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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사용자의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최근 10년 동안에 정보학분야에서 수행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6개의 정보학관련 학술잡지에 수록된 128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연구질문에 답하였다: 1) 어떠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는지, 2) 어떠한 학술지가 주로
어떠한 주제의 논문을 출판하는지, 3) 어떠한 방법론이 어떤 주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4) 연도별 연구변화
는 어떠한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제별 분포, 학회지별 분포, 학회지별 주제 분포, 방법론별 학회지 분포,
방법론별 주제 분포, 연도별 주제 분포와 연도별 학회지 분포를 살펴보고 정성적으로 각각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리뷰하였다. 그 결과, ｢정보관리학회지｣가 비율적으로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사이트 평가’, ‘탐색 인터페이스’, ‘정보설계’, ‘상호작용 스타일 설계’ 순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방법론은 서베이 연구 방법론, 비개입적 연구방법론, 실험연구 방법론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후반보다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가 보다 확고한 정보학의 소주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an overview of research trends on user interfac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cience.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1) what
are the research areas or subject topics, 2) what are the patterns of user interface publication,
3) what methods are often used to what topics, and 4) what are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pics
and research methods over the past ten years. It analyzed a total of 12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four Korean LIS journals and one U.S. journal. The study also reviewed 72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or identifying research trends. The study found that the most productive
areas were ‘web site evaluation’, followed by ‘search interface’, ‘information design’ and ‘interaction
style design’.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s were survey methods, followed by
unobtrusive methods, and experim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published the most articles on research of user interface. The research of user interface was
conducted more frequently in the early 2000s than late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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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스 연구가 수행되었고, 인간-컴퓨터 상호작
용(HCI) 연구영역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

도약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는 인터페이스

호작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으로 물리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Grudin 2011).

적인 하드웨어와 논리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다

초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연구는 컴퓨터와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키보드, 마우스,

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환경 및 방법에 국한

전자펜 등과 같은 기기에서 사용자 편의를 도

되었으나, 도서관 정보관리를 위한 도서관 상

모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용패키지 시스템과 다양한 정보처리 기술을 기

명령어 라인, 메뉴 디스플레이, 스크린 디스플

반으로 한 검색방법이 계속적으로 개발됨에 따

레이, 대화창, 검색/대화 모드, 멀티스크린 등

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과 같은 컴퓨터와의 대화맥락에서도 인터페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더욱이 새롭게 개발된 IT

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스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적은

서,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한 사용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기능을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평가하여 그 문제

제공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이나 기기에서 없어

점이나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연이어

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술요소가 되었다(한혁

발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 2008). 그러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단순하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웹이 정보접근의

게 인간과 컴퓨터를 만나게 하여 사용자의 막

창구로서 자리를 잡게 되자 정보학분야에서 웹

연한 작업 수행경험을 구체화시켜주는 공간적

인터페이스의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보

기능으로만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사

학 연구주제의 영역별 증감 동향을 살펴본 서

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의 편리성이나 즐거움

은경(2010)은 ‘정보설계 및 평가’ 영역의 연구

을 주는 기능과 더불어,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

가 ‘정보자원관리’ 영역의 연구와 같이 최근 25

공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지원하는 기능

년 동안 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증가하였고, 점

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윤중현 2010). 즉, 사용

점 그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인터페이스를 하드웨어적 결합을 위한 물리

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제시한 최근 논문은

적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정보내용 전달을 위한

다음과 같다. 첫째는 Zhang 등(2009)이 수행한

표현방법으로도 간주하게 됨에 따라, 정보를

“Intellectual Advancement of Human-Computer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제어장치, 콘텐츠 표현

Interaction Research"의 논문이다. Zhnag의

및 구성, 이용자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MIS 분야에서

기능,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사용자 인터페

수행되어진 HCI 연구의 동향을 상당히 포괄적

이스의 영역이 되었다.

