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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사용 시 가장 많은 이용 목적을 가진 정보 검색의 인터페이스의 정보 구조와 
사용자 경험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적인 모바일 인터넷 접
속 기기인 스마트폰의 특징과 사용자 경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정보 검색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
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28개
와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모두 하향식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네이버의 카테
고리에서는 3Depth 계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는 중복된 뉴스 콘텐츠와 과도한 스크롤의 사
용으로 인지 부하의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며 다음의 경우는 하단의 쇼핑 카테고리에 있어 터치 제스처 사용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주제어 : 정보구조, 사용자경험, 터치제스처, 스마트폰, 패턴

Abstract  In this study it placed the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provide a more efficient user 
interface experience to analyze the structure information and the user experience when using the pattern of the 
search with the number of intended use of the smart phone. Naver and Daum wer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consist of 28 dogs and 15 each category Naver and Daum had both a top-down sequential structure. In 
the case of Naver it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cognitive load through the use of duplicate content and 
excessive scrolling news Daum has been in the case of shopping categories at the bottom of this error was 
raised the possibility of using touch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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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는 속하게 늘

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4

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1]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은 년 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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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넘는 증가율을 보 으며 이로 인해 유선 인터넷의 이

용률은 77%가 감소하 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 스마트폰이 타 모바일 기기 비 월등히 높은 비율

과 빈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목 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 검색

이나 일반 인 웹 서핑과 같은 자료  정보 습득이 99%, 

메신 나 SNS와 같은 커뮤니 이션이 97.5%(복수응답)

으로 가장 높은 순 에 올라 있다. 이  모바일 검색 서

비스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99.1%가 이용을 하

고 있으며 그 이용 유형은 부분(99.5%)가 키보드 검색

을 이용하고 치기반 검색(41.7%)과 소셜 검색(24.8%)

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한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꽤 오랜 시간

에 걸쳐 사용자와의 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익숙

한 매체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이며 그에 따른 연구자들

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에 한 연구도 꾸 히 지속되

어 왔다. 하지만 표 인 모바일 인터넷 속 기기인 스

마트폰은 그 역사가 짧고 새로운 기술과 인터페이스 유

형 그리고 손가락 터치를 이용한 사용자 경험이 지속

으로 발 하면서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능동 인 사용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2]. 이는 사용

자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학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도

한 사용자 경험의 신은 사용자의 학업 성취를 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

터넷의 사용 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스마

트 폰에 한정하여 가장 많은 이용 목 을 가진 정보 검색

의 인터페이스의 정보 구조와 사용자 경험 패턴을 분석

하여 보다 효율 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 을 

둔다. 한 표 인 모바일 인터넷 속 기기인 스마트

폰의 특징과 사용자 경험 요소에 해 알아보는 것을 우

선으로 정보 검색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털 사이

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페이지를 심으로 정보 구

조와 사용자 경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웹 환경

일반 으로 모바일 환경은 PC보다 작은 디바이스의 

화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사

용자가 원하는 로 설치 는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동성과 휴 성을 들 수 

있는데 사용자와 24시간 함께하는 성을 가진다[3]. 

 DOD(Display only device) 환경에 의한 각종 센서와 

터치 제스처를 통해 모바일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모바일 환경에 최 화된 운 체재를 탑재하고 있다

[4].  스마트폰이 PC의 웹과 가장 다른 은 마우스가 아

닌 사용자의 손가락을 이용한 인터랙션 UI라는 이며 

한 손가락 뿐 만 아니라 여러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다양

한 조작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페이스

와의 은 손가락 터치로 이루어진다[5]. 

모바일 웹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라우 를 구동시키

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속이 가능하며 웹 라우징을 

통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 따로 필

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GPS나 센서 기능과 같은 스마트

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으며 기존

의 웹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그 로 구동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다.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타 기기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 의 커뮤니 이션을 요구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그 기능이 더욱 정 해지고 복합 으로 

변화되면서 UX의 역할과 기능이 확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콘텐츠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 개인이 설정한 모바일 기기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되며 개인 용 단말 기기의 

특성상 증 된 보안성을 가지는 개인화의 특징이 있다. 

둘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동성을 구 해 공간성의 제

약을 해소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 검색과 통신이 가

능한 편재성을 가진다. 셋째, 하드웨어  측면과 송 속

도의 개선  킬러 앱 개발과 같은 소 트웨어 측면의 진

화로 정보 검색  통신 부분에서도 편리성을 제공한다. 

