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별 특성이 정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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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하나의 단일기능에서 복잡한 복합기능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매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은 이용의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하드웨어 구성요소인 물리적 컨트롤 구조특성과 정보내용의 명확성을 전달하
는 콘텐츠 표현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보매체의 기술수용관점에서 이용의도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인터페이스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물리적 컨트롤 인터페이스,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요인으로
148명의 사용자에 대한 설문내용을 기초로 정보매체의 기술수용과 관련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그리고 이용의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와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보매체의 이용 의도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대한 설계는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성능에 대한 유용성 평가과정 그 자체로서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와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hereas traditional user interface are well accepted modes of information exchange, the
new digital conversion type's of information media is relatively complex and provides new
means of transaction with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 can be decomposed into two component:
the physical structure through which information media is controlled,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ontent. This research explores the two user interface element have different effect
on the adoption of information media and, as such, can influenc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y of use, and intention of use. The hypotheses have been tested with the survey of 148
end-users examines two interface characteristics factors such as efficiency, error, design,
entertainment, accuracy, and vividness, and so on. The research summarized in this paper
decomposes the influence of interface elements of physical structure interface and content
presentation interfac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interface stimulates user's
perceived usefulness to adopt the inform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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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운 인터페이스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자극하기 위한 핵심요

1.1 연구의 필요성

인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 간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활용의 효율성관점

정보매체(information media)란 인간의 지

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

적 활동의 내용을 정보로서 전달하기 위한 방

된 바 있지만(Kil-Soo Suh and Sun Hye Chang

법이나 수단의 총칭으로 “정보전달매체․정보

2006), 사용자와의 정보접근 및 전달방법과 관

전송매체”라고도 한다(박재용 2007). 정보매

련이 깊은 하드웨어적 구성요소인 물리적 컨트

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롤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하나의 단일기능에서

지, 아니면 명확한 표현과 제시방법, 그리고 정

복잡한 복합기능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보내용을 강조하는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에서

모양만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블랙박스 안에 겹겹이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쉽게 주어진 작업을

1.2 연구목적

수행할 수 있게 하는가는 정보매체의 실제사용

본 연구는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 유형별 특

에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을 하드웨어 구성요소인 물리적 컨트롤 구조

인터페이스의 설계기준을 필요로 한다.

특성과 정보내용의 명확성을 전달하는 콘텐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정보매체와 접

표현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보 사용자의 디지털

점 또는 채널이라 표현하며 그 개념은 보다 사

정보매체의 기술수용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

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인쇄물 중심의

인지적 측면에서 디자인하고 사용 편리성을 평

정보자원이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환에 따른 정

가하는 것이다(김은영 외 2003). 정보를 제공

보매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을 이해하여

하기 위해 물리적 컨트롤러, 콘텐츠 표현을 보

사용자의 정보자원 이용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다 친근하게, 쉽게,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인 디지털 정보매체의 설계와 효과적인 정보이

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역이라 할 수

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있으며 이러한 사용도구 및 환경 사이에서 일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어나는 물리적, 인지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행위라

배경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성, 정보매

할 수 있다. 하나의 버튼에 단일기능을 부여하

체의 기술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스크린 화면에 초점을

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델과 가설설정을

둔 현재의 정보기능표현 방식으로의 변화는 사

제시한 후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설계 및 표본

용자의 정보 이용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

의 특징을 기술하고,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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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인 통계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

된다(Palmer and Eriksen 1999).

