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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책 리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다양하여 사용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6개의 스마트폰용 자책 리더를 상으로 기능 설정 옵
션과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에 한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책 리더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능 설정 옵션에 한 분석 결과, 배경색 설정은 배경색 아이콘에 
사용되는 자 색상을 함께 명시하고 지원되는 배경색의 종류는 8개가 하며, 화면밝기 설정은 화면밝
기 설정 바를 이용하여 조정하고, 화면밝기 자동 옵션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자크기 조정은 +/- 버턴을 
이용하고, 자모양은 ‘기본값’ 옵션과 함께 1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지 
넘김 효과는 효과 없음, 페이지 넘김, 슬라이드, 스크롤, 사라지는 효과 옵션을 제공하고, 페이지 이동 방법
은 스크롤바에 의한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지 번호 입력에 의한 이동, 목차  책갈피 목록에 의한 
페이지 이동의 기능은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기
능에 한 분석 결과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은 좌, 우, 간으로 구분하고 화면 좌측을 짧게 한번 터치하
면 페이지의 이  페이지로, 우측을 터치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화면의 간을 터치하면 기능 메뉴
가 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상 일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책 리더 사용자 인터
페이스 설계 시에 사용성 향상을 한 지침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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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r interfaces of electronic-book (e-book) readers in the e-book market are highly 
diverse, and this has led to major usability issues. In this paper, we analyze user preferences 
in terms of feature-setting options and the use of touchscreen actions in the six most commonly 
used e-book readers for smartphnoes. We identify alternatives for these features, which can 
enhance the usability of e-book readers, based on these user preferences. The survey results for 
the feature-setting options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support at least eight background colors, 
as well as the ability to specify the color of the background icons. Adjusting the screen 
brightness using a setting bar with the support of an auto-brightness option is desirable, as in 
using +/- buttons to adjust the font size, as well as approximately 10 font faces. We find that 
it is desirable to support fade, slide, scroll and curl page-turing options, in addition to a simple 
non-animated page-turning effect, and that page movement should be accomplished using a 
scroll bar with the support of the page movement features by entering a page number, and by 
using the table of contents as well as bookmarks. The survey results on the use of touchscreen 
options indicated that it is useful to be able to configure the screen layout of an e-book reader 
by dividing it into three areas: left, right, and center. And then, when users briefly touch the 
left and right areas, it is ideal to move to the previous and subsequent pages, respectively; and 
when they briefly touch the center region, it is desirable to display a touch feature menu.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guidance in the design of user interfaces for 
e-book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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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

래와 자잉크(e-ink) 등의 기술을 이용한 자종이

(e-paper)의 발달은 머지않아 부분의 종이책을 자

책으로 출 할 망이다. 미국출 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2월 미국의 자책의 월 매량은 이미 서책의 

매량을 뛰어 넘어섰으며[1], 세계 최  온라인 서 인 

아마존닷컴(Amazon.com) 한 2011년 1월 킨들

(Kindle)용 자책 매가 종이책의 매를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다[2][3]. 세계 출 시장의 자책 비 은 

2011년 4.9%에서 2016년에는 18%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4]. 이러한 자책 시장의 성장세는 아이패

드(iPad), 갤럭시 탭(galaxy tab), 이북(PlayBook)

과 같은 태블릿PC, 넷북(netbook)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4][5]. 

자책(electronic book, e-book, 는 eBook)은 통

인 종이책(paper book 는 printed book)을 컴퓨터 

는 자기기 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출 된 도서라 말할 수 있다[6]. 최근의 자책의 개념

은 책의 개념에서 신문, 잡지, 블로그, 자사 , 오디오

북 등 디지털 형식으로 출 된 모든 콘텐츠를 포 하는 

개념으로 확 되고 있다[7]. 디지털 일로 만들어진 

자책은 유무선 통신을 통해 단말기로 다운로드 받아, 

자책 제공자 는 출 사에서 제공하는 용 자책 

리더나 여러 형태의 자책 리더 응용 로그램(e-book 

reader application)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본 논문에서는 용 자책 리더나 자책 리더 응용

로그램 모두를 통틀어 자책 읽기 개념에서 간략히 

‘ 자책 리더’로 지칭한다. 부분의 자책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 우선 먼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온

하여 자책을 내러받아 자책 리더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책의 표 인 일 형식은 

.txt, .doc, .pdf, .html, .jepg, .bmp  용단말기에서 제

공되는 다양한 용 일 형식과 국제 디지털 출  포

럼(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제정한 개방형 자유 자 서  표 인 EPUB(Electronic 

Publication: ePub, Epub, 는 epub) 형식 등이 있다. 

