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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으로 바뀌는 추세로서 웹사이트의 인터

페이스 설계 시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구

성 시 사용자경험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대표적인 온라인마켓을 선정하여 메인화면을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주시빈도를 측정하는 시선추적방법을 이용하여 메인화면과 와이

어프레임을 비교하며 시간에 따른 주시빈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다. 실험의 결과 온라인 마켓의 메인 화

면 설계 시 중요한 정보를 이미지나 움직이는 이미지로 가운데에 배치시켜 이용자의 주시를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

이다.  

ABSTRACT 

When designing the interface of the web site, we must consider what users want and need in the design, because 
design trends are recently changing from user interface design to user experience design.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method to apply  the user experience design when designing the main page of the web site. We select representative 
online markets and analyze the information elements which compose the main page. Using the eye tracking method 
which  measure user’s visual attention frequency, we compare the main page with the wire-frame and  analyze changes 
of  the visual attention frequency over time. As a result of experiments, it is efficient to allocate the important 
information as the image or the moving image to the center of main page for use’s visual attention at the time of 
designing the main page of the onlin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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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I 

design)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UX design)으로 바뀌

는 추세인데 이는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

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경험을 추가한 상호교감적인 

디자인 방법이다[1].

PC, 모바일,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환경

에서는 제한된 하드웨어와 입력방법, 휴대성 및 피드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자인을 필

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는 눈으로 보

는 사이트맵(site map)인 동시에 명령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태스크 플로우(Task flow)이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주시할 때 시선이 어디로 이동하고 머무르는

지, 아니면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우회하는지를 안다면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디자인시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서는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

법으로는 온라인 사용성 조사, 실험실 원격 사용성 조

사, 전문가 리뷰, 포커스그룹, 웹트래픽 측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측정을 위해 사용

자의 주시빈도 측정하는 시선추적방법(Eyetracking)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시각형태를 파악하여 사

용자의 의도와 목적을 측정하는 정교한 방법을 제공한

다[2-5].

온라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이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메인화면

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너를 배치하여 

매출을 극대화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온라인 

오픈마켓 점유율 상위 3곳의 메인화면과 그 메인화면의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주시영역 및 주시

빈도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유리한 영역과 시각탐색에 유리한 패턴을 

파악하여 메인 화면 구성시 사용자경험 중심의 디자인

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온라인마

켓을 선정하여 메인화면을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분석

하고 실험방법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메인화면과 와이

어프레임을 비교하며 시간에 따른 주시빈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1.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은 소비자가 한 대안

을 선택하기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선택 대안들, 즉 경쟁제품, 경쟁상표들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이다.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Problem 

recognition)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Information search)하여 선택 대안들을 평가

(Evaluation of alternatives)함으로써 구매(Purchase)라

는 행동을 보이는 과정과 구매 후 소비자가 보이는 만족 

혹은 불만족과 관련된 구매 후 행동까지의 다섯 단계의 

과정이 있다[6]. 이 중 정보탐색 과제를 복잡성, 구체성, 

경로, 초점,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복잡성은 탐색 과제 안에 있는 개념어나 수를 의

미하고, 구체성은 정보탐색을 위한 첫 시작점을 결정하

기 쉬운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초점은 정보를 찾기 위한 

주된 요소 결정의 용이성을 의미하고, 경로는 적절한 답

을 찾기 위해 선택되어야 하는 화면의 수를 의미하며, 접

근 용이성은 답을 찾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기 쉬

운지의 여부를 의미한다[7]. 이 중 시각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준은 구체성과 초점이다. 소비자가 문제인식

에서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성과 초점의 과정

을 시각탐색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 와이어프레임

와이어 프레임은 그림 1과 같이 웹페이지 화면에 대

한 프로토타입을 말하며, 페이지나 화면에 보이는 요

소를 확인할 용도로 사용한다. 와이어 프레임의 구체

적 요소는 내비게이션, 양식요소, 콘텐츠섹션, 액션도

출, 이미지, 그림, 미디어가 있으며, 흰색과 회색의 그

레이스케일 톤으로 제작한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와이

어프레임과 실제 메인 화면을 비교하여 프로토타입형

태와 이미지 및 패턴이 담겨 있는 형태를 비교하여 소

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유리한 메인 화면 영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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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wire frame