으로 분석하였다. 즉, 약 20년 동안 어떠한 HCI

최종이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0

의 소주제가 연구되었고 어떠한 방법론이 사용

년대 초기부터 정보학 분야에서 사용자 인터페

되었는지, 어느 학문과 가장 많이 교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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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연구주제의 변화는 어떠한지, 어떤 주제

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

가 어디에 가장 많이 출판되는지, 그리고 가장

본 논문은 없었다. 다만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많이 출판한 연구자와 기관은 누구인지와 같은

을 분석한 논문(서은경 2010)에서 아주 간단히

5개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HCI 논문을 분석하

언급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였다. 8개의 MIS 관련 학회지에 출판된 총 758

학 분야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Zhang 등은 사용자

동향을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행태 및 성능평가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복합학문으로 정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론은 역시 서베이이며,

보학 이외에 인지과학 및 인지공학, 전산학, 디

HCI 주제의 연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자인, 산업공학 분야의 학술지에서도 사용자

밝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IT 개발 및

인터페이스 논문이 출판되나, 본 연구의 주 목

HCI의 이론적 고찰 연구보다는 IT 이용과 그

적은 정보학에서 다루어지는 사용자 인터페이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급격히 증

스 연구의 특징 및 동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므

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근에 Grudin

로 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으로

(2011)은 정보학 분야에서의 인간-컴퓨터 상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보학

호작용(HCI)이라는 주제로, 그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이 주로 실리는 4개의 한국 학회지

연구 및 학회활동을 상세히 리뷰하였다. 그는

와 2개의 대표적인 정보학분야 외국 학회지를

1945년부터 최근까지 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성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장한 HCI 연구 및 환경, 특히 1995년 이후부터

실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논문을 대상으로 하

는 도서관계에서의 HCI 연구 활동, 학회 및

여 연구주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SIG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연구영역의 변화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Grudin은 컴퓨터와의 상

떤 주제는 주로 어느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는

호작용과 인터페이스는 기술의 발전 흐름에 따

지, 연도별 연구변화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

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 속도 또한

다음, 특히 국내 연구들이 주제별로 어떻게 수

상당히 빠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그 대상과

행되어왔는지를 논문의 분석적 리뷰를 통해 파

방법론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

수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구 동향과 그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를 파

이러한 두 개의 연구는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스 연구 동향을 잘 알려주는 논문이기는 하나,
Zhang 등의 연구는 정보학 분야를 다룬 것이
아니고 Grudin은 학술잡지에 실린 연구논문을

2. 연구방법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

정보학 분야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 더욱이 국내의 정보학 분야의 HCI 또는 사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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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연구논문을 선정하여야

설계 등을 다룬 논문인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정보학자들이 ‘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결과 최종 128편의 논문

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들을 주로 발표하는

이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관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학회지로는

련 논문의 선정이 연구자 한 명에 의하여 이루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

어졌기 때문에 완성도나 정확성에서 한계점을

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를 선택하였고,

가지나, 이 연구의 목적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외국 학회지로는 영국의 정보학회지인 Journal of

연구가 정확히 얼마나 연구되었는가 보다는 정

Information Science(JIS)와 미국의 정보학회

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

연구 행태 및 주제 분포를 조명하는 것이므로

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JASIST)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는 연구

를 선택하였다. 다음 단계로, 선정된 6개의 학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술잡지에 최근 10년간, 즉 2001년부터 2010년

다음 작업은 선정된 128편 논문의 주제와 사

까지 수록된 총 3,71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

용된 방법론을 파악하는 것이다. 논문의 주제를

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을 연구자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주제의 세부영역과 그 구

추출하였다.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3

조를 알려주는 택소노미가 필요한데 사용자 인

단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3,717편의 논

터페이스 관련 택소노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목을 리스트 한 후 각각의 제목을 근거로

본 연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영역을 소주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제로 나눌 수 있는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연구

논문을 연구자가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제

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연구가 ‘설계와 구축’