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 형태는 기존 범용단말기

( , PC, 노트북, 넷북 등)와 용단말기( , 아마존닷컴

의 Kindle, Barnes & Noble의 Nook, 삼성의 피루스, 

인터 크의 biscuit 등)을 넘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태블릿 

PC( ,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탭, 이북)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확 되고 있다. 자책

은 기존 서책에 비해 이미지, 사운드, 3D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가상 실  증강 실(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멀티미디

어 기술과 인터넷, 하이퍼링크, 자사 , 용어사 , 검

색  내비게이션 기능들과 목하여 보다 풍부한 콘텐

츠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5]. 한 자책은 

종이책의 비해 보통 50%이상 렴하며, 콘텐츠의 수정 

 추가가 용이하여 최신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

다[7].

그러나 자책의 성공 인 도입을 해서는 선행되

어야 할 연구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자책과 

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표 인 주요 문제들은 디지

털 작권에 한 문제, 독 인 자책 형식으로 인

한 상호운용성 문제, 부정 인 심리  인식  무 많

이 존재하는 자책 리더로 인한 사용성 문제 등이다

[8]. 디지털 작권에 한 문제는 소 트웨어 작권 

문제와 연동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

책 형식으로 인한 상호운용성 문제는 국제 디지털 출  

포럼에서 자 서  표 인 EPUB 형식을 제정하여 해

결하러 노력하고 있다[9]. 그러나 자책 리더의 서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사용성 문제에 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를 들어, 사용자가 스

마트폰에서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자책을 읽기 

해서는 교보문고 자책 리더인 교보eBook, 애 의 

자책을 해 iBooks, 아마존닷컴의 자책을 해 

Kindle 등 각기 다른 자책 리더를 설치하여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자책 리더들은 각기 다른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어 사용성(usability) 측면

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를 들면, 부분의 자

책 리더의 경우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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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화면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되는데,1 어떤 경우에

는 화면의 상단을 터치해야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불

편을 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 측면에서 가

장 이상 인 해결책은 Adobe Reader를 통한 PDF 문서

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표  형식을 통해 표 화된 

자책 리더로 모든 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로서는 거의 실 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한  하나의 해결책은 자책의 

반 인 기능에 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

를 바탕으로 자책 리더의 주요기능, 기능에 한 화

면구성,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 기능 아이콘의 사용, 기

능 설정 옵션, 자책 화면 동작 구성 등을 가능한 한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본다. 이를 해 최

근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책 리더의 주요기능에 

한 화면 구성  기능 아이콘 사용에 한 사용자 선호

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상 인 자책 

리더의 기능화면 구성  아이콘 사용 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5]. 이 밖에도 자책 인터페이

스 사용성 평가에 한 연구[10][11], 자책 리더의 구

성  기능에 한 연구와[12], 자책을 읽기 한 환

경으로의 근성[13]  자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한 자책의 이아웃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한 연

구[14]가 진행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

책 리더를 상으로 자책 리더의 기능 설정 옵션 방

법, 부가 기능에 한 필요성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

에 한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

성 측면에서 이상 인 자책 리더 기능 설정 옵션, 부

가 기능  자책 터치스크린 동작에 한 기능을 도

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 상 자책 

리더는 최근에 자책 단말기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스

마트폰용으로 제한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스마

트폰과 함께 최근 빠르게 보 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이

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용 자책 리더의 주요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은 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용 

자책 리더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러한 제한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자책을 읽는 도구로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 PC와 자책 용 단말기를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 일본, 국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

의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

구 방법인 설문조사의 상  방법, 설문 문항의 구성 

등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자책 리더의 기능 설정 

옵션, 부가 기능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에 한 사용

자 선호도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연구 배경

재 자책 시장에 온라인 서 , 출 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무료로 보 되고 있는 자책 리더의 

종류와 버 만 해도 10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15], 용

단말기용 자책 리더만 해도 30여종이 넘는다[16]. 

자책 리더는 자책 리더 소 트웨어, 자책 리더 

응용 로그램, 자책 리딩 디바이스(reading device)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자책 디바이스는 크

게 용 자책 단말기(dedicated e-book terminal)와 

범용 단말기(universal terminal)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책 용 단말기는 자책 리더 응

용 로그램이 내장된 자책 읽기 용 단말기를 말하

며, 아마존닷컴(Amazon.com)의 킨들(Kindle), 반스앤

노블(Barnes&Noble)의 크(Nook)와 교보문고의 샘

(Sam) 등이 이에 속한다. 자책 범용 단말기는 PC, 노

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디바이스에 자책 리더 응용 로그램

을 설치하여 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이

다. 부분의 자책 매업자나 자책 보  출 사들

은 자책 용 단말기이외도 자책을 다양한 형태의 

범용 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자책 리더 소

트웨어도 함께 지원한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마존닷컴의 Kindle, 아이폰의 iBooks, 교보문고의 교

보eBook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책 리더 응용

로그램 (e-book reader application) 는 자책 리더 

소 트웨어를 간략히 자책 리더라 부른다[5].

