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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활용도가 증가하고 화면의 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화면의 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최 의 크기를 4인치로 고집하던 애 도 5.5인치의 ‘아이폰6 러스’를 

출시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형화 추세에 제조사들은 한손 조작의 편의성을 지키기 해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에 한손 조작모드를 탑재 하고 있지만 부분 화면 크기를 여서 표시하는 방식이고 한손 모드를 

설정하기 해서는 메뉴에 들어가 몇 차례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웹 라우징을 한손으로 조작할 경우의 문제 을 악하기 해 제조사별 한손 

모드 사례를 분석하 으며, 사용자 조사를 통해 한 손 조작 웹 검색을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해 화면크기를 이지 않고 한손 조작이 원활한 모바일웹 검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이후 사용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5.5인치 화면 스마트폰에 로토타입을 용하여 찰과 설문을 통

해 평가를 수행하여 조작 만족도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 중심어 :∣대화면 스마트폰∣한손 조작∣웹 검색∣인터페이스 디자인∣  

Abstract

As smart phone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to access information with bigger screens and 

higher resolution, smart phones have rapidly grown larger. Even Apple which had stuck to the 

4-inch smart phone screen size, released 5.5-inch iPhone 6 plus. In this trend of smart phone 

enlargement, manufacturers have mostly incorporated one-handed modes to 5-inch or larger 

phones to keep the convenience of one-handed operation. But most of them provide just smaller 

screens and are rather complicated to set up after several menus to touch. In this study, this 

research examined one-handed functions of each smart phone manufacturer to understand 

problems in the one-handed smart-phone manipulation of web-browsing which is one of the 

frequent smart phone services. And by investigating smart phone users, this research found out 

requirements for one-handed web search operation. Based on this examination, the author of this 

research designed an efficient one-handed interface for mobile web-search without reducing the 

screen size. Then, to assess the possible usability improvement, the prototype was applied to a 

large 5.5-inch-screen smart phone to evaluate its performance through observation and surveys 

and find out manipulation satisfaction and furthe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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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커지고 해상도는 높아

지는 고사양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6월에 출

시된 LG G3(5.5인치), 9월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4 

(5.7인치)와 10월 구 에서 공개한 5.9인치 ‘넥서스6’까

지 로벌 제조사들은 앞 다퉈 5인치 이상의 화면 스

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1]. 그동안 스마트폰 화면 최

의 크기를 4인치로 고집하던 애 도 스마트폰 화면 

형화 추세에 따라 5.5인치의 ‘아이폰6 러스’를 출시했

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은 휴 성이 

떨어지고 한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Karlson(2006)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 기기의 사용 실

태를 공항에서 찰한 결과 한손을 이용한 기기 사용이 

체 찰 횟수  74%로 매우 빈번했다고 보고하 다

[2]. 많은 제조사들은 한손 조작의 편의성을 해 5인치 

이상의 화면 스마트폰에 한손 조작모드를 탑재하고 

있지만 부분 단순히 화면 크기를 여서 표시하는 방

식이고, 한손 모드를 설정하기 해서는 메뉴에 들어가 

몇 차례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

한 에서 볼 때 화면 크기를 이지 않고도 한손조작

이 원활한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2014년 5월 ‘2014모바일 벤치마크 리포트‘는 

화면 크기가 4인치 이상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웹 속

률이 201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성장했다고 발표

하 다. 즉 화면 스마트폰에서의 웹 라우징이 연간 

132%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3]. 이와 같은 추세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화면 스마트폰에서 사용빈도가 높

은 웹 라우징의 한손 조작을 돕는 인터페이스를 제안

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첫째, 스마트폰 화면의 형화 추세와 모바일 웹 라

우징 동향을 조사하고 재 출시된 국내 제조사별 한손

모드의 용사례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 다. 둘

째, 화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20∼30 를 상

으로 스마트폰 웹 라우징 행태에 해 찰조사와 인

터뷰 조사를 실시하 다. 셋째,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모바일 웹서비스  사용빈도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네이버앱을 선정하여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한

손 모드를 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후 GUI 로토타

입을 제작하 다. 마지막으로 로토타입을 이용한 사

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에 한 효용성

을 검증하 다. 