넷째,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섯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즉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즉시 연결성 그리고 마지막으

로 치기반 GPS 수신을 통해 주변의 유용한 정보 제공

이 가능한 지역 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6]. 

2.2 모바일 UI/UX

UI는 사  의미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로그램과 

의사소통을 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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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 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는 

로그램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동작을 제어하기 하여 사

용하는 명령어 는 기법을 말한다[7]. UI는 필요한 정보

를 해석하고 지각하는 것과 한 련이 있으며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 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건

이었다[8]. 이에 해 제이콥 닐슨은 학습용이성, 효율성, 

기억용이성, 에러빈도  정도, 주  만족도로 사용성

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9]. 

도 드 노만은 UX디자인에 해 사용자가 어떤 시스

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 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

각하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 등 총체  경험이라고 말

한다[10]. UX의 목표는 사용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디스 이 화면이 작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욱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1].  모바일 환경에서의 UX는 하드웨어 구성과의 연

성을 가지며 터치와 제스처 그리고 오디오를 통한 입력 

방식을 가진다.  기기가 지닌 센서를 용하는 환경이

며 휴 성이 극 화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UX에 있어서는 작은 화면에서 사용자의 동작에 따른 화

면의 반응이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

다. 그를 해서는 개인화에 맞추어 사용자에 따른 옵션

을 설계 제공하고 자동완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좋다. 

2.3 모바일 정보구조

정보구조는 웹 사이트에서의 UI와 메뉴 그리고 내비

게이션, 콘텐츠 등을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자와 콘텐츠 

그리고 맥락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효과 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2]. 모바일 웹의 정보구조는 

PC웹에서의 구조와 기본 원칙은 같지만 모바일 환경과 

특징의 이해를 토 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 화면

에서의 정보 구조는 최 한 단순하고 핵심 인 요소를 

배치해야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터치 제스

처도 고려 요소  하나이다. 모바일 웹의 정보구조를 설

계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터치를 고려하여 자주 쓰이는 

메뉴를 메인에 배치하고 서비스 동선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개인화 메뉴를 구성하고 자동 검색어나 페이지 로

딩, 일 다운로드에 한 표식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한

다. 

메뉴의 구성에 있어서는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

기 해서 드릴다운 방식을 사용하거나 모바일에 특화된 

탭 메뉴를 사용하고 검색창을 통한 입력 검색이 추천된

다. 좋은 정보 구조를 설계하기 해서는 불필요한 정보

를 삭제하고 노출을 자제해야 하며 정보량을 분산하고 

명확한 기 을 가지고 분류되어야 한다[13].  사용자들

의 생각과 행동을 반 하여 주요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

게 배치시켜야 한다.  류시천은 정보 계 표출 방식은 

인지  능력을 결부시켜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하 다[14]. 특히 정보를 다루는 실질  방

식인 태스크를 심으로 구분되는 인지  특성은 모바일 

웹에 있어서는 요한 요소로 작용된다[15]. 이를 바탕으

로 한 정보 구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순차적 구조

PC에서의 웹이 큰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

공하는 평형 구조라면 모바일 웹은 작은 화면에서 정보

를 축소하여 순차 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시스템 구성에 있어 가장 단순하고 친숙한 구조로 구성 

요소들 간의 명확한 이블링에 의한 카테고리화가 가능

한 경우로 범 한 콘텐츠 처리에 도움이 된다. 

2)복합 계층구조

계층 분류들은 상호 배타 이어야 하지만 폭과 깊이 

간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도 요하다. 폭은 계층의 각 단

계에서 서  카테고리의 수를 말하며 깊이는 계층 단계

의 수를 말한다. 특히 복합 인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정

보 구조는 모바일 웹 환경에서는 그리 합한 구조는 아

니다. 특히 사용자들은 깊이가 4단계 이상 선택받도록 강

요당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계층의 폭이 

넓은 경우는 작은 화면에서 모두 보여  수 없기 때문에 

슬라이딩 메뉴나 더블 슬라이딩 메뉴로 구축되게 된다. 

이때는 보이지 않는 역에 메뉴가 더 있음을 사용자들

에게 인지 시키는 것이 요하다. 