이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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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자책 사용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기

반으로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 화면에 표시되는 기

능, 기능 설정 옵션  자책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 등

을 가능하면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책 리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련된 자책 

리더의 주요 구성요소는 크게 자책 리더의 화면 구

성,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 기능 아이콘의 사용 방법과 

주요 기능에 한 기능 설정 옵션, 기타 부가 기능  

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 역으로 나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5]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 화

면에 표시되는 기능  기능 아이콘 사용 방법에 한 

사용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이에 한 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자책 리더의 주요 기능에 한 기능 설정 옵션 방법, 

기타 부가 기능  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

에 한 나머지 3 역에 한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하

여 이에 한 사용성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안을 도출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안드

로이드 기반인 Aldiko의 Aldiko[17], Amazon.com의 

Kindle[18], Kobo의 Kobo[19], Wattpad.com의 

Wattpad[20], 교보문고의 교보eBook[21]과 아이폰OS

기반인 Apple의 iBooks[22] 등 6개의 자책 리더를 연

구 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기능을 심으로 본 연구

의 설문 조사 상인 자책 리더의 주요 기능에 한 

기능 설정 옵션, 부가 기능  자책 터치스크린 동작 

기능 상 항목을 도출하 다. 도출되어 설문 조사에 

포함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배경색(background color), 

화면밝기(brightness), 자크기(font size), 자모양

(font face)과 페이지 넘김 효과의 설정 옵션, 스크롤바

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 시의 정보 옵션, 페이지 이동 기

능, 화면 회  잠  기능,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  책

갈피, 공유 등과 같은 기타 부가 인 기능과 자책 리

더의 화면 치와 터치 제스처 종류에 따른 자책 리

더의 동작 기능에 한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주요 원칙 의 하나인 사

용성(usability)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배

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사용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사용자 선호도 방법을 

용하여 사용성 향상을 한 자책 리더의 기능을 도출

하 다.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설문 조사는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경험이 있는 A

학교의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자책 리

더의 사용법은 디지털교과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특

정 자책 리더에 한 선입견이 없는 학생들이 좀 

더 객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

다. 설문조사 상 학생 선정은 학교 정보 교과목 시

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자유롭게 모집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정보 교사가 자율 활동 시간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상인 6개의 자책 리더에 

한 사용법을 교육한 후, 일주일동안 이를 충분히 익히

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보

다 극 인 참여 유도를 해 참여 학생들에게 보상을 

부여하 다. Apple의 iBooks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심으로 그룹을 조성한 후, 그룹 내에서 기

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 다. 

2.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문항은 앞 장의 연구 배경에서 제시한 자책 리

더의 주요 구성요소  본 논문의 연구 상인 3개 역

에 자책 리더 사용자 친숙도에 한 질문을 포함하여 

크게 4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질문으로 구

성하 다. 첫 번째 역은 자책 리더 사용자 친숙도

에 한 질문으로, 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운

체제와 사용자 선호도 조사에 활용된 6개의 자책 

리더에 한 알고 있는 정도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 다. 이는 친숙도(아는 정도)를 ‘하’로 응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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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사 상에서 제외시키지 한 목 에서 포함시

켰다. 두 번째 역은 스마트폰용 자책 리더 주요 기

능 설정 옵션 사용에 한 질문으로 총 6개의  질문

(배경색, 화면밝기, 자크기, 자모양, 페이지 넘김, 

스크롤바 기능 등)과 이에 따른 14개의 하  질문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역은 두 번째 역의 주 기능이

외의 자책 리더의 부가 인 기능에 한 질문으로 화

면 회  잠  기능,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 책갈피, 공

유, 주석기능 등의 제공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마지막 

역은 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에 한 질문

으로 구성하 다. [표 1]은 설문문항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의 내용
문항 질문내용

Part 1 스마트폰용 전자책 리더 친숙도(아는 정도)에 관한 질문
질문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OS
질문2 사용자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각 전자책 리더에 대한 친숙도

