 휴 폰 매 시장 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은 08년 11.7%에서 09년에는 15.6%로 증가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  모바일 문조사 기 인 ROA그룹

은 이러한 단말 시장을 통하고 있는 메가 트 드

(Mega Trend)가 2010년에도 국내 휴 화 시장을 결

정하는 주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체 시장 규모가 2,400만 를 돌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매량이 200만 에 육박하는 등 본격 으

로 스마트폰이 시장의 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11].

표 1. 웹 브라우저 사용기준 시장 점유율

출처 I E Firefox Chrome Safari Opera

StatCounter 49.87% 31.5% 11.54% 4.42% 2.03%
W3C0unter 43.3% 30.4% 11.4% 5.5% 1.6%

Clicky 48.37% 29.95% 11.82% 8.43% 1.24%
Wikimedia 46.45% 29.33% 9.9% 5.49% 3.19%

출처: Wikipedia, Usage share of web browsers

[표 1]은 2010년 9월 기  웹 라우 의 시장 유율

을 보여주고 있다. 웹 라우  사용량을 집계하는 기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IE의 시장

유율은 50%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폭스 30%, 

크롬 11%, 사 리 5% 수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웹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하

나인 모바일 라우 를 살펴보면 모바일 라우  

유율은 PC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한 안으로 웹 기술이 각 받고 있다. 웹 기

술은 랫폼 립 이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를 해석할 수 있는 웹 라우 가 탑재된 어떤 기기에서

도 동작이 가능하다. 한번 웹 기술로 앱을 개발하면 아

이폰과 안드로이드  기타 스마트폰 OS에 모두 응

하는 앱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어 생산성 증 와 앱 개

발 비용 감 효과를 낼 수 있다[12].

이러한 웹 기술  가장 주목받고 있는 HTML5는 차

세  웹 로토콜로 웹 라우  상에서 멀티미디어 콘

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RIA(Rich Internet Application)와 같은 별도 로그램 

없이 다양한 어 리 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모바일 웹의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13].

HTML5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 우수한 2D/3D 그래픽과 동 상 제작 지원

2. 네트워크가 끊겨도 오 라인에서 어 리 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Offline Web 

Application)

3. 웹 라우  상에서 LBS(location Based Service)

와 같은 어 리 이션을 구동(Geolocation)

4. 웹서버와의 효율 인 소켓통신(서버-클라이언트 

통신)으로 서비스 속도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미 Chrome(구 ), Firefox(모질라), Safari(애 ), 

Opera 등 웹 라우  업체들은 경쟁 으로HTML5를 

지원하고 있고,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

들도 HTML5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진일보된 웹 표  기술로 편리함을 제공하며 개발 비용

을 감 할 수 있고, 사양의 단말에서도 다양한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여 모바일에서의 웹 활용도가 차 증

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2.2 모바일 웹사이트의 특징
모바일 웹사이트는 PC를 해 제공되던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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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용으로 경량화하고 특화시켜 만든 것이다. 웹

이라는 동일한 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

러나 모바일 웹사이트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상 

몇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반 웹사이트

와 콘텐츠의 표 방법과 구성요소가 달라진다. 따라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PC용 웹 환경과의 차이 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14]. 먼  모바일 웹 

환경과 일반 웹 환경의 가장 큰 차이 은 웹사이트가 

구동되는 화면의 크기이다. 휴 성이 강조된 모바일 디

바이스는 정보를 표 하는 화면의 크기가 일반 PC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full-browsing방식의 웹사이트

는 사용성이 히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는 PC용 웹사이트에 비해 정보의 구성이 

단순해야하며, 근과 이용이 쉬워야 하므로 이에 합

한 새로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W3C MobileWeb Initiative 2008). 기본 으로 모

든 모바일 디바이스는 동일한 운 체제와 라우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표 하기 해서는 공

인된 표 을 따르는 것이 요하다.

2.3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 가이드 
앞서 술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에서 있어서 나타

나는 문제 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웹 표

의 수가 요구되어진다. 모든 웹사이트가 정해진 표

을 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태동하고 있는 

모바일 웹에서는 PC용 웹에서 고민했던 문제를 답습하

지 말고, 처음부터 표 화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KS

표  제정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 가이드를 마련하 다. 앞서 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웹 정보

를 사용할 때 겪게 되는 불편함과 단말기에 따라 웹 콘

텐츠를 각각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모바일 웹 표 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웹(모바일OK) 표

은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에 한 국가  기 이 되어, 

국민 구나가 모바일 단말에 최 화된 웹 콘텐츠를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을 통해, 다양한 

IT 서비스의 공 ․확산을 유도하고 련 산업을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15].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사례(ver 1.5) 확장 가이드라인

은 W3C에서 제정한 모바일 웹 모범사례（MWBP　：

Mobile Web Best Practice) 1.0 규격을 수하고 발

시킨 한국형 Mobile Web Best Practice의 표  규격이

다. 다음은 모바일화를 한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요약

하 다[16].