목에 ‘인터페이스’, ‘웹’, ‘웹사이트’, ‘홈페이지

과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먼저 두 개의 큰

설계’, ‘웹디자인’, ‘웹접근성’, ‘탐색’, ‘디스플레

영역을 확보한 다음, 웹사이트나 시스템 전체가

이’, ‘시각화’, ‘메뉴디자인’, ‘사용성’, ‘사이트',

아닌 정보검색 과정에서만 접하게 되는 인터페

‘접근성', ‘사용편리성', ‘HCI' 등과 같은 용어가

이스를 이 두 개의 영역과 분리시켜 하나의 단

들어있는 논문을 자동적으로 추출한 다음, 앞서

독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

선택된 논문과 비교하여 일차적으로 162개의

이스의 주제 영역을 크게 세 개의 대주제인 ‘인

논문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일차적으

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평가’, ‘검색 상호

로 선정된 논문이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

작용 인터페이스’로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HCI

련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를 논문저자가

관련 교과서와 선정된 연구를 살펴본 후, 인터

제시한 핵심주제어와 초록을 기반으로 하여 다

페이스 설계는 정보설계와 상호작용 스타일 설

시 한 번 분석하였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계로 나누었고, 인터페이스 평가는 웹사이트 평

관련된 용어가 제목이나 초록에 나타났지만, 실

가와 시스템 평가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검색

제 주제가 포괄적인 이용자 연구이거나 사용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와 실제 상호작

인터페이스의 요소를 배제한 시스템 구축 또는

용이 일어나는 탐색 인터페이스와 검색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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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탐색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로 나누

함하여 크게 5개의 방법론으로 나뉘도록 하였

었다. <표 1>은 인터페이스 논문의 주제를 분석

다. 또한 실험연구는 실험실 실험과 필드 실험

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류표이다.

으로 나누었고, 서베이연구는 조사방법에 따라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논문들이 사용한 방

설문지, 인터뷰, 델파이, 측정도구와 같이 4개

법론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역시 방법론

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개입적 연구는 사례연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사회조사

구과 비교연구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방법론 유형인 실험연구, 서베이연구, 비개입적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

연구를 방법론 분류항목의 기본으로 구축한 다

구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접근하여

음, 그 이외에 개념적 고찰 방법과 이론적 모델

고찰하였다. 즉,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

이나 틀(framework)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포

구 질문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들의

<표 1>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주제 영역
ID

분류항목

A

A01
A02

B

B01
B02

C

C01
C02

설명

인터페이스 설계
정보구조, 정보분류, 콘텐츠 분석
항해설계, 메뉴설계, 메타포 설계
인터페이스 평가
웹사이트 평가
웹사용성, 웹접근성 평가: 기능, 만족도
시스템 평가
정보시스템 평가: 기능, 만족도, 비교
검색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탐색 인터페이스
탐색상호작용 디자인, 검색시각화
탐색결과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검색결과 시각화, 디스플레이 기법
정보설계
상호작용 스타일 설계

<표 2> 방법론 분류
ID
1
2
3
3.1
3.2
4
4.1
4.2
4.3
4.4
5
5.1
5.2

분류항목
개념적 고찰
이론적 모형
실험연구
실험실 실험
필드 실험
서베이연구
설문지
인터뷰
델파이
측정도구
비개입적 연구
사례연구
비교연구

설명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을 소개 및 비교 분석하는 방법
현실 세계의 현상을 분석하여 모형화하는 방법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실험적 환경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방법
실제 환경에서 실험적 조작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
표본만을 조사하여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개개인의 의견, 소수 그룹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
순차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개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현 현상을 평가하는 방법
조사자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법
하나의 대상만을 분석하는 방법
여러 대상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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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1) 10년 동

10년 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논문이 어떠한

안 발표한 논문의 연구주제 분포가 어떻게 이루

주제로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터페이

어지고 있는지, 2) 어떠한 학술지가 주로 어떠

스 설계관련 논문과 인터페이스 평가를 다룬

한 주제의 논문을 출판하는지, 3) 어떠한 방법

논문이 각각 48편(38%)으로 이 두 개의 주제

론이 어떤 주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4)

가 정보학자들에게 비슷한 빈도로 연구되었음

연도별로 연구추이 현황은 어떠한지. 이에 따라

을 알 수 있었고, 검색 상호작용 관련 논문은 32

본 연구는 학회지별 분포, 주제별 분포, 방법론

편(25%)으로 이 두 개의 주제보다는 적게 다

별 분포, 연도별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4장

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 주제 항목

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72개의 논문들을 세 개

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평가를 다룬 논문이 36

의 대 주제에 따라 정성적으로 리뷰하였다.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으로는 이용자에게 탐색창을 제공하고 탐색을
도와주는 탐색 인터페이스를 설계 또는 평가하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정량적 분석

는 논문이 26편, 인터페이스에 보여주는 콘텐
츠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정보설계 주제를 수
행한 논문이 25편, 또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3.1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주제별
분포

을 친근하게 또는 즐겁게 해주는 상호작용 스
타일을 설계하는 논문이 23편으로, 항목별 비
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최근 10년(2001-2010) 동안 ｢정보관리학회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논문이 12편(9%), 검

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

색결과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문

회지｣, ｢정보관리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은 6편(5%)이 있었다(<표 3> 참조).