(척도형 문항)
Part 2 스마트폰용 전자책 리더 기능 설정 옵션 사용에 관한 질문
질문1 배경색 설정 옵션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 선택
질문1-1 지원되는 배경색의 종류
질문1-2 배경색에 사용되는 글자 색상 명시 여부 (척도형 문항)
질문2 화면밝기 설정 옵션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 선택
질문2-1 화면밝기 자동 옵션 제공의 필요성 (척도형 문항)
질문2-2 선호 동기 (이유)
질문3 글자크기 설정 옵션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 선택
질문3-1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글자크기의 개수 
질문3-2 선호 동기 (이유)
질문4 글자모양 설정 옵션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 선택
질문4-1 선호 동기 (이유)
질문4-2 지원되는 글자 종류의 적절한 개수
질문4-3 다양한 글자색 지원의 필요성
질문5 페이지 넘김 효과 설정 옵션
질문5-1 가장 선호하는 페이지 넘김 효과 선택
질문5-2 두 번째로 선호하는 페이지 넘김 효과 선택
질문5-3 스크롤(scroll)에 의한 페이지 넘김 기능의 필요성 (척도형)
질문6 스크롤바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 시의 정보 옵션
질문6-1 스크롤바에 의한 페이지 이동 시에 표시되는 정보에 관한 질문

- 장(chapter), 현재 페이지 위치, 총 페이지 수, 현재 페이지 
위치의 백분율, 스크롤바 사용 전 페이지로의 이동 버턴, 현재 
위치 다음의 남은 페이지 수 정보 표시의 필요성 (척도형)

질문6-2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 페이지 번호 입력에 의한 페이지 이동, 목차에 의한 이동, 책
갈피 목록에 의한 이동, 하이라이트 목록에 의한 이동, 노트/메
모 목록에 의한 페이지 이동의 필요성 (척도형 문항)

Part 3 전자책 리더 기타 기능에 대한 질문
질문7 전자책 리더 내에서 화면 회전 잠금 기능 제공의 필요성
질문8 전자책 리더 내에서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 제공의 필요성
질문9 스마트폰용 전자책 리더의 기타 부가 기능의 필요성

- 책갈피, 공유, 노트/메모/주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색상 
지원,  현 페이지 번호 표시, 현 페이지 백분율 표시 기능

Part 4 전자책 리더 터치스크린(화면 터치) 동작 사용에 관한 질문
질문10 전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의 화면 구성
질문11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하면 지원되는 기능 

[그림 1]과 [그림 2]는 두 번째 역의 [질문 1]의 배

경색과 [질문 3]의 자크기 설정 옵션에 한 실제 

를 보인 것이다. 질문의 구성은  질문에서 각 기능에 

해 가장 선호하는 기능 설정 옵션 방법을 선택하게 

한 후, 이와 련한 하  질문으로 구성하 다. 를 들

어 배경색의 경우 6개의 자책 리더에서 사용하는 배

경색 설정 옵션을 제시하여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

하도록 한 후, 이와 련한 부가 인(배경색의 종류, 배

경색에 사용되는 자 색상의 명시 등) 질문을 제시하

다.

나머지 질문도 이와 유사하며, 질문은 선택형과 척도

형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의 척도는 5  척도를 활

용하여 “1=아주 그 다”과 “5=아주 그 지 않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질문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은 자

책 리더의 실제 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하 으며, 정확성

을 해 이에 한 설명도 함께 제시하 다. 사용법에 

한 설명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에 이미 이루어졌

고 이를 익히는 시간도 충분히 제공하 으나, 보다 정

확한 설문조사를 하여 각 기능 옵션에 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 다. 

그림 1. 배경색 설정 옵션에 관한 질문 (Part2의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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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Part2]

Aldiko Kindle Kobo Wattpad 교보eBook iBooks 총합계 

 n  %  n  %  n  %  n  %  n  %  n  %  n  %

Q1:배경색   6 18%  7 21%  0  0%  0  0%  19 58% 1  3% 33100

Q2:화면밝기  11 34%  4 12%  2  6%  8 24%  6 18% 2  6% 33100

Q3:글자크기  16 49%  8 24%  4 12%  4 12%  1  3%  0  0% 33100

Q4:글자모양  22 67%  2  6%  1  3%  0  0%   8 24% 0  0% 33100

Q5:넘김효과   0  0%  0  0% 1443%  1  3%  11 33% 7 21% 33100

Q6:스크롤바   8 25%  5 15%  4 12%  7 21%  6 18% 3  9% 33100

문항
[Part2]

아주  
그 다=1

2 3 4
아주그 지
않다=5

n % n % n % n % n %

Q1-2(배경색+글자
색)  4 12% 11 33% 14 43%  4 12% 0  0%

Q2-1(화면밝기자동
옵션)  7 21% 12 37%  6 18%  5 15% 3  9%

그림 2. 글자크기 설정 옵션에 관한 질문 (질문3)

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에 한 질문은 우선 먼

 자책 리더의 화면 치와 터치 제스처의 종류에 

따른 터치 동작 기능에 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 후, 

이와 련한 문항들을 [그림 3]와 같이 제시하 다.