• 하나의 웹을 위한 설계 : 
다양한 장비를 고려하여 설계한 컨텐츠는 비용을 

감시키고, 유연성을 증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웹 표준 준수 : 
세계 곳곳의 제각기 다른 장비와 라우 의 호환을 

해서는 표 을 수해야한다.

• 유해요소 제거 : 
모바일 장비의 제한 된 화면크기, 키보드, 기타 기능

으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장비 제한 주의 : 
특정 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모바일 장비 성

능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웹 네비게이션 최적화 : 
작은 화면과 키보드, 제한된 bandwidth에서는 단순

한 네비게이션과 입력이 매우 요하다.

• 그래픽과 색상 확인 : 
이미지, 색상, 스타일은 컨텐츠를 빛나게 하지만 지원

되는 포맷과 사양의 화면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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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고 간결한 사이트 : 
가벼운 사이트는 시간과 비용을 약하여 사용자를 

즐겁게 한다.

• 네트워크 자원 절약 : 
웹 로토콜 기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부하와 기

시간을 여 사용자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사용자 입력 가이드 : 
모바일 장비에서 키보드  각종 입력 방법은 비효율

일 수 있으며, 효과 인 설계는 이러한 입력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 모바일 유저 배려 : 
시간이 부족하고 번잡한 상황에 있는 모바일 사용자

들은 간결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2.4 네비게이션 체계 및 인터페이스 기본 요소
네비게이션은 웹사이트 내에서의 효율 인 동선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용자의 내비게이션 과정은 략

으로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웹사이트 내

에서 재의 치를 악하고 둘째, 이를 통해 한 

경로를 선택 하며 셋째, 이동  올바른 경로인지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넷째, 최종 목 지에 도착하여 원하

는 정보가 아닌 경우 새로운 탐색을 시작한다[14][17]. 

따라서 효과 인 내비게이션 체계는 이용자들이 손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일

성 있게 배치된 메뉴를 통해 체계 인 라우징을 하

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이콥 닐슨은 사용자가 기본 인 

네비게이션에 한 다음 세가지 질문에 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18].

1. 재 치는 어디인가? (Where I am?)

2. 이 의 치는 어디 는가? (Where have I 

been?)

3.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가? (Where can 

I go?)

문병구, 이원호, 최성철의 연구에 의하면 효율 인 네

비게이션을 설계하기 해서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와 

이아웃  콘텐츠 인터페이스 기본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19]. [표 2]와 [표 3]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요소

인터페이스 요소 W3C MW2 용

- 네비게이션 영역 고려 콘텐츠 설
- 페이지상단에 최소 네비게이션 메뉴 

제공
- 일관된 네비게이션 구조 제공
- 링크 접근키를 할당
- 이미지맵은 사용하지 않음
- 팝업이나 타 윈도우 없음
- 외부 링크 자원수 최소화

×
○

○
○
○
○
○

△
○

○
○
○
○
○

선택
필수

선택
선택
선택
필수
선택

표 3. 레이아웃 및 콘텐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요소 W3C MW2 용

- 콘테츠의 모바일 사용 적절성
- 사용자 요구범위내로 콘텐츠제한
- 페이지를 사용가능하게 나눔
- 페이지크기는 장치 용량에 적절하게 

조정
- 스크롤은 한방향으로 제한
- 공백용 그래픽 사용 안함
- 장치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이미지 사용 
제한

○
○
○
○

○
○
○

○
○
○
○

○
○
○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필수

의 표의 구분 항목  ‘W3C’는 W3C의 MWBP 1.0

을 나타내고, ‘MW2’는 모바일웹2.0 포럼의 KMWBP 

1.5를 나타내며, ‘ 용’은 필수 혹은 선택  용여부를 

나타낸다. 인터페이스표 내용 에 부호의 표시기 은 

'O: 정의, X: 미정의, △: 신규추가정의' 이다.

Ⅲ. 국내 모바일 웹사이트 분석

본 연구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 4

개 학교를 선정하여 모바일 웹사이트에 나타난 정보

의 구조와 구성, 내비게이션 체계에 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스마

트폰이며, 애 사의 아이폰(iPhone 4)이 연구를 해 

사용되었으며, 상 인 비교를 해 삼성 갤럭시S를 

부가 으로 사용되었다.