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연구모델을 분석하

인터페이스 특성을 통한 사용자와의 상호작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내용은 정보내용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전달관점에서 사용자의 관여의 정도이다. 사용
자가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때 두 개의 서
로 다른 환경이 존재한다. 물리적 컨트롤 환경

2. 이론적 고찰

은 사용자가 직접 접하게 되는 공간이며, 가상
적 공간은 물리적 컨트롤 구성요소를 통해 전

2.1 사용자 인터페이스

달되어지는 가상적 환경으로 정보내용이 구성
되어진다(Steuer 1992). 일반적으로 소설의 내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용에 독자가 깊이 빠져 있을 때 독자는 책장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넘기거나 인쇄된 페이지의 상태 그 자체를 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특성을

피기보다는 작가가 구성해 놓은 이야기에 초점

의미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시스템

을 둔다. 인터페이스와의 관여의 정도가 높게

과의 접점, 또는 사용자와 각각의 시스템 사이의

나타날 때 사용자들은 물리적 컨트롤 구성요소

정보채널이라고 정의된다(김은영 외 2003). 이

보다는 정보내용에서 제시하는 가상적 인터페

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정보가

이스 공간인 콘텐츠 표현방법에 더 몰두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적 물리적 컨트

되며, 인터페이스와의 관여가 낮게 나타나는

롤 구성요소와 정보의 해석에 관한 콘텐츠 표현

경우는 하드웨어적 물리환경에만 초점을 두며

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Myers et al.

표현되어지는 콘텐츠에는 적극성을 갖지 않는

1998; Shneiderman 1998). 또한, 사용자 인터

다(Nass and Steuer 1993).

페이스 특성은 하드웨어적 결합을 위한 물리적
구성요소와 콘텐츠와 같은 정보내용 전달을 위
한 표현방법으로 구분된다(Mitt et al. 1995).

2.2 정보기술 수용

인쇄물 관점에서, 물리적 구성요소는 페이지

사용자들의 정보기술의 실제사용문제에 접근

의 구성, 표현방법은 문자와 그림으로 구성되

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모형은 Davis 등(1989)

는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이 제안한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

정보매체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특성은 하드웨

ance Model: TAM)과 Ajzen(2002)의 계획행

어 컨트롤러의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

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으며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지는 텍스트문자,

으로, 두 모형은 사용자의 정보기술수용을 위한

오디오, 그림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디스

사용의도에 대한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추적하

플레이 설정화면과 같은 정보내용을 표현하는

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Chau 1996).

방법은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으로 구분

TAM모델에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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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용이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TPB모델에서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 특성은 대부분 정보

는 사회적 규범과 특정상황하에서 사회적 행위

기술관련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특성으로 효

영향 요인들이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중

율적인 정보전달 방법, 특히, 사용자와의 정보

요요인으로 가정한다. TAM모델은 개인이 정

전달 및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지원한다(DeLone

보기술을 수용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and McLean 2002). 또한, 사용자에게 적합한

으로 사용자의 실제 이용 의도는 이용에 대한

인터페이스 특성은 사용자의 관여를 향상시키

사용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이용이

며, 향상되어진 사용자의 관여는 정보매체를

유용한 것으로 지각하고, 이용이 용이하다고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지각할수록 사용자의 의도를 호의적으로 변화

이는 사용자의 정보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결

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

과를 이끈다(Andrew and Shimp 1990).

지된 이용용이성은 이용의도의 주요예측변수

정보기술 수용관점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기

이다(Davis et al. 1989). 인지된 유용성이란

술이 융․복합된 정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

수용하면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라는 개인의 신념이며, 인지된 이용용이성은

데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은 정보매체

이용하는데 노력이 덜 들 것이라는 개인의 신

의 구성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념으로 정의된다(Luarn and Lin 2005). 다수

특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사용자이

의 선행연구들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

며, 현재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정보 이용정

용 용이성이 개인의 기술수용을 예견할 수 있는

도는 사용자의 정보매체의 수용여부에 다라 결

변수임을 증명하였다(Luarn and Lin 2005).

정되므로 개인수준에서 정보매체 기술수용 프
로세스의 이해가 중요하다.