II.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1. 스마트폰 화면의 대형화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증가하고 있다. 몇 년 까지 스마트폰 제

조업계들은 화면크기가 4.7인치 이상으로 커지기가 쉽

지 않을 것으로 상했었다. 2010년 12월 델에서 출시

한 5인치 스마트폰인 ‘스트릭(Streak)’ 과 팬택에서 

2011년 7월에 출시한 ‘베가 넘버5’가 큰 호응을 얻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9월에 출시한 삼성 자

의 ‘갤럭시 노트’(5.3인치)가 고감도 스타일러스를 이용

한 필기기능을 탑재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5

인치 스마트폰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4세

 통신(LTE) 서비스와 함께 무선 인터넷 속도가 빨라

지면서 상콘텐츠와 게임을 화면 스마트폰에서 즐

기길 원하는 사용자가 많아졌다[4]. 이 듯 스마트폰의 

형화가 시작되면서 5인치 이상 7인치 미만의 화면 

스마트폰을 뜻하는 ‘패블릿(phablet)’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화면 스마트폰이 시장의 주력 제품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5]. 앱스토리가 지난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1411명을 상으로 진행

한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폰 디스 이 크기’에 한 

설문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549표로 39%의 지지를 

얻은 5.1인치∼5.5인치가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폰 디스

이로, 5인치 이하는 6.1인치 이상을 선호하는 비율

보다도 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부분이 5인치 이

상의 화면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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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크기 선호도
(출처: 앱스토리 매거진 www.appstory.co.kr) 

 
국내에서 5인치 이상 화면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선

호도와 유율이 높아지면서 화면 스마트폰 시 가 

도래 했지만, 5인치 이상의 디스 이를 가진 스마트

폰은 그립감과 휴 성이 문제 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

라 조작성에도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제

조사들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해 한손 사용을 한 

인터페이스를 꾸 히 연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2. 모바일 웹 브라우징 동향
무선 인터넷 근성이 개선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인 컴퓨  환경이 PC 심에서 모바일 웹(Mobile 

web) 심으로 이동하면서, 정보의 이용과 소통 방식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구 (Google)의 최근 동향을 

보면 2014년에 들어서면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웹 검색

을 하는 사용자들이 PC 사용자 수를 넘어섰다. 미국 시

장조사기  컴스코어에 따르면 2007년  세계 모바일 

사용자는 4억명, PC 사용자는 11억명 이었지만 2015년

에는 모바일 사용자가 PC 사용자보다 2억명 더 많아질 

망이다. [그림 2]의 통계를 보면  세계 검색이용자

가 2014년을 기 으로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을 

많이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7].

 

그림 2. Number of Global User(출처:Comscore)  

에릭 슈미트 구  회장은 2014년 11월 만에서 열린 

구  ‘모바일퍼스트’ 행사에서 앞으로 모바일로만 인터

넷을 사용하는 시 가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하 다[8]. 

한 2014년 12월 어도비(Adobe)사는 미국 연휴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화면 크기가 5인

치 이상인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검색과 쇼핑 활동이 활

발하게 이 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 3. 북미 스마트폰 웹 트래픽 점유율
 (출처: 미국 웹 트래픽 분석업체 Chitik)

[그림 3]과 같이 치티카(Chitika)에서 발표한 북미 스

마트폰의 웹 트래픽 유율을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5인치 이상 화면 스마

트폰의 웹 트래픽 유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9]. 이 듯 온라인쇼핑과 웹서핑 등 부분의 

웹 련 서비스는 화면 모바일로 빠르게 환되고 있다.  

 

3. 스마트폰 한손 조작 영역 
스마트폰은 그 특성상 한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5인치 이상의 화면에서는 부분의 사용자가 

한 손 조작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므로 국내외 제조사들

은 화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편하

게 느끼는 한손 조작 역과 조작 방법에 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삼성 자는 2013년 12월에 한손 조작을 

한 인터페이스를 특허로 등록하기도 하 다. 