Ⅲ. 온라인 오픈마켓의 정보요소 분석 및 실험 

방법 설계

3.1. 온라인 오픈마켓 선정 및 정보요소 분석

온라인 오픈마켓 선정은 2016년 9월 1일 랭킹닷컴의 

기초정보 결과에 따른 오픈마켓 점유율에 따라 11번가, 

네이버 스토어팜, G마켓으로 선정했다. 오픈마켓의 정

보영역은 그림 2, 3, 4와 같이 각각의 메인 화면에서 제

시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각 영역별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역: 로고, 검색, 메뉴, 로그인, 광고 배치

② 영역: 카테고리 리스팅 배치

③ 영역: 메인 롤링배너영역 배치

④ 영역: 상위검색결과의 쇼핑광고 배치

⑤ 영역:  그 외 쇼핑콘텐츠 배치

Fig. 2 Information elements of 11st

11번가의 메인 화면은 그림 2와 같이 상단 1영역은 

넓게 화면전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은 배너광고가 배

치하고 있다. 3영역에 메인 롤링배너가 배치되어 있으

며 4, 5영역이 아래로 단을 만들고 있다. 또한 좌우측 하

단영역의 구분표기가 넓다. 우측 스크롤배너는 스크롤

에 맞추어 따라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이버 스토어팜의 메인 화면은 그림 3과 같이 1영역

은 11번가와 G마켓과 동일하게 넓게 화면전체를 차지

하고 있으나 배너광고는 없다. 사각형의 롤링배너와 일

반배너가 격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 배너는 11

번가와 G마켓에 비해 넓게 분포되었으나 배너의 크기

는 작게 형성되어있다. 네이버홈페이지 검색창과 연동

된 오픈마켓으로 2015년부터 급부상하고 있다.

Fig. 3 Information elements of Naver storefarm

G마켓은 옥션과 함께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옥션과 유사한 화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11번가와 동일하게 상단 1영역에 메인

광고가 배치되어 있으며, 롤링배너 영역이 넓어 큼직

한 이미지영역으로 복잡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11

번가와 네이버 스토어팜에 비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Fig. 4 Information elements of 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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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실험실은 비교적 소음이 적고 22~24도의 온도를 유

지하고 있는 밀폐된 공간이며, 적외선 아이트래커가 장

착된 모니터에서 제공된 이미지를 주시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제공되는 이미지는 세 가지 오픈마켓 메인화면

과 메인화면의 와이어 프레임이다. 

적외선 아이트래커는 The Eye Tribe사의 The Eye 

Tribe Tracker제품을 사용한다. 시선 좌표는 사람이 보

고 있는 화면에 대하여 계산되며, 좌표계는 화면에 주

어진 좌표 (X, Y)로 표현된다. 시선추적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시선이 약 0.5~1º시야각의 평균 좌표를 산출

한다. 아이트래커의 구성 요소는 그림 5와 같다.

Fig. 5 Architecture of Eye Tribe Tracker

실험은 메인화면과 와이어프레임을 비교하며 시간

에 따른 주시빈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다. 

와이어프레임 비교분석에서는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팜, G마켓 순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고 그 

후 실제 메인 화면을 제시한다. 이미지는 각각 연속해

서 15초씩 보여준다. 주시 시간에 따른 주시빈도 분석

은 각 메인 화면을 1초, 2초, 5초, 10초씩 보여주며 주시

빈도를 분석한다. 실험대상자는 20대의 성인 20명으로 

여자 10명, 남자 10명이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주요 오픈마켓의 메인화면과 와이어프레임 비교분석

실험평가는 20명의 시선이 머무른 영역을 표시하는 

히트맵(Heat map)으로 분석 평가한다. 먼저 11번가의 

평가결과를 확인하면 그림 6과 같이 왼쪽의 이미지는 

와이어 프레임이며 오른쪽 이미지는 메인화면이다. 와

이어 프레임 이미지에서는 ①영역의 중심부분과  ③영

역의 중심 하단부에 집중 히트를 보여준다. 메인 화면

은 와이어 프레임에 비해 넓은 히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②영역의 카테고리와 ③영역의 이미지부분에 집

중 히트를 보여준다. 또한 ④영역과 ⑤영역에 배분된 

프레임에 맞게 골고루 시선이 히트하고 있다.