3.1 정보의 구조
일반 으로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는 콘텐츠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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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뚜렷한 계층구조를 많이 따르고 있다. 계층구조는 

복잡한 정보를 구성하는 데 가장 합한 방법으로, 웹

사이트의 정보구조로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하지만,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태블릿PC보다 화

면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일반 으로 작은 화면 

사이즈에 최 화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이아웃이 다르

게 제작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작은 화면 사이

즈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하다 보니 사용성에 많은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술한 바와 같이 웹 표

이나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 로 수하지 않고 개발

자나 디자이 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림 2][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 모바일 웹

사이트 기 화면의 형태는 아이콘 버튼 형식의 메뉴를 

사용 한 그리드 형태의 이아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공통 은 아이콘의 모양만 다를 뿐 배치된 메뉴

들이 독립된 한 개의 콘텐츠들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작은 화면 크기로 인한 모바일 인터페

이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각 메뉴

는 상하  수 으로 구분되는 계질서가 존재하지 않

으며, 같은 수 에서 선형으로 연결된 허  앤 스포크

(Hub and Spoke)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구조는 각 페이

지의 선형 배열이 확장된 것으로 동일한 시작 (home)

에서 뻗어나간 선형구조의 집합이며, 이 페이지를 통

해서만 다음 페이지에 도달 할 수 있다[13]. 

  

그림 2. A대학교(좌) B대학교(우)

  

그림 3. C대학교(좌) D대학교(우)

3.2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들의 후 계 

 재페이지의 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체계

이다. 이용자는 잘 짜인 내비게이션 체계를 통해 원하

는 정보에 도달하며,  다른 정보를 이용하기 해 웹

페이지를 이동한다. 일반 으로, 계층구조로 설계된 PC

용 웹사이트에서는 정보구조의 가장 상 에 속하는 메

인메뉴가 로벌 내비게이션이 되어고정된 이정표 역

할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치한 각 메뉴들은 그 자체가 각각 서로 

독립 으로 구분된 한 개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로벌

내비게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보의 흐름

은 수평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된다[13]. 를 들어 사용

자가 재 검색하고 있는 페이지가 “ 술 학” 인데, 여

기서 다른 단과 로 이동하려면 사용자는 라우 내

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동하거나 기화면으로 

되돌아 가서 메뉴를 하나씩 다시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

로 이동해야 한다. 즉, 다른 메뉴로 이동하기 한 탭

(tap)의 수가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은 게시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에

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방식이 기존의 PC환경과 동일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인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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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대학의 경우 예술대학에서 다른 단과대학으로 이
동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야 한다.

Ⅳ.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현

지 까지 살펴본 문헌연구와 타 학들의 모바일 웹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스마트폰에 최 화된 모

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웹사이트 디자인에 정 인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1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된 모바일 웹사이트는 에서 제시한 웹 스타일 

가이드를 충실히 따랐고 체 인 디자인(design look 

& feel)은 PC버 의 웹사이트의 컬러 컨셉  스타일을 

그 로 유지하면서 사용성  근성을 고려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

트폰에서도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웹표  HTML4.0, 

XHTML, CSS1/2를 수해 개발하 다.

 

그림 5. 초기화면(좌)과 서브페이지(우)

 

그림 6. 서브메뉴보기(좌)와 내용확장(우)

 

그림 7. 2depth메뉴 내용 확장

사이트의 기화면은 타 학들과 비슷한 형태의 

이아웃으로 디자인 하 다([그림 5]의 기화면). 기

화면에서 각 메뉴로 이동하면 서 메뉴에 해당하는 박

스모양의 메뉴버튼을 볼 수 있는데([그림 5]의 서 페

이지) 다른 학의 웹사이트와는 달리 이 메뉴를 선택

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아래

로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어 같은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A 학교 모바일 웹사이트의 

경우 같은 벨의 하 메뉴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같은 

벨의 메뉴의 끼리 페이지 이동을 하기 해서는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

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해 2단계 메뉴 페이지의 구조를 

의 그림처럼 개선하여 메뉴 제목을 선택하면 내용이 아

래로 확장하는 구조로 디자인 하여 같은 벨의 메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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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을 한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도록 구 하 다. 이

는 웹 스타일 가이드의 “Navigation” 항목과 “Structure” 

항목을 반 한 결과이다. 한 박스메뉴의 오른쪽에 

“+”,”-“ 버튼으로 내용을 열거나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다[그림 7].