    그림 4. 삼성전자 특허 (출처:세계특허사무국,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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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의 특허는 한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

우 엄지 이외에는 화면을 터치할 수 없다는 에 착안

해 개발된 것으로, 엄지가 닿을 수 있는 역을 

‘Comfort Zone’이라 규정하고 엄지가 도달하는 범 인 

화면 하단 체부터 상단 엄지쪽 모서리까지 앱을 정렬

해 보여주거나 키보드 배열을 엄지의 움직임 범 에 맞

게 재배치 해주는 기능이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서 

사용하는 슬라이딩 잠  해제도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에 맞춰 각선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어 한손만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특허는 단순히 ‘Comfort Zone’의 아이콘을 재

배열하는 내용으로써 홈 화면에서만 장 이 있고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웹 라우징을 할 때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웹 라우징 시 한손모드를 한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은 여 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성별

과 나이에 따라 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손 조작 

역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5인치 이상의 화면 

스마트폰에서 터치하기 편한 역을 왼손으로 쥐었을 

때와 오른손으로 쥐었을 때로 나 고 삼성 자 특허의 

‘Comfort Zone’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한손 조작 영역 
 

4. 제조사별 한손모드 적용사례 
재 매 인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들은 한 손 조

작 모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입력 시 한 손으

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키패드의 사이즈를 이고 손 

방향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거나, 화면 체 사이즈가 어드는 방식이 부

분이다. 그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 3(5.5인치)

와 LG G-Pro2(5.9인치) 그리고 아이폰6 러스(5.5인

치)를 선정하고 한손 모드 기능의 조작방법과 인터페이

스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제조사별 한손 모드 조작방법 &인터페이스 

⚫[환경설정] - [입력 및 제어 탭] - [한 
손 조작 모드]로 진입 후 필요할 때 특
정 제스처를 통해서 진입 가능.  

⚫크기/위치 이동 가능함
⚫한손 조작 모드 종료 시 상단에 우측 사
각 아이콘을 선택하여 일반 모드로 전
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영상시청(7명)

삼성갤럭시노트3
(5.5인치)

⚫[환경설정]-[한 손 조작 모드]-[미니
뷰]로 진입 후 소프트키 영역을 좌측이
나 우측으로 밀어내어 실행

⚫크기/위치 이동 가능함
⚫미니뷰 기능 종료시 닫기 버튼(X)을 누
르거나 미니뷰를 동작시킨 반대방향으
로 소프트키를 밀어 일반 모드로 전환 

LG G Pro2 
(5.9인치)

⚫홈 버튼을 더블탭 하면 화면 전체가 반
쯤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손 조작이 가
능

⚫ 단 한번의 탭에만 적용이 됨.

아이폰6 러스
(5.5인치)

표 1. 제조사별 한손 모드 사례 

삼성 갤럭시 노트3와 LG G-Pro2는 모두 화면의 크

기를 여서 띄우는 방식으로, 웹 라우징을 할 때도 

작아진 화면 안에서 실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한손 모드 기능을 실행하기 해서는 설정 메뉴에 들어

가야 하는 번거로움 역시 존재하 다. 이에 반해 아이

폰6 러스는 홈 버튼을 더블 탭 하면 화면 체가 아

래로 내려가면서 화면이 반쯤 보이게 되는데, 웹 라

우징시 콘텐츠 역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부분을 볼 

수 없게 되고, 한 번 실행 후에는 화면이 원래 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손모드를 실행하려면 매번 더

블 탭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듯 부분의 한

손 모드가 화면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

이라는 이 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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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10]. 

III. 사용자 조사 

1. 사용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화면 스마트폰으로 웹 라우징을 이용하는 사용자

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

 학생들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

는 사용자 20명을 상으로 1:1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웹 라우  인터페이스 조작의 편의성에 해 찰조

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조사 목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웹브라우징을 이용하는 사용 자들
의 행태 분석

조사 방법 1:1 대면 면접

조사 상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대학생들 중 5인치 이상의  스
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 20명을 대상 
(남:7명, 여:13명 총:20명)

조사 기간 2014년 10월 1일∼2014년 10월 3일 , 15분씩 소요 

표 2. 사용자 인터뷰 개요

사용자 인터뷰 질문 구성은 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라우 와, 웹 라우징 시 자

주 사용하는 기능과 한손 사용의 불편한 에 하여 

조사하 는데 질문의 4번은 각자 사용하고 있는 스마

트폰의 웹 라우 를 실행해 보도록 한 후 인터페이스 

조작의 용이성에 해 답을 하도록 하 다. 인터뷰 조

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 인터뷰 질문 내용

1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 검색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등) 또는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네이
버, 다음, 구글등)은 무엇입니까?