Fig. 6 Comparison between wire frame and main of 11st

네이버 스토어팜의 평가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와이

어 프레임 이미지에서는 ①영역의 우측 로그인 창과 ④

영역에 집중 히트를 했으며 11번가에 비해 넓은 분포의 

시선히트를 볼 수 있다. 메인 화면의 경우에는 ③영역

의 정형화된 프레임 안에 시선이 집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②영역의 카테고리 리스팅은 11번가와 G마켓에 

비해 히트가 적음을 알 수가 있다. 11번과와 G마켓에 

비해 카테고리 폰트가 작으며 배너량이 많아 시선의 분

포가 넓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7 Comparison between wire frame and main of 
Naver storefarm

G마켓의 평가결과는 그림 8과 같이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에서는 ①영역의 오른쪽 검색영역과  ③영역의 

중심부에 집중 히트를 보여준다. 메인 화면에서는 ①영

역의 오른쪽 배너, ②영역의 카테고리, 그리고 ③영역

의 배분된 배너와 ④영역 특정 이미지에 많은 히트를 

보여주었다. 특히 G마켓에서는 큼직한 이미지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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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 보이는 롤링 배너이미지로 인해 주목도가 높게 나

왔다. 

Fig. 8 Comparison between wire frame and main of 
Gmarket

4.2. 시간에 따른 주시빈도의 변화 분석

그림9에서 그림11까지의 화면에서 상단 왼쪽은 1초, 

오른쪽은 2초, 하단 왼쪽은 5초, 하단 오른쪽은 10초간 

주시된 메인 화면의 주시빈도 결과를 나타낸 히트맵이

다. 먼저 11번가의 평가결과를 확인하면 그림 9와 같이 

1초에서는 ③영역의 중심부분에 히트를 했으며 2초에

서는 2단의 ②영역과 ③영역의 이미지부분에 집중 히트

를 보여준다. 5초에서는 전체적으로 넓게 시각탐색이 

이루어지나 ③영역의 중심부분에 집중 히트를 보여주

고 있으며 10초에서는 5초와 같이 넓은 시각탐색과 함

께 이미지와 큰 폰트에 집중히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 9 Change of visual attention in 11st

그림 10의 네이버 스토어팜의 결과를 확인하면 1초

에서는 ③영역의 중심부분에 히트를 했으며 2초에서는  

③영역의 조금 더 넓은 이미지부분에 히트를 보여준다. 

5초에서는 전체적으로 넓게 시각탐색이 이루어지나 ③

영역의 중심부분과 ⑤영역의 이미지에 집중 히트를 보

여주고 있고, 10초에서는 5초보다 넓은 시각탐색을 보

여주며 ③영역의 중심부분의 큰 폰트에 집중히트를 보

여주고 있다.

Fig. 10 Change of visual attention in Naver storefarm

G마켓의 평가결과를 확인하면 그림 11과 같이 1초

에서는 ③영역의 큰 배너에 히트를 했으며 2초에서는 1

초보다 조금 확장된 히트를 보여준다. 5초에서는 전체

적으로 넓게 골고루 이미지에 시각탐색이 이루어지며 

10초에서는 5초와 같이 넓은 시각탐색과 함께 이미지

와 카테고리에 집중히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 Change of visual attention in 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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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오픈마켓의 효율적 화면 설계

를 위해 대표적인 온라인 오픈마켓 메인화면 폴랫폼과 

와이어 프레임의 비교 및 주시 시간에 따른 시각탐색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비교분

석 실험결과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은 시각탐색이 가운데

에 집중하는 경향과 시선이 고정되어 시각탐색 활동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인 화면에서는 이미지와 카

테고리에 집중하면서 제시된 이미지를 따라서 시선이 

넓게 탐색되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서는 시각탐색이 이미지와 큰 폰트에 집중하면서 화려

한 색과 움직임에 더 많은 주시빈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시시간에 따른 주시빈도 분석에서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각탐색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미지에 집중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시간에 따라 시선이 

중앙에서 퍼져나가면서 이미지에 클러스터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온라인 오픈마켓의 화

면 설계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요한 정보를 가운데에 배치시켜 집중시킨다.

둘째, 중요한 정보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집중시킨다.

셋째, 중요한 정보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표현하여 집

중시킨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의 연속으로 배너의 개수와 

색,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른 주시빈도 및 주시궤적

을 확인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

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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