2.3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정보기술 수용
정보시스템 매체가 정보내용을 제시, 전달,

3. 연구 가설의 도출

그리고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다양한 인터페이스 특성들을 통해 역동적인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정보매체 인터페이

콘텐츠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에

스 특성에 대한 수용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는 것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보다 폭 넓고 사용자 친화

이기 때문에 Davis 등(1989)의 TAM모형을 기

적인 인터페이스 특성이 사용자와의 관여도에

초로 인터페이스 특성변수를 외부변수로 구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보

하여 연구모델로 설계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매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시되는 콘텐츠 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현 특성과 물리적 컨트롤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이용용이성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정보매체의

태도, 사용자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페이스 특성에 대한 이용성 측정은 선행연

(Dennis and Kinney 1996; Shneiderman 1998).

구(최정민, 이재환 2006; 김은영 외 200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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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사용자가 느끼는 편리성과 효율성, 오류

계를 극복해야한다(Cook and Coupey 1998).

빈도 경험정도를 물리적 컨트롤 인터페이스 이

특히. 디지털 정보매체를 활용한 정보이용에서

용성 측정으로, 사용방법의 학습성, 기억의 용

하드웨어적 물리적 컨트롤 구조의 인터페이스

이성, 표현의 명확성에 대한 경험정도를 콘텐츠

의 인지된 유용성, 이용용이성, 그리고 감성표

표현 이용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현에 대한 적합성은 실제 정보이용자의 이용
행위의도와 이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유
추해 볼 수 있다.

3.1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신속

현재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촉진하기 위해 사

성과 효율성, 오류빈도와 같은 사용성 특성을

용되는 키보드, 전자포인터, 터치스크린 등 다

물리적 컨트롤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변수로 활

양한 입․출력 디지털 정보매체의 물리적 컨트

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롤 하드웨어는 본래의 정보 활용을 위한 사용자
의 역량을 제한하여 활용되고 있다(Kendall, K.

가설 1a: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

and Kendal, J. 1998). 인쇄물 형태로 정보가 제

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시될 때와는 달리 다양한 디지털 정보매체의 입력

가설 1b: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

장치들을 통해 출력장치인 모니터에 정보가 제시

지된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될 때 사용자의 반응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사용

미친다.

자의 태도는 위축된다(Mauter and Maurutto
1991). 예를 들면, 전통적인 종이를 이용한 사용
자의 수기방법과 비교해보면, 사용자의 정보 입

3.2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력에 대한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모니터에 제

Shnederman(1998)은 인터페이스가 정보

시되어지는 정보 입력내용은 한계를 갖게 되는

표현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정보이용을 향상시키기

Dennis & Kinney(1998)는 사용자들이 정보

위해서는 정보입력 사용자와 정보이용 사용자가

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콘텐츠

활용하게 되는 물리적 컨트롤 인터페이스의 한

표현을 위한 구성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

인지된 유용성
이용의도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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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콘텐츠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

가 정보매체 인터페이스의 이용 용이성에 대한

로 표현 명확성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

인지의 정도로 해석되므로 본 연구에서 인지된

어 왔다. 표현 명확성이란 표면적인 특성에 의

이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매체 환경

해 정의되어지는 중재된 환경의 표현에 대한

에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해석

선명성으로 해석된다(Steuer 1992). 표현 명확

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성은 아주 고도의 높은 수준부터 낮은 단계까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

지 연속체로 개념화 시킬 수 있는데, 문자위주

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정

의 표현보다는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와 동영

보이용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높

상을 포함한 경우가 고도의 표현 명확성을 갖

은 수준의 유용성을 인지한다면, 사용자의 실제

고 있다(Srirojanant and Thirkell 1998). 일반

정보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해

적으로 단순한 문자방식의 표현보다는 형상화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된 이미지나 아이콘이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
고 집중시키게 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표현

가설 3: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명확성은 높은 단계의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로 관여하게 되어 사용방법의 학습성, 사용기
억의 용이성 같은 사용특성을 유발하게 되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4 인지된 이용용이성
기술수용 모델에서 인지된 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
도로 정의한다(Venkatesh and Morris 2000;

가설 2a: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

Davis 1989).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인지된 이

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용의 용이성은 디지털 정보매체 인터페이스의

가설 2b: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

사용용이성에 대하여 느끼는 인지의 정도로 해

지된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석되므로 본 연구에서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미친다.