2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3 웹 브라우징을 할 때 주로 한손 또는 양손을 이용하십니까? 
4 한 손으로 웹 브라우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UI(User 

Interface)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5 웹브라우저 또는 검색 포털 애플리케이션의 한 손 조작 모드가 가능

하다면 그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표 3. 사용자 인터뷰 질문 내용 

2. 사용자 인터뷰 결과 
첫째로 재 스마트폰에서 웹 검색 시 사용하고 있는 

웹 라우  는 웹 검색 애 리 이션에 한 응답으

로는 부분 웹 라우  보다는 웹 검색 애 리 이션

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네이버 앱’을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었다. 둘째, 스마트폰에서 웹 라우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85%가 검색이라고 하 고, 

콘텐츠를 이용하거나(10%), 이메일 확인(5%)등으로 

부분 검색을 해 웹 라우징을 한다고 답하 다. 

셋째, 웹 라우징을 할 때의 한손 사용 여부에 한 질

문에는 60%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한손으로 사용하

다가, 검색을 할 때는 화면 상단에 있는 검책 창을 탭

(Tap)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사용한다고 답하

다. 부분 화면 스마트폰에서 웹 검색 시 어려움

을 느 고, 검색창이 에 있어서 한 손으로 검색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하 다. 한 모두 웹 라우징을 한 

한손 조작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 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문항 인터뷰 결과
1 ⚫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2 ⚫검색 기능(85%) ⚫콘텐츠 이용 (10%) ⚫이메일 확인 (5%) 

3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한 손 으로 사용하다가, 검색을 할 때 두 
손으로 사용한다.(60%)            

⚫한 손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화면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사용한다.(35%)              

⚫한 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5%)

4

⚫검색할 때 검색창이 맨 위에 있는데, 검색하다가 다시 화면을 위로 
올려서 , 또다시 검색창을 탭(tap)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50%) 

⚫검색할 때 한손으로 폰을 받치고 다른 한손으로 탭(tap)하거나, 
손가락을 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45%)

⚫화면에서 검색창이 항상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5%)

5
⚫사용하겠다. 편리 할 것 같다. (100%)                   
⚫현재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한손모드가 있기는 하나, 조잡하고 
화면이 작아서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 이런 단점들을 개선해서 더 
나은 UI가 나온다면 사용하겠다. 

표 4. 사용자 인터뷰 결과 요약

  

 

Ⅳ. 인터페이스 분석 및 디자인

1. 네이버앱 인터페이스 분석
사용자 조사 결과 부분의 인터뷰 상자가 주로 사

용한다고 응답한 웹 검색 애 리 이션으로 네이버

(Naver) 포털 앱이 가장 많았고, ‘다음(daum)’ 등 유사

한 포털 앱이 일반 으로 동일한 이아웃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네이버 앱을 상으로 하고, 검색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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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분석하 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조작방법
⚫상단의 검색창, 중간에 콘텐츠 영역 하단에 단축 메뉴 아이콘 및 기
능 버튼 구조로 되어있음       

⚫검색창을 탭하여 검색할 수 있음, 검색창은 항상 상단에 고정  
⚫메뉴 아이콘을 탭하면 세부 메뉴가 오른쪽으로 슬리이딩 되어 보여짐 
⚫맨 마지막 콘텐츠 까지 스크롤 했을 경우 Top아이콘을 탭하여 다
시 맨 처음 화면으로 이동  

표 5. 네이버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분석 

   

앞서 사용자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스마트폰에서 

웹 라우징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검색기능이

다. [표 5]의 화면 구성을 보면 검색창은 항상 상단에 있

고, 검색창을 탭해야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

면 스마트폰을 통한 검색에 있어서 한손 사용은 매우 

어렵다. 한 최근 업데이트된(Ver 5.7.1, 2014년 8월) 

퀵 메뉴 기능은 홈 화면에서 진입 시에는 편리하지만 

검색 시에는 마찬가지로 검색창이 상단에 치에 있기 

때문에 한손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2.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
사용자 조사와 네이버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한손 조작을 한 모바일웹 검색 인터페이스

를 설계하 다. 검색창의 이동이 가능한 A-Type과, 

A-Type에서 검색창 이동 기능을 빼고 하단에 검색 아

이콘만 배치한 B-Type 두 가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 다. 한손 조작을 한 인터페이스라고 할지

라도 화면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해 따로 디자인하

고 개발해서 서비스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이 떨

어지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에 계없이 앱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서 한 화면 스마트

폰의 사용자가 한손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

하 다. 