3) 하이퍼텍스트 구조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  방식으로 연결된 정보단

들을 계층  는 비 계층 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정보 구조의 설계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용자들은 혼동과 복잡함을 느끼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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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게 길을 잃거나 인지 부하에 빠지기 쉽다.  하이

퍼텍스트 링크들은 지극히 개인 인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지각되지 않

을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구조 유형은 각각 독특한 장

과 약 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만을 용하기도 하지

만 모바일 웹에서의 정보 구조는 상호 보완 으로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모바일의 제스처

모바일 기기와 PC 웹과의 가장 큰 차이 은 마우스가 

아닌 사용자의 손가락을 이용한 인터랙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PC나 타 모바일 기기에서도 터치 

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바이스의 크기가 

타 기기에 비해 작다는 특성 때문에 디바이스와 상호작

용하는 사용자의 동작에 의한 이벤트는 인체공학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바일에서의 터치 제스처는 스크린을 

동시에 한 손가락 는 여러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다양

한 조작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는 시각 인 부분뿐만 아니라 센서의 역까지 확인하면

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생활과 하게 연결된 

실 동작을 반 한 어포던스와 메타포의 형태로 배치되

는 것이 요하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터치제스처는 화면을 

한 손가락으로 짧고 가볍게 두드려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실행시키는 탭(Tab)과 화면을 재빠르게 두 번 두드려 화

면을 확  축소하는 더블 탭((double Tab), 화면을 손가

락으로 길게 끌어 이동하는 드래그(Drag), 한 손가락을 

화면 에 터치한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움직이는 스와

이 (Swipe) 같은 방식으로 수평 는 수직으로 이동하

는 스크롤(Scroll)  화면 이동이나 페이지 넘김을 한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빠른 스크롤 동작의 릭(Flick) 

등이 있다. 

3. 스마트폰 웹 포털의 정보구조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인 스마트폰에 한정하여 모바일 속 유

율 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선정하여 메인페

이지에 한정하여 그 정보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

보 구조의 카테고리가 가지는 디자인 패턴과 제스처를 

함께 분석한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들

은 정보 검색이나 일반 인 웹 서핑과 같은 자료  정보 

습득을 스마트폰의 가장 큰 목 으로 하고 있는데 2015

년 상반기 web top15를 살펴보면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구 의 순으로 순 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으나 구 의 경

우 메인 페이지가 검색 창으로 만 이루어져 있어 본 연구

의 범 에서 제외하 다.  

[Fig. 1] Web top 15 the first half of 2015 

3.1 네이버 모바일의 화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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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A Patterns Gesture

1

Logo, Home menu, 

the entire list of 

services

Parallel Lists Tab

2 Search System Parallel Lists Tab, Voice

3 Main Menu Parallel Lists Tab, Swipe

<Table 1> Naver's IA, Patterns & Gesture

4 News Table List Tab

5 Rising real time Accordion structure Tab

6 Photo News Card Tab

7 weather Widget Tab

8 News Card Tab

9 Menu List Table List Tab

10 Photo News Card Tab

11 Mobile Advertising Banner Tab

12
Web toon, 

Wall Street
Button Tab

13 News Table List Tab

14 Photo News Card Tab

15 Story news 2Depth Table Tab

16 News Table List Tab

17 Common sense Table List Tab

18 Theme News Card Tab

19 Common sense Banner Tab

20 Age Popular News
Parallel Menu

Table List
Tab, Flick

21 Photo News Card Tab

22 Popular News Table List Tab

23 Menu List Table List Tab

24 Select tmenu list Table List Tab

25 Settings, Info Banner Tab

26 economy Banner Tab

27 Setting,  page Button Tab

28
PC version, 

privacy settings
Button Tab

 

[Fig. 2] Mobile screen of Naver 

네이버의 화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크롤링

에 의한 롱 페이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개의 그루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색서비스를 기 으로 테이블 

구조를 가진 콘텐츠 구성의 순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체 페이지는 스크롤 방식으로 스와이 하여 볼 

수 있다.  세부 콘텐츠를 살펴보면 부분의 정보 계는 

원 탭 제스처로 2depth의 얕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쉬운 정보 근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외 3의 메