그림 3. 터치스크린 동작 기능에 관한 질문

IV. 연구 결과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생 수는 연구에 참여한 총 60

명  50명이었다(응답률: 83%). 응답자 50명  ‘사용

자 선호도 조사에 활용된 각 자책 리더에 한 친숙

도’ 질문에서(Part1의 [질문 2]) ‘하’로 응답한 학생들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상’, ’으로 응답한 학생 33명의 설

문지만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설문 문

항에서 사용한 ‘친숙도’는 ‘해당 자책 리더를 잘 모른

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 고, 이를 설문조사 당시 참

여 학생에게 주지시켰다. 따라서 해당 자책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답 상에서 제외시

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응답자의 88%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나

머지 12%는 iOS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단일 표본으로 빈도 

분석을 통해 백분 수의 값으로 실시하 다.

1. 전자책 리더 기능 설정 옵션에 관한 설문 결과
[표 2]과 [표 3]는 Part2의 스마트폰용 자책 리더의 

주요 기능 설정 옵션에 한 사용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 2. 주요 기능 설정 옵션의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표 3. 주요 기능 설정 옵션의 관한 설문조사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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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스크롤페이지
넘김)  5 15% 12 36% 13 40%  3  9% 0  0%

Q6-1-1(장(chapte
r)정보) 11 33% 11 34% 10 30%  1  3% 0  0%

 -2(현재페이지위치
정보) 13 39% 16 49%  2  6%  2  6% 0  0%

 -3(총페이지수정보) 15 46% 12 36%  3  9%  1  3% 0  0%
 -4(현페이지위치백

분율)  8 24%  4 12%  7 21% 13 40% 1  3%

 -5(스크롤전페이지
로이동)  6 18% 11 34% 12 36%  4 12% 0  0%

 -6(현위치-남은페
이지수)  5 15% 16 49% 11 33%  1  3% 0  0%

Q6-2-1(페이지번호
로이동) 17 52%  8 24%  7 21%  1  3% 0  0%

 -2(목차에의한이동)  6 18% 11 34% 15 45%  1  3% 0  0%
 -3(책갈피목록에의

한이동) 17 52%  8 24%  7 21%  1  3% 0  0%

 -4(하이라이트목록
에의한)  3  9%  8 24% 15 46%  7 21% 0  0%

 -5(노트목록에의한
이동)  6 18%  8 25% 13 39%  5 15% 1  3%

배경색(background color) 설정 옵션에 한 질문

(Part 2의 [질문 1])에서는 33명  19명의 응답자(58%)

가 교보eBook의 방법을 선호하 으며, 일부 응답자는 

Aldiko(18%)와 Kindle(21%)의 방법을 선호하 다. 그

러나 배경색 선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Kobo 자책 

리더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교보eBook의 경우에

는 야간배경을 포함해 8종류, Aldiko는 33종류, Kindle

는 3종류의 배경색 버턴을 제공하여 원하는 컬러 버턴

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질문 1-1]의 지원되는 

배경색의 종류에 한 질문에서 33명  7명(21%)은 3

종류, 19명(58%)은 8종류, 6명(18%)은 33종류를 선호하

으며, [질문 1-2]에서 29명(88%)의 응답자가 배경색

에 사용되는 자 색상을 함께 명시하는 방법(척도 1, 

2, 3)을 선호하 다. 따라서 배경색 설정은 제공하는 배

경색 아이콘을 나열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배경색 아이

콘에 사용되는 자 색상을 함께 명시하여 제공하는 것

이 이상 일 것으로 보인다. 지원되는 배경색의 종류는 

8종류가 하며, 최소 3종류 이상의 배경색은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화면밝기(brightness) 설정 옵션에 한 질문(Part 2

의 [질문 2])에서는 두드러진 선호도를 보인 결과는 없

었다. 화면밝기 설정은 실제로 모든 자책 리더가 화

면밝기 설정 바를 이용하여 이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조

정하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

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 2-2]에서도 두드러진 특별한 

결과를 보이는 내용이 없었다. 화면밝기 자동 옵션 제

공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2-1]에서 33명  27명(82%)

이 필요하다고(척도 1, 2, 3) 응답하 다. 따라서 화면밝

기 설정 옵션은 화면밝기 자동 옵션 기능과 함께 기존 

자책 리더들이 사용하는 화면밝기 설정 바를 이용하

여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자크기(font size) 설정 방법에 한 질문(Part 2의 

[질문 3])에서는, +/- 버턴을 이용하여 자의 크기를 

설정하는 Aldiko와 Kindle의 방법에 한 선호도가 

73%(Aldiko 49% + Kindle 2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크기 설정 바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조정하는 Kobo