A-Type 인터페이스 디자인 

  

1

⚫검색창을 Tap and Hold하여 이동가능상태로 활성화 시킨 
후 Drag하여 사용자가 편한 위치로 이동시킨다.

⚫검색창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 밑에 위치한 콘텐츠 역시 아래
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 

⚫비워지는 검색창 위쪽 공간은 해당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내
용으로 채워진다. 

2 ⚫이동된 검색창을 Tap하면 커서가 나타난다. 

3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4

⚫콘텐츠 영역 하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아이콘 을 Tap하
면 3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 때 검
색창은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위치에 나타난다. 

5
⚫화면에서 콘텐츠를 위로 스크롤 하면 아래에 있는 화면이 위
로 올라간다.  

6

⚫화면에서 콘텐츠를 아래로 스크롤 하면 위에 있는 화면이 아
래로 내려온다.                            

⚫두 번 이상 스크롤 시 검색창은 사라지게 되고, 4번처럼 하단
에 검색 아이콘이 나타난다.            

⚫검색을 다시 할 경우, 하단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이전 
지정해 놓은 위치에 검색창이 나타난다. 

표 6.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A-Type)

A-Type은 처음 앱을 실행 했을 시 검색창은 간에 

치하고, 사용자는 그 검색창을 편한 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 시킨 후에는 앱을 실행할 때마다 검색

창이 항상 그 치에 나타나도록 하 다. 검색창을 드

래그(Drag)하여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검색창 에 

치한 콘텐츠는 함께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검색창 

로는 해당화면 아래쪽에 있는 콘텐츠가 채워지게 된다. 

화면 아래에 있는 검색아이콘을 르면 이 에 설정해 

놓았던 치에 검색창이 나타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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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인터페이스 디자인

 

1
⚫어느 화면에서든 하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아이콘을 
Tap하면 검색 화면으로 이동 한다.  

2 ⚫검색창을 Tap하지 않고 바로 커서가 생긴다. 
3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4
⚫검색어를 입력하고 키보드 안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검색된다.(안드로이드 : 돋보기 모양 아이콘 / 아이폰: 검
색 or Search) 

5
⚫콘텐츠를 보는 중 다시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2번 화면으로 
돌아간다.

표 7.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B-Type)

 

B-Type은 A-Type에서 검색창 이동기능을 뺀 인터

페이스로 재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 아이콘만 추가

한 디자인으로, 검색 아이콘을 르면 바로 검색창 화

면이 나타남과 동시에 검색창 안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

서 검색어 입력을 해 검색창을 탭(Tap)해야 하는 불

편함을 없애도록 하 다. 검색어를 입력 후에는 가상키

보드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르면 되기 때문에 한손 

조작에 편리하도록 설계하 다. 

Ⅴ. 디자인 프로토타입 평가 

1. 평가 설계 및 수행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가 로토타입을 사용하는 패

턴을 찰하면서 사용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

보기 해 로토타입이 용된 화면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태스크 수행을 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실험 상은 태스크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스마

트폰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  5인치 이상의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 20∼30  남녀 9명으

로, 이  6명은 이  인터뷰 상자이고 2명은 UI디자

이 , 1명은 스마트폰 개발자가 포함되었다. 실험 종료 

후 간략한 설문을 통해 개선된 인터페이스의 조작 용이

성, 학습 용이성, 만족도에 해 평가를 진행하 다. 사

용성 평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실험 목 스마트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실험
실험 방법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태스크 수행 및 인터뷰 

실험 상
일반 사용자 20-30대 9명 
(이전 인터뷰 대상자 6명, 디자이너2명,
 스마트폰 개발자 1명) 총9명 :남4명, 여5명

실험 기간 2014 . 11. 18~ 19 일 각각 15~20분씩 소요  

표 8. 사용성 평가 개요

  

사용성 평가를 해 [그림 6]와 같이 5.5인치 화면 

스마트폰 (LG G3) 두 를 비하여 디자인된 인터페

이스의 A-Type과 B-Type을 각각의 폰에 실제 구동 

환경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용시킨 후 A-Type과 

B-Type을 비교하면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 다. 