인 메뉴 카테고리는 1의 집 모양 아이콘을 통해 그 개수

를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고 메뉴의 개수가 화면에 넘

치는 경우 스와이  제스처를 사용해 화면에 보이지 않

는 메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메인 메뉴를 

원 탭 제스처로 태핑하여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체 화

면을 릭 제스처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5는 아코디언 형태로 열리거나 닫히면서 검색

어의 순 를 배치하고 있다. 9, 20, 23, 24의 메뉴 카테고

리는 3Depth 구조를 가지고 각 메뉴의 메인 홈으로의 이

동을 유도한다. 각 그루핑의 정보 구조와 제스처를 표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의 체 인 메인 화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3px 

두께의 회색 구분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면의 지루함과 

정보 인지오류를 막기 해 사진 뉴스와 배 를 사용하

여 콘텐츠를 구분하고 있다.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는 탭

과 음성 검색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면 탭의 경우 자동

검색어가 제공되고 있다. 메인 메뉴의 경우는 로고 의 

홈버튼을 러 메뉴의 개수를 개인별로 설정이 가능하며 

메인 메뉴의 개수가 화면에서 넘치면 오른쪽 부분이 흐

릿하게 변해 연속되는 메뉴가 있음을 알려 다. 

터치 제스처로는 스와이 를 사용해 메뉴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 밖의 콘텐츠는 모두 탭 제스처를 사용해 하

이퍼링크의 실행이 가능하며 연령별 많이 본 뉴스만이 

릭 제스처를 사용해 페이징 뷰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단의 페이징 번호는 버튼 형태로 이루어져 탭으로 페

이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타 콘텐츠와 구분선과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스와이 나 릭 제스처를 혼동하

여 사용하게 되진 않는다.  긴 스크롤을 내리거나 올리

게 되는 긴 페이지 뷰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멈춘 화

면마다 상단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어 메인 

메뉴로의 이동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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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모바일의 화면 구조

 

 

[Fig. 3] Mobile screen of Daum

다음의 화면은 네이버의 화면 보다 하향식 순차  구

조가 길지는 않다. 다음 역시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콘텐츠를 살

펴보면 메인인 뉴스 콘텐츠는 메뉴자체에 페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 화면을 릭하여 3개

의 뉴스 페이지를 순차 으로 볼 수 있다. 계속하여 화면

을 릭하면 페이징이 끝난 후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 특

징을 가지고 있으며 페이징이 있는 메뉴에 한해 페이징 

표시가 나타난다. 3, 6의 카테고리는 태핑하는 경우 아코

디언 형태로 열리거나 닫히면서 사용가능하다.  19의 

경우는 독립 인 페이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단의 콘

텐츠는 그 로 유지한 상태로 페이지 번호를 태핑 제스

처를 통해 뷰 페이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카테

고리의 콘텐츠는 페이징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릭 제

스처를 사용하면 체 페이지 뷰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하는 혼선을 유도하기도 한다. 각 그루핑 정보 구조와 제

스처를 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IA Patterns Gesture

1
Logo, Log in, Weather, Mail, 

etc
Parallel Lists Tab

2 Search System Parallel Lists Tab, Voice

3 Rising real time
Accordion 

structure
Tab

4 Main Menu Parallel Lists Tab

5 News Table List Tab, Flick

6 Sports Menu Parallel Lists Tab

7 Photo News Card Tab

8 News Card Tab

9 Web toon, Wall Street Button Tab

10 Mobile Advertising Banner Tab

11 SNS popular content Card Tab

12 Mobile Advertising Banner Tab

13 Shopping Card, Button Tab

14 Notifications, Settings Parallel Lists Tab

15 PC version, privacy settings Button Tab

<Table 2> Daum’s IA, Patterns & Gesture

다음의 체 인 메인 화면 디자인은 일부 카테고리

의 그루핑이 3pixel의 회색 구분선을 사용되거나 사진뉴

스와 카드 디자인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다. 스크

롤이 길지 않은 콘텐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스크롤을 

내려도 메인 메뉴는 항상 상단에 치하여 하단의 카테

고리를 보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재의 치를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메인 콘텐츠인 뉴스 콘텐츠는 길지 않은 

스크롤과 메뉴 자체 페이징을 통해 페이지뷰가 넘어가며 

하단의 콘텐츠는 주로 흥미 주의 콘텐츠와 쇼핑 콘텐츠

로 구분되어 뉴스 콘텐츠가 길게 반복되는 네이버 화면

에 비해서는 인지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은 편이다. 