의 경우에는 12%, 자크기 아이콘 버턴을 사용하는 

Wattpad와 교보eBook는 각각 12%, 3%의 선호도를 보

다. 따라서 자크기 설정 방법은 +/- 버턴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것이 사용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

자모양(font style) 설정 방법에 한 [질문 4]에서

는, 기본값의 옵션을 제공하는 자책 리더에 한 선

호도가 91%(Aldiko 67% + 교보eBook 24%)로 높게 나

타났다. 기본값을 제공하는 두 자책 리더의 주 차이

은 제공하는 자 종류의 개수에 있으며, Aldiko는 

13, 교보eBook는 5종류의 폰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되는 한 자 종류의 개수를 묻는 [질문 4-2]에서

도 33명  23명(70%)이 10개 이상을 선호한다고 응답

하 다. 따라서 자모양 설정 방법은 지원되는 자종

류를 라디오 버튼 메뉴방식으로 ‘기본값’ 옵션을 함께 

제공하고, 자 종류는 1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상 일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 넘김 효과 설정 옵션에 한 [질문 5]에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페이지 넘김(curl) 효과를 제

공하는 자책 리더에 한 선호도가 97%(Kobo  43% 

+ 교보eBook 33% + iBooks 21%)로 높게 나타났다. 슬

라이드 효과만 제공하는 Aldiko와 Kindle은 아무도 선

택하지 않았다. Wattpad는 스크롤과 슬라이드 효과 옵

션을, iBooks는 스크롤과 페이지 넘김 효과 옵션을 제

공한다. 이 둘의 차이 은 슬라이드와 페이지 넘김 효

과에 있으며, Wattpad는 3%, iBooks는 21%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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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 결과에서 슬라이드 효과보다는 페이지 넘김 효

과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슬라이드와 

페이지 넘김 효과를 모두 제공한 Kobo와 교보eBook에 

한 선호도는 76%으로, 이 둘의 효과 옵션을 모두 제

공하는 것이 사용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 Kobo와 교보eBook는 이 두 효과 이외에도 효과 

없음 옵션을 제공한다. 차이 은 Kobo는 추가로 사라

지는 효과(fade)옵션을 제공한다. Kobo에 한 선호도

(43%)가 교보eBook(33%)의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서 사라지는 효과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선호도를 보인 Kobo와 교보eBook

에서 스크롤 효과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질문 5]

의 하  질문으로 스크롤에 의한 페이지 넘김 효과 제

공에 한 선호도를 조사하 다. 이에 한 결과에서 

33명  30명(91%)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따라서 페이지 넘김 효과 설정 옵션으로는 효과 없

음, 페이지 넘김(curl), 슬라이드  스크롤 효과 옵션을 

라디오 버튼 메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선호

도를 가장 잘 반 한 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사라지는 

효과(fade) 옵션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롤바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 시의 정보 옵션에 

한 [질문 6]에서는 두드러진 선호도를 보인 자책 리

더는 없었다. 모든 자책 리더가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크롤바 이동 

시에 장(chapter), 재 페이지 치/총 페이지 수, 재 

페이지 치의 백분율 등의 정보를 보여 주며, 스크롤

바를 사용하기 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페

이지 번호 입력에 의한 이동, 목차, 책갈피 목록, 하이라

이트 목록, 노트/메모 목록에 의한 이동 등의 기능 옵션

을 제공한다. 스크롤바에 의한 페이지 이동 시에 표시

되어야 할 정보에 한 사용자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장 정보 표시의 경우 67%는 척도 1, 2를, 30%는 척도 

3을 선택하여 33명  32명(9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재 페이지 치 정보의 경우에는 88%가 척도 

1, 2를, 6%는 척도 3을 선택하여 94%가, 총 페이지 수 

표시의 경우 82% 척도 1, 2를, 9%가 척도 3을 선택하여 

91%가, 스크롤바 사용  페이지로의 이동 버턴 제공

의 경우 52% 척도 1, 2를, 36%가 척도 3을 선택하여 

88%가, 재 치 다음의 남은 페이지 수 정보 표시의 

경우에는 64%가 척도 1, 2를, 33%가 척도 3을 선택하여 

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다만 재 페이지 치

의 백분율에 해서는 43%가 척도 4, 5를 선택하 다.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페이지 이

동 기능에 한 질문에서([표 3]의 [질문 6-2]) 페이지 

번호 입력에 의한 이동, 목차, 책갈피(bookmarks) 목록, 

하이라이트 목록, 노트/메모 목록 등에 의한 페이지 이

동 등의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다만 하

이라이트 목록에 의한 이동의 경우에는 21%가 척도 4, 

5를, 노트/메모 목록에 의한 이동의 경우에는 18%가 척

도 4, 5를 선택하 다. 