A

B

그림 6. 스마트폰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

그림 7. 사용성 평가 실험 진행 장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손 조작을 한 인터페이스

에 해 간략히 설명해 주고, 그 후 각각의 로토타입 

화면에 따라 검색을 하고, 검색결과를 보도록 한 후 설

문에 응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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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분류 질문 내용

1 조작의
용이성

주어진 프로토타입을 사용함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한손으로 들고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2 학습 용이성 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
용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3 만족도 개선된 인터페이스의 만족도는? 
4 A-Type과 B-Type 중 더 나은 인터페이스는 무엇입니까? 
5 현재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6 한손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자유

롭게 적어주세요.

표 9. 태스크 수행 후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

평가는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평가 기 [11]을 참고

하여 한손으로 조작함에 있어서의 ‘조작의 용이성’, 검

색을 하는데 있어서 ‘학습 용이성’, 개선된 인터페이스

의 ‘만족도’, A-Type과 B-Type  사용하기 편한 인터

페이스를 선택하게 하 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 다.   

2. 사용성 평가 결과 및 분석
평가를 진행한 후 각각의 설문항목의 만족도를 5단계

(5 ) 척도 (매우 그 다 5, 그 다 4, 보통이다 3,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1)로 나 어 평가하도록 

하 다. [표 10]의 한손 조작의 용이성에 해서는 

A-Type이 77%(7명), B-Tpye은 66%(6명)이 한손 조

작이 매우 용이하다고 답하 다. [표 11]의 학습 용이

성에 해서는 A-Type이 66%(6명), B-Type이 55%(5

명)이 검색 시 인터페이스 직 이고 사용하기 매우 

쉽다고 답하 다.

문항 척도 A-Type B-Type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조작의 
용이성

:스마트폰 
한손조작에 
있어서 
조작의 
용이성

1 0 0 % 0 0 %
2 0 0 % 0 0 %
3 1 11 % 2 22 %
4 1 11 % 1 11 %
5 7 77 % 6 66 %

표 10. 조작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문항 척도
A-Type B-Type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학습용이성
:검색시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지

1 0 0 % 0 0 %
2 0 0 % 0 0 %
3 0 0 % 2 22 %
4 3 33 % 2 22 %
5 6 66 % 5 55 %

표 11. 학습 용이성에 대한 평가

[표 12]의 한손 조작을 해 개선된 인터페이스의 만

족도는 A-Type이 66%(6명) B-Type이 44%(4명)이 

A-Type의 만족도가 높았다.

문항  척도 A-Type B-Type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인터페이스
의 만족도 

1 0 0 % 0 0 %
2 0 0 % 2 2 %
3 1 11 % 3 3 %
4 2 22 % 0 0 %
5 6 66 % 4 44 %

표 12. 인터페이스 만족도 대한 평가

그림 8. A-Type과 B-Type 사용성 평가 비교 

두 가지 타입의 사용성 평가 결과 3가지 항목 모두 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 고 재의 인터페이스보

다 개선된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답하

다. 두 가지 타입  [그림 8]과 같이 평균 으로 

A-Type이 4  이상으로 수가 높았으며 두 가지 타

입  더 나은 인터페이스에 한 질문에 A-Type이 

66%(6명), B-Type이 33%(3명)으로 단순히 검색 아이

콘만 있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보다는 검색창을 사용자

가 원하는 치로 이동 가능하면서 검색아이콘도 있는 

A-Type의 만족도가 높았다. 

문항  인터뷰 내용 요약 

실제 앱으로 
구현되었을시 사용 

여부 

사용하겠다. 한손 조작에 편리할 것 같다. 
대화면이 아니더라도, 여자나 어린아이처럼 손이 작
은 사람한테 편리할 것 같다. 