다만 체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의 반 

이상이 뉴스 카테고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를 보

면서 재 치에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터치제스처는 검색 시스템에 있어 네이버와 마찬가지

로 탭과 음성 검색을 지원하며 탭 검색에서만 자동 검색

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부분의 콘텐츠는 탭 제스처

로 하이퍼링크를 이동하지만 각 메인 메뉴별로 페이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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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되어 있어 메인 콘텐츠인 뉴스를 연속해서 볼 경우

는 메인 메뉴가 아닌 콘텐츠 페이지를 릭하여 다음 페

이지 뷰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하

단의 쇼핑 콘텐츠 이용 시에 릭하게 되는 오류의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쇼핑 콘텐츠 카테고리 하단에 페

이지 버튼이 있어 사용자가 릭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

면 체 페이지가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서는 스크롤을 내려 페이지를 이

동해도 메인 메뉴가 상단에 항상 로 되어 있는 만큼 

네이버와 같이 하단에 체 페이지에 한 페이지 버튼

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단 콘텐츠로 이동하는 버튼은 어

떤 뷰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3.3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의 구조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이버와 다음 모두 하향식 순

차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뉴스 콘텐츠에서는 부분 

얕고 넓은 2Depth의 계층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

이 해당 정보에 근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스처는 원 탭 방식을 사용해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일부 메뉴 카테고리에 한정하여 3Depth의 구조

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는 뉴스 카테고리의 메뉴를 세분화 하

여 제공하면서 무 많은 뉴스 메뉴가 제공되고 있었으

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수많은 뉴스 카테고리의 뉴스 콘

텐츠 속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 페이지에 

많은 양의 뉴스 콘텐츠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인지 오류

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뉴스 콘텐츠는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카테고리에서 복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

히 연령별 많이 본 뉴스는 테이블 리스트로 제공되고 있

는데 상단 뉴스 콘텐츠에서 이미 제공된 콘텐츠를 복 

게재 하고 있다는 에서 스크롤 페이지의 부담을 이

기 해서는 아코디언 형태의 메뉴로 제공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으로 상된다. 

다음의 경우는 메뉴 자체에 페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에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었으

나 뉴스 페이지에 제공되는 하  카테고리들이 뉴스와 

상 없는 흥미 주와 쇼핑 카테고리들이 배치되어 자칫 

정보 검색의 목 을 잃고 다른 콘텐츠로 이동하는 오류

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쇼핑 카테고리의 경

우는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릭하게 되는 인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쇼핑 메뉴가 있는 만큼 쇼핑 메뉴에 하

단의 쇼핑 카테고리를 이 하고 재 메뉴에 집 된 콘

텐츠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스마트 폰은 이제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낯설고 어려

운 기기는 아니다. 2009년 KT의 아이폰 도입으로 시작된 

스마트 폰 시장은 이제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어들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 합한 모바일 디자

인 패턴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용되고 있다.   국내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해서 모바일 웹에 합한 

UX로 업그 이드되고 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사이트의 효과 인 사

용자 경험을 해 첫째로 이론  고찰을 통해 기존의 PC

웹과 모바일 웹과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모바일 웹의 

특징에 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화면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카테고리로 구

분하 으며 그에 따른 구조와 패턴 그리고 사용되고 있

는 제스처에 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네이버와 다음 모

두 하향식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카테고리

에 있어 3Depth 계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분은 

2Depth의 계층구조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색어 입력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탭 

입력 방식과 음성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콘텐츠는 음성 검색을 

제공하지 않고 탭 제스처와 릭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는 복된 뉴스 콘텐츠

와 과도한 스크롤로 인해 인지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복 콘텐츠의 경우는 제거하거나 아코디언 

메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경우는 메뉴에서의 

페이징과  그로 인해 스크롤이 짧아 콘텐츠를 명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하단의 카테고리

들은 타 메인 메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복 배치되

는 만큼 메인 메뉴의 콘텐츠에 집 할 필요가 있다.  

버튼 탭 기능과 릭 기능의 오류를 이기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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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카테고리는 메인 메뉴에 흡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한정

되었다는 과 제스처라는 특성으로 인해 화면 환 시 

느껴지는 사용자 경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에 해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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