따라서 페이지 이동은 기존 자책 리더와 같이 스크

롤바에 의한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지 번호 입력

에 의한 이동과 목차  책갈피 목록에 의한 페이지 이

동의 기능은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이상 인 화면 구성

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목록과 메모 목록에 의한 페

이지 이동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롤바 이동 시에는 장, 재 페이지 치/총 

페이지 수, 재 치 다음에 남은 페이지 수의 정보와 

스크롤바를 사용하기 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

능 버튼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책 리더 기타 기능에 대한 설문 결과
[표 4]는 Part 3의 스마트폰용 자책 리더의 기타 부

수 인 기능 제공의 필요성에 한 사용자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 4. 전자책 리더 기타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Part3]

아주  
그 다=1

2 3 4
아주그
지않다=5

n % n % n % n % n %

 Q7(화면회전잠금기능) 12 36% 16 49%  3  9%  1  3% 1  3%
 Q8(주야간모드설정기능)  9 27% 16 49%  5 15%  2  6% 1  3%
 Q9-1(책갈피기능) 19 58% 12 36%  1  3%  1  3% 0  0%
   -2(공유기능) 16 49%  7 21%  7 21%  1  3% 0  0%
   -3(메모기능)  9 27% 11 34% 11 33%  2  6% 0  0%
   -4(하이라이트기능)  5 15%  5 15% 16 49%  6 18% 1  3%
   -5(하이라이트색상지원)  5 15%  6 18% 18 55%  3  9% 1  3%
   -6(현페이지번호표시) 25 76%  3  9%  3  9%  2  6% 0  0%
   -7(현페이지백분율표시)  5 15%  6 18%  7 21% 14 4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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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리더 내에서 별도의 화면 회  잠  기능 제

공의 필요성의 경우, 33명  28명(85%)이 척도 1, 2를, 

9%가 척도 3을 선택하여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의 경우, 76%가 척도 1, 2를, 

15%가 척도 3을 선택하여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질문 9]에서 책갈피, 공유, 

메모,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색상   페이지 번호 

표시 기능은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자책 리더의 사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이라이트 기능과 하이라이트 색상지원은 

다른 기능에 비해, 33명  과반수가 척도 3을 선택하

으며, 이는 디지털교과서가 아닌 일반 서 을 한 

자책 리더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기능은 반드시 필요

하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 치 백분

율 표시 기능에 해서도 46%가 척도 4, 5를 선택하 다.

3. 전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에 관한 설문 결과
[그림 4]은 설문조사에 사용된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 터치스크린 동작 기능과 자책 내에서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하면 지원되는 기능에 한 설명을 나타

낸 것이다. 터치 동작 기능에 한 질문은 우선 먼  이

를 제시한 후, 이와 련한 문항들을 3장에서 보인 [그

림 3]와 같이 구성하여 제시하 다.

그림 4. 전자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기능 설명

표 5. 화면 위치에 따른 터치 동작 사용의 결과

[Part4]
Q10: 화면 
위치에 따른 
터치 동작에 
대한 기능 ㉮ ㉯ ㉰

기타

㉱

n % n % n %   %
Q10 4 12% 4 12% 25 76%  0%

표 6.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 시 지원되는 기능 결과
[Part 4] Q11: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시의 

기능

아주  
그 다=1

2 3 4
아주그
지않다=5

n % n % n % n % n %

사전
 내장사전 4 12% 13 40% 13 39% 3 9% 0 0%
 위키백과 8 24% 12 37% 8 24% 3 9% 2 6%

 웹/Google 6 18% 12 37% 11 33% 2 6% 2 6%

검색
 본문내검색 6 18% 14 43% 10 30% 2 6% 1 3%
 위키백과 4 12% 11 34% 11 33% 5 15% 2 6%

 웹 6 18% 9 27% 13 40% 4 12% 1 3%
복사 19 58% 7 21% 5 15% 2 6% 0 0%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33명  25명(76%)이 화면

을 좌, 우, 간으로 구분하여 화면 좌측, 우측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페이지의 이 , 다음 페이지로 각각 이

동하며, 화면의 간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기능 메뉴

를 표시하고, 화면 우측 최상단을 터치하면 북마크 기

능을 제공하는 ㉰유형을 선택하 다. Kindle, Kobo와 

교보eBook이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을 제공한다. ㉯와 ㉰

유형의 차이 은 ㉯유형은 화면 우측 최상단의 북마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며, Wattpad와 iBooks가 