Science(J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ASIST)에 발표된 논문은 총 3,717편이었으
며, 이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은 128

3.2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학회지별
분포

편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0년 간 발표된

각 학회지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논문의

전체 논문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제를 다룬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의 JASIST에 10년 동안

논문의 비율은 3.5%이고, 한국 학회지에 발표

47편이 발표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제의 128

된 논문의 수는 72편으로 한국 학회지에 발표된

편이 논문 중 약 3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

총 1,809논문의 약 7%에 해당되며, 2개의 외국

로는 ｢정보관리학회지｣에 29편(22%), ｢한국문

학술지에 실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은

헌정보학회지｣에 20편(16%), ｢한국비블리아

56편으로, 두 개의 학회지에서 발표된 1,908편의

학회지｣에 12편(9%), ｢정보관리연구｣에 11편

논문 중 약 3%를 차지하였다.

(9%), JIS에 9편(7%)이 실렸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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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제별 사용자인터페이스 논문 분포
건(%)
주제

소주제

논문 수

정보 설계
상호작용 스타일 설계
웹사이트 평가
시스템 평가
탐색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평가
검색 상호작용

합계

25(20%)
23(18%)
36(28%)
12(9%)
26(20%)
6(5%)
128(100%)

합계

48(38%)
48(38%)
32(25%)
128(100%)

<표 4> 학회지별 사용자인터페이스 연구 분포
건(%)
구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논문수 (A)

학회지 별
전체 논문수 (C)

정보관리학회지(정관학)
한국문헌정보학회지(문정학)
한국비블리아학회지(비블리학)
정보관리연구(정관연)
JIS
JASIST
합계

29
20
12
11
9
47
128 (B)

578
634
304
293
511
1,397
3,717

A/ B

A/ C

22%
16%
9%
9%
7%
36%

5.0%
3.2%
3.9%
3.8%
1.8%
3.4%

그러나 각 학회지 발표된 총 논문 중 사용자

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5>를 살펴보면,

인터페이스의 주제를 다루는 논문의 수를 비교

｢정보관리학회지｣에 인터페이스 설계와 인터페

해보면, 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관

이스 평가와 관련 연구가 거의 동등하게 수록된

리학회지｣가 비율적으로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5%), 그 다음으

회지｣, ｢정보관리연구｣, JIS, 이 4개의 학회지

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3.9%, ｢정보관리

에서는 인터페이스 평가 논문이 다른 주제보다

연구｣는 3.8%,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3.2%

월등히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정보학을

JASIST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인터페이스

중심적으로 다루고는 있는 ｢정보관리학회지｣

평가 논문보다 월등히 많이 수록되었고 그 다음

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논문이 다른 학회지

으로 검색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보다 더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학회지가 아닌 기

다른 학회지와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관지인 ｢정보관리연구｣에서는 검색 상호작용 인

다만, 외국의 정보학회지보다는 더 많이 다루

터페이스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고,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영국의 정보학회지인 JIS는 10년 동안 사용자

다음으로 학회지별로 어떠한 주제가 주로 다

인터페이스 논문이 9편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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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학 문정학 비블리학 정관연

JIS

JASIST

정관학 문정학 비블리학 정관연

JIS

JASIST

<그림 1> 학회지별 논문 분포
<표 5> 학회지별 사용자인터페이스 논문 분포
건(%)
인터페이스 설계
구분
정관학
문정학
비블리학
정관연
JIS
JASIST
합계