사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정보매체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3.3 인지된 유용성

해석한다.
기술수용모델 연구에서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기술수용 모델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수행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밝혀졌다(Ventatesh and Morris 2000).

것이라고 사용자가 신뢰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디지털 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인지된

(Venkatesh and Morris 2000; Davis 1989).

이용용이성은 사용자의 정보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줄 것이라는 전제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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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유

4.2 측정방법

의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페이스 특성에 대한 사용성이란 제품이
나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상호작용 경험정도를

4. 연구 방법

측정한 것으로 제품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다, 혹은 쉽
다, 혹은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그 정도의 문제

4.1 자료수집

를 다른 것이라고 1993년에 ISO(International

본 연구에 대한 자료는 약 2주간 수집하였으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밝혔

며, 물리적 컨트롤 구조와 콘텐츠 표현 인터페

다. 또한, Jakob Nielsen(1993)은 사용성의 요

이스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기초자료

소를 사용에 대한 효율성, 오류의 정도, 엔터테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구성은 정보기술 수용

인먼트 가치, 사용방법의 학습성, 사용기억의

에 대한 태도에 혁신성과 연령과의 관계에 대

용이성으로 정의하였다.

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층과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에 대한 사용성

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기술수용에 대한 반응

측정은 사용성을 중심으로, 측정을 위해 시스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디지털 정보기기의 인터

템의 물리적 컨트롤 구조의 품질 평가에 사용

페이스 설계에 대해 민감한 계층이라고 알려져

되는 측정지표를 기본으로 연구에 맞게 수정 개

있기 때문에 표본구성에 있어 최근의 컨버전스

발하였다.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의 사용

형 디지털 정보기기에 친숙한 20대를 대상으로

성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Palmer and Eriksen

사용자들의 정보기기 사용경험을 중심으로 총

1999)를 기본으로 디스플레이 내용의 정확성,

20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

풍부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개발

답을 보인 응답 52부를 제외한 148부가 실증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의 조작

석에 활용되었다.

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수에 따른 설문의 구성
연구 변수

항목

관련연구

조작적 정의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5

Jakob Nielsen(1993), 최정민 &
이재환(2006)

구조적오류, 신속성, 즐거움, 디자인, 전체적 조화의
정도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4

Jakob Nielsen(1993), Palmer & 기억과 학습의 쉬운 정도, 조화와 구성의 적절성과
Eriksen(1999)
명확성의 정도

인지된 유용성

3

Venkatesh & Morris(2000)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 믿는 정도

인지된 이용 용이성

3

Luarn & Lin(2005)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라 믿는 정도

정보매체 이용 의도

3

Davis et al.(1989)

수용하려는 의도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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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이성 변수는 0.6에 근접하고, 그외 모든 변수들
이 0.6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채서일 2000).

5.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타당성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신뢰성이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한

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

영향을 받으며 정확한 측정에 대한 판단이 쉽지

념은 가설적인 개념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작적 정의를

평가에 의해 측정되므로, 이들 개념이 얼마나

이용,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측정의

신뢰성 있게 측정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증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배병렬 2006). 본 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항목 척도간의

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요인추출에 있어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항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해 주성분분석 방

목-전체 상관관계가 낮고 전체 신뢰성을 저해

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법으로는 Kaiser 정규

하는 2개의 측정항목(물리적 구조 1문항, 인지

화가 있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

된 이용 용이성 1문항)이 제거되어 최종 16개

다(Hair et al. 200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항목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2>의 결과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항목들이 총 5개 요인으로

를 보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인지된 이용 용

각각 구분되었으며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

<표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정보매체 이용 의도

항목

요인적재량

물리적구조인터페이스2
물리적구조인터페이스3
물리적구조인터페이스4
물리적구조인터페이스5
콘텐츠표현인터페이스1
콘텐츠표현인터페이스2
콘텐츠표현인터페이스3
콘텐츠표현인터페이스4
인지된유용성1
인지된유용성2
인지된유용성3
인지된이용용이성1
인지된이용용이성2
정보매체이용의도1
정보매체이용의도2
정보매체이용의도3