이 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같은 페이지 내에서 다

른 서 메뉴들을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서 탭 수를 

일 수 있게 된다. 만약 박스메뉴의 내용이 많아서 아

래로 스크롤 하게 되면 박스메뉴를 닫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맨 하단에는 “close”와 “↑top”버튼

을 삽입하여 내용을 닫거나 페이지의 맨 로 이동하기 

쉽게 하 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최상단에 “메뉴보

기”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뉴들을 볼 수 있게 하 고

([그림 6]의 서 메뉴보기), [그림 5]의 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2 depth 메뉴의 동일한 벨의 메뉴들은 

탭 바 형식으로 배치하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다른 메뉴

로 이동하는 것이 쉽도록 하 다. 

4.2 사용성 평가
구 된 모바일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알아보기 해 

선행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8][9]. 일반 으로 사용성 평가는 표본조사나 정량조

사(Quantitative) 방법이 아닌 참여자의 의견, 아이디어, 

문제 들을 찾아내기 해서 정성조사(Qualitative) 방

법으로 진행한다. 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인원은 

Nielsen, Molich, Virzi의 연구에서 제시한 로 5명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사용자 한 사람을 테스트

하여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찰자는 사용자로부

터 사용성 문제에 해 1/3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째 찰자부터는 어느 정도 복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21].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도 5

명이 테스트에 참가하 고, 테스트의 객 성을 확보하

기 해 참가자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에서 모바일 웹에 능슥한 사용자(Mobile web power 

user)2명, 모바일 웹 사용 가능자(Mobile web literate 

user)2명, 모바일 웹에 한 경험이 없는 사용자(Mobile 

web novice user)1명이 테스트에 참가하 다.  

참가자들에게 먼  앞서 언 했던 타 학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먼  사용하게 해보고 나 에 본 연구에서 

구 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하 다. 테스트를 

진행 하는 동안 연구 상 웹사이트와 타 학 사이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 찰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행동

양식을 악하 다.

테스트 결과 “사용편리성”, “네비게이션” 측면에서 

매우 정 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부분의 참가

자들이 다른 학 모바일 웹 보다 정보를 찾기가 더 빠

르다고 답변했고, 참가자들이 원하는 페이지로 빠르게 

근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웹 스타일 가이

드 수가 사용성과 근성 향상에 요한 기 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몇 가지 사용

성에 한 문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디자인 인 측면에서 박스 메뉴의 컬러가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한 색상이어서 주메뉴를 구분하

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즉, 사용자가 머물러 

있는 재의 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 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 머물고 있는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러의 사용이나 재 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참가자들이 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이동할 때 사용자들은(특히 PC에서 인터넷 사용이 익

숙한 사용자 일수록) 라우 에 있는 “뒤로 가기” 버

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이것

은 사용자들이 네비게이션이나 어떤 기능을 먼  확인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에 의존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 기 때문에 박스메뉴의 기능을 처

음부터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테

스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요한 사실은 스마

트폰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  다른 격 인 이아웃이나 기능

은 오히려 사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기능인데, 참가

자  한 명은 기 화면에서 자신이 심 있는 새로운 

소식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을 나타냈다. 즉, 메인 화면이 로슈어의 목차가 아닌 

처음부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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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의 

특성상 작은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서 여러 

번 화면을 탭(tap) 하는 것은 비효율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 웹사이트가 사용자 맞춤화 는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사용성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메인페이지

[그림 8]은 의 결과를 반 해서 새롭게 제안하는 

메인화면의 인터페이스 이아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리드 형식의 이아웃은 정보의 확장이 수평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공간의 어려움

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화면에서부터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 다. 한 상단 부분

에 드롭다운 형태의 메뉴를 추가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의 이동이 쉽게 하 다.

Ⅴ. 결론
에서 실시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모바일 웹사이

트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 하 다. 

첫 번째, 사용성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보다 직

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용자 경험에 한 고려이고, 세 번째는 사

용자들의 개인화된 성향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

이스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제

시한 웹 스타일 가이드 항목에서 사용자 경험에 한 

항목도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까지도 미비한 웹 표  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웹 표  기술은 HTML4.0, 

XHTML, CSS1/2를 수하여 개발하 지만, 자바스크

립트와 연동되는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HTML5  CSS3로 환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한 일 일 것이다. 

스마트폰의 빠른 보 은 사용자들에게 공간 , 시간

 제약 없이 인터넷에 쉽게 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도 에 비해 사용

성이나 근성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

나 개발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고, 모바일 라우 를 

통해 속이 가능한 웹사이트 수도 많지 않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모바일OK  모바일 웹 스타일 가이드

라인을 보완·수정에 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한 스마트폰  태블릿 PC기반의 모바

일웹은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과 결합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모바일화’, ‘개인화’로 발 될 것으로 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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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환경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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