한손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A-Type 이용시 화면이 분할 될 때 검색창만   움직
이게 했으면 좋겠다. 
A,B 타입 모두 검색아이콘을 사용자가 터치하기 편
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다시 앱을 실
행시켰을 때 검색아이콘이 그 위치에 고정되어 나타
났으면 좋겠습니다.(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위치한 아
이콘 터치가 어렵기 때문) 

표 13. 인터뷰 내용 요약 

설문항목  실제 구 되었을 시 사용 의향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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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타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에 한 질문은 

인터뷰로 진행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 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앱으로 구 되었을 시 

피험자 모두 사용하고 싶다고 답하 고, 꼭 화면 

스마트폰용이 아니더라도 손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

들을 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손 조작을 한 인터페이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

는 으로는 A타입에서 검색창 이동시 화면이 분할되

면서 콘텐츠 상단의 내용이 검색창과 같이 하단으로 내

려가는데, 이때 콘텐츠는 움직이지 않고 그 로 있으면

서 검색창만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두 가지 타입 모두 검색아이콘이 존재하

는데, 손 크기가 다른 사람과 왼손을 쓰는 사람을 해

서 검색아이콘을 본인이 편한 치로 이동 가능하게 했

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Ⅵ. 결론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활용도가 증가하고 화면의 크

기와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로벌 제조사들은 앞 다퉈 

5인치 이상의 화면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스마트

폰 화면의 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은 휴 성이 떨어지고 한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웹 라우징을 한손으로 수행할 경우의 문제 을 악

하기 해 제조사별 한손 모드 사례의 특징과 문제 을 

악하 고, 부분의 인터뷰 상자가 사용한다고 응

답한 웹 검색 애 리 이션  네이버앱의 기존 인터페

이스를 분석하 다. 웹 검색의 불편함을 일 수 있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 하여 화면

크기를 이지 않고 한손 조작이 가능한 두 가지 타입

의 인터페이스 로토타입을 디자인하 다. 사용성 개

선 정도를 알아보기 해 5.5인치 화면 스마트폰에 

로토타입을 용시킨 후 찰조사와 설문을 통해 평

가를 수행하 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두가지 

타입 모두 조작의 용이성, 학습의 용이성, 만족도 모두 

높은 수를 받았고, 화면크기를 유지하면서 검색창의 

이동이 가능한 A타입의 선호도가 B타입 보다 높았다. 

추가 으로 손의 크기나 왼손 사용 여부에 계없이 사

용자가 편한 치에 검색창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

도록 한다면 사용성에 있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

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로 화면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손조작이 원활한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의 필요성과, 모바일 웹에서 검색을 할 때 검

색창의 치가 사용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손의 크기나, 왼손잡이 등 사

용자들의 스타일을 고려한 검색창과 버튼 배열이 사용

성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토타입을 GUI 이미지로 제작하

기 때문에 실제 동작 가능한 앱으로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워킹 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

성 평가에서 수집된 추가 인 사용자 의견을 반 하여 

모바일웹 검색의 사용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연구

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ajunews.com/view/20141016104945610  

[2] A. Karson, “Interface design for sing-handed 

use of small device,” Uist 2006 Adjunct proceeding, 

pp.27-30, 2006.

[3] Adobe US, “2014 US Mobile Benchmark_Report”, 

2014.

[4]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23

[5] http://www.womennews.co.kr/news/79276#.VRea1 GdxnIU

[6] http://www.cnbc.com/id/101353869#

[7] 유수 , 모바일 웹 라우  사용자 행태에 한  

연구, 국민 학교, p.21, 2009.

[8]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 

201411/e20141104180232120250.htm

[9] 정수 , 최종훈, “스마트폰에서의 웹 라우징을 

한 한손 조작 인터페이스 연구”, 한국콘텐츠학

회 추계 종합 학술 회, p.284, 2014.

[10] https://www.chitika.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642

[11] Nielsen, Usability Engineering, Morgan 

Kaufmann, pp.28-37, 1993.

저 자 소 개

정 수 영(Su-young Jung)                 정회원
▪2004년 8월 : 이화여자 학교 디

자인 학원 정보디자인과(디자

인학 석사)

▪2015년 2월 : 이화여자 학교 

상디자인 공(박사수료)

▪2012년 ∼ 재 : 우송 학교 미

디어디자인학부 강사 

 < 심분야> : UI/UX디자인, Interactive design

최 종 훈(Jong-Hoon Choe)                   정회원
▪2000년 2월 : 서울 학교 산업디

자인과(BFA) 

▪2005년 5월 : New York University,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MPS) 

▪2010년 3월 ∼ 재 : 이화여자

학교 조형 술 학 상디자인 공 조교수 

 < 심분야> : UI/UX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