0.809
0.706
0.524
0.639
0.750
0.786
0.862
0.846
0.709
0.823
0.885
0.742
0.825
0.676
0.802
0.803

크론바하 알파

0.8136

0.8323

0.8469
0.5976
0.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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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0.5 이상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

(배병렬 2006). 또한, 모형적합도 권장기준에 대

는 측정개념들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해 확립되어 있는 단일기준은 없으나 선행연구
를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x2/df<2.0, RMR<1.0,
GFI>0.9, AGFI.>0.8, NFI.>0.9, CFI>0.9기준이

5.2 연구가설의 검증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

최종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는
2

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x =254.39, df=97, p=0.00, RMR=0.067, GFI

LISREL 8.52를 활용하여 모수추정에 대한 측

=0.82, AGFI=0.75, NFI=0.85, CFI=0.89로

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

제시되었다. 주어진 자료가 모형을 잘 대변해 주

(maximum like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

고 있는가의 기준인 x 통계량이 유의수준 0.05

다. 먼저 각 개념에 대하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x2통계량은 표본의 크기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추출한 후 이를

에 민감하므로 x2통계량과 자유도의 비율(x2통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추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계량/자유도 값)은 2.622로 권고치인 2.0보다

2

2

대부분의 LISREL관련 문헌에서 보면 x 통계

크게 제시되었다. <표 3>은 일반적으로 연구모

량은 표본크기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

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요구되는 값들과 분

문에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에서 모수의 수와

석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제시된 모형

표본의 수 등에 따라 해석함에 주의를 요할 필요

에서의 지수 값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가 있으며(Hair et al. 2006) 연구모형의 적합도

아니지만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를 위해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된 적합도 수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과정에 고려할 수 있다

준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적합도 유형

비교기준

요구수준

카이제곱통계랑(x2) (df, p-value)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분석결과
254.39 df=97, p=0.00

적합도지수(GFI)

> 0.9

0.82

평균제곱잔차제곱근(RMR)

0.05∼0.08

0.067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

0.05∼0.08

0.089

조정돈 적합지수(AGFI)

> 0.8

0.75

비표준적합지수(NNFI)

> 0.9

0.87

표준적합지수(NFI)

> 0.9

0.85

관계적합지수(RFI)

0∼1.0 클수록 양호

0.81

증분적합지수(IFI)

0∼1.0 클수록 양호

0.89

비교적합지수(CFI)

0∼1.0 클수록 양호

0.89

간명기초적합지수(PFGI)

0∼1.0 클수록 양호

0.59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 0.6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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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81***)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특성

인지된 유용성

0.66(6.01***)

0.075(0.94)

이용의도

0.14(2.08**)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0.49(3.49***)

-0.11(-1.28*)
* : p < 0.1 (t > 1.282), ** : p < 0.05 (t > 1.645), *** : p < 0.01 (t > 2.326)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콘텐츠 표현 인터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 인지된 유용성을 대상으로 한 가설 1a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이용의

(경로계수 0.71 표준오차 0.091, t값 7.81)과 가

도와의 관계모형을 대상으로 가설 3(경로계수

설 2a(경로계수 0.14, 표준오차 0.068, t값 2.08)

0.66, 표준오차 0.11, t값 6.01)과 가설 4(경로

는 유의수준 0.05에서 절대값 1.645보다 t값이

계수 0.49, 표준오차 0.14, t값 3.49)는 유의수

큰 값들이 나왔으므로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준 0.05에서 절대값 1.645보다 t값이 큰 값으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콘텐츠 표현 인터페

로 나왔으므로 모두 채택되었다. 즉, 인지된

이스,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대상으로 한 가설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영

1b(경로계수 0.075, 표준오차 0.080, t값 0.94)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과 가설 2b(경로계수 -0.11, 표준오차 0.086, t

연구모델의 구성차원들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값 -1.28)는 유의수준 0.05에서 절대값 1.645보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다 t값이 작은 값들이 나왔으므로 모두 기각되

같다.