이에 해당한다. 결과 으로 화면을 좌, 우, 간으로 구

분하는 구성에 한 선호도는 88%(㉯ 12% + ㉰ 76%)

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을 

Aldiko의 경우와 같이 상, 하, 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화면을 좌, 우, 간으

로 구분하고 우측 최상단 터치 시에 북마크 기능을 제

공하는 구성이 이상 일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자책 리더가 자책 내에서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하면 선택한 단어에 한 공유, 사 , 검색, 복

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

에 해 일부 응답자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모

든 문항에서 80%이상의 선호도를 보 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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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더 설계 시에 기존 자책 리더에서 일반 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은 제공하는 것이 사용성 측면에서 

효과 인 구성이라 할 수 있겠다.

4. 사용자 선호도에 기반을 둔 전자책 리더의 기능 
설정 옵션 및 화면 터치 동작 기능
본 논문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책 리더 기

능 설정 옵션에서 배경색 설정은 배경색 아이콘을 나열

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배경색 아이콘에 사용되는 자 

색상을 함께 명시하고, 지원되는 배경색의 종류는 8종

류가 하며 최소 3종류 이상의 배경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으로 나타났다. 화면밝기 설정 옵션

은 화면밝기 설정 바를 이용하여 조정하고, 화면밝기 

자동 옵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크기는 +/- 버턴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모양은 지원하는 자종류를 라디오 

버튼 메뉴방식으로 ‘기본값’ 옵션을 함께 제공하며, 

자 종류는 1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지 넘김 효과 설정 옵션은 효과 없음, 페

이지 넘김 효과, 슬라이드 효과  스크롤 효과 옵션을 

라디오 버튼 메뉴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라지는 효과 

옵션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다. 페이지 이동 방법은 스크롤바에 의한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지 번호 입력에 의한 이동, 

목차  책갈피 목록에 의한 페이지 이동의 기능은 반

드시 제공하며, 하이라이트 목록과 메모 목록에 의한 

페이지 이동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 다. 스크롤바 이동 시에는 장, 재 페이지 치/총 

페이지 수의 정보, 재 치 다음의 남은 페이지 수의 

정보와 스크롤바를 사용하기 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책 리더의 기타 부수 인 기능에 한 설문조사 

결과, 자책 리더 내 별도의 화면 회  잠  기능과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 책갈피, 공유, 메모, 하이라이

트   페이지 번호 표시 기능은 사용성을 높이기 

해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

책 리더 터치스크린 동작 기능에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책 리더의 화면 구성은 좌, 우, 간으로 구분하고 

화면 좌측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페이지의 이  페이지

로, 우측을 터치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화면의 

간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기능 메뉴가 표시되도록 구

성하는 것이 이상 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

측 최상단을 터치할 경우에는 북마크 기능을 추가로 제

공하는 것도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다. 

한 자책 내에서 단어를 길게 한번 터치하면 선택한 

단어에 한 공유, 사 , 검색, 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

트폰용 자책 리더를 상으로 자책 리더의 기능 설

정 옵션, 기타 부가 기능에 한 필요성  터치스크린 

동작 사용 등에 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하 다. 분

석 상 기능은 자책 리더의 주요 기능을 심으로 

선정하 으며, 배경색, 화면밝기, 자크기, 자모양과 

페이지 넘김 효과의 설정 옵션, 스크롤바를 이용한 페

이지 이동 시의 정보 옵션, 부가 인 페이지 이동 기능, 

화면 회  잠  기능, 주·야간 모드 설정 기능  책갈

피, 공유 등과 같은 기타 부가 인 기능과 자책 리더

의 화면 구성 치와 터치 제스처의 종류에 따른 화면 

동작에 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 사

용자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책 리

더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책 리더의 서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성 문제 을 해결하

고, 향후 자책 리더나 뷰어를 개발 할 경우에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자

책 리더를 개발할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능 설

정 옵션 방법과 터치스크린 동작 구성을 용하여 설계

하면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 인 자책 리더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단일 표본 집단을 상으로 실시하 고 설

문조사 결과를 빈도 분석을 통해 백분 수의 값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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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그러나 실험 통제  비교 집단을 형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균값, 표 편차 등을 바탕으로 

차이검증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본 연구

의 결과를 기 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험 통제와 다양

한 비교 집단을 형성하여 실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

여 좀 더 정확한 사용자 선호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한 설문 집단을 인 으로 구성하기 보다

는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을 자책 리더에 

경험과 심이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모집하여, 좀 

더 다양한 자책 리더를 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이와 함께 자책 리더의 리  검색 기능을 

분석하여 자책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

가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인간의 인지  

정보처리 능력을 종합 으로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설

계 략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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