었다. 즉, 물리적 구조 인터페이스,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 특성은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영향

<표 4> 가설 검증 결과요약
가설

경로명칭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가설검증

1a

물리적 컨트롤 구조 ￫ 유용성

0.71

0.091

7.81

채택

1b

물리적 컨트롤 구조 ￫ 이용용이성

0.075

0.080

0.94

기각

2a

콘텐츠 표현 ￫ 유용성

0.14

0.068

2.08

채택

2b

콘텐츠 표현 ￫ 이용용이성

-0.11

0.086

-1.28

기각

3

유용성 ￫ 이용의도

0.66

0.11

6.01

채택

4

이용용이성 ￫ 이용의도

0.49

0.14

3.4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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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츠 내용을 제공하게 되므로 융합된 인터페이스
의 물리적 컨트롤 구조와 표현방법은 사용자에

6.1 요약 및 논의

게 유용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정보매체의 이용의도 및 활용도에 대한 이해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매체의 이용의도에 영

도를 돕는데 물리적 컨트롤 구조와 콘텐츠 표

향을 미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컨트

현으로 구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은 스크

롤 구조와 콘텐츠 표현에 대한 사용특성 요인

린크기, 조작 버튼의 위치, 콘텐츠 내용에 대한

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표현의 명확성, 그리고 기기의 조정력을 위한

설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인터

설계에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용

페이스 이용에 대한 효율성, 오류의 빈도, 엔터

자 인터페이스의 성능에 대한 유용성 평가과정

테인먼트에 초점을 둔 물리적 컨트롤 구조 인

그 자체로서 정보매체기술 수용과정에서 사용

터페이스와 사용기억의 용이성과 사용방법의

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특성의 중요성을 입증

학습성을 위한 표현 명확성에 초점을 둔 콘텐

하였다.

츠 표현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
성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컨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트롤 구조 사용성 특성요인은 사용자 인터페이

본 연구로부터 제시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스의 콘텐츠 표현 사용성 특성요인보다 더 높은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사용자들의 이용용이성 인지를 요구하였으며,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정보매체에 대한 사용자의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 그

인지된 유용성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고 정보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

디지털 환경의 정보매체는 물리적 컨트롤 구조

였으나 실제적인 정보매체 이용의도와 태도에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자의 관여수준이 더 크

대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매체에

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 사용자의 사전지식(prior knowledge)에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절한 물리적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사전지식은 사용자

컨트롤 구성요인과 콘텐츠 표현방법은 사용자

들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 경

의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디지털

험, 및 친숙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의

정보매체 환경에서 정보매체 이용의도 향상에

탐색과 정보의 처리와 같은 행위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고려요인 파악 되었다. 현재의 다양한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기능이 융합된 디지털 정보매체는 동일한 물리

(Duhan 1997).

적 컨트롤 구조에 다양한 콘텐츠를 내장하게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응답자들에게 그들이 이

되는데 콘텐츠에 대한 표현특성이 물리적 컨트

용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기기의 특정 목적이나

롤 구조와 서로 상호작용하여 사용자에게 콘텐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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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동일한 목적의

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연구 방법의 한

정보기기 사용자들일지라도 서로의 요구조건에

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하며, 물리적 컨트롤 인터페이스 특성을 측정하

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

기 위해 활용된 이용에 대한 효율성 측정과 인

지도와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

지된 이용 용이성 측정은 특정항목의 측정에서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각각 정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방법

성적, 정량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에 있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조사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며, 조사 방법적 측면에

과정에서 응답자의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정확

서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조사도구를 통한

히 측정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고 설문지의 내

실증분석을 추가하여 한정된 표본과 설문지법

용에 대한 전문조사원의 설명과 응답자의 반응

이 갖는 학문적인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완전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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