정보
설계
5(17)
4(20)
3(23)
3(27)
0(0)
10(21)
25

스타일
설계
6(21)
2(10)
0(0)
1(9)
2(22)
12(26)
23

인터페이스 평가

검색 상호작용

소계

사이트
평가

시스템
평가

소계

탐색

11(38)
6(30)
3(23)
4(36)
2(22)
22(47)
48

9(31)
9(45)
6(46)
6(55)
4(44)
2(4)
36

3(10)
1(5)
1(8)
1(9)
0(0)
6(13)
12

12(41)
10(50)
7(53)
7(64)
4(44)
8(17)
48

6(21)
0(0)
2(15)
0(0)
2(22)
16(34)
26

디스
플레이
0
4(20)
0(0)
0(0)
1(11)
1(2)
6

소계
6(21)
4(20)
2(15)
0(0)
3(33)
17(36)
32

합계
29(100)
20(100)
13(100)
11(100)
9(100)
47(100)
128

JIS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JIS의 논문

국문헌정보학회지｣에 각각 9편씩 발표된 반면,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정보학이론, 정보정책,

탐색 인터페이스 논문은 ｢정보관리학회지｣에,

그리고 정보학 분야의 응용실제를 주로 다루고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는 ｢한국문헌

IT 응용 논문은 차선으로 다룬다.”고 제시하고

정보학회지｣에 더 많이 발표되었다. 특히 탐색

있다. 이에 따라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연구가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은 JASIST에서 가장 많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발표되었다.

세부주제별로 학회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학회지에서 ‘웹사이트 평가’ 주제 논문을 찾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주제는 JASIST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발표

3.3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방법론별
분포

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 평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논문들이 어떠

다룬 주제의 논문이 ｢정보관리학회지｣와 ｢한

한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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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서베이 연구는 43편(38%)이고, 비개

그리고 평가척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41편(32%)

한편으로 비개입적 연구에서 비교분석을 사용

이고, 실험 연구는 25편(20%)이다. 또한 이론

한 연구가 32편(78%)으로 여러 인터페이스를

적 모형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거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심

나, 그 활용을 살펴보는 이론적인 논문은 총 19

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보다 더 많이 수행된 것

편(15%)으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학자들이 사용자

또한 실험연구, 서베이 연구, 비개입적 연구의

인터페이스를 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연구

각각 세부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25편의 실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분석

험연구 중 23편이 실험실 실험연구로, 새로운

이고, 다음으로는 실험실 실험, 측정도구를 이

인터페이스 유형을 구축한 다음, 이전의 유형과

용한 조사방법, 그리고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성능이나 만족도에서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가 대다수였다. 서베이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

다음으로 어떤 방법론이 어느 주제에 많이

은 43편으로 이 중 질문지를 이용한 논문은 15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개념적 고찰이나

편이고,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는 방법론은 ‘인터페이스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논문은 21

설계’이거나 탐색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탐색

편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조사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반면, 실험

한 연구논문은 5편이고,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

연구는 탐색결과를 디스플레이할 때 일어나는

법을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델파이 방

검색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탐색

법론을 이용한 논문은 2편으로, 서베이 논문의

을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평가하여 설계

대다수는 기존의 평가도구나 연구자 직접 작성

하는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서베

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태도

이 연구는 사이트를 평가하는 논문에서 가장

<그림 2> 방법론별 사용자인터페이스 연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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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었고, 비개입적 연구방법론은 모든

조사방법(6편)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영역에서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또한 비교분석 방법론은 모든 학회지의 논문에

있다. 특히 연구자가 여러 곳의 인터페이스를

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

기준이 되는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비교연구

한 방법론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

방법은 특히 정보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론을 사용하여 다각적 분석을 하는 델파이 방법

많이 이용되었다(<표 6> 참조).

론은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T에서만, 실제

한편, 연구자가 사용한 방법론이 학회지별로

현장에서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뚜렷하게 나타

방법론 ｢정보관리연구｣와 JASIST에서 그리고

난 현상은 JASIST에 발표하는 논문들이 이론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론은 ｢한국문헌정

적 모형, 사례연구, 실험실 실험 연구방법을 많

보학회지｣와 JASIST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다른 학회지와 다르

(<표 7> 참조).

게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논
문이 10편 중 9편이 JASIST 논문(90%)이고,

3.4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연도별

사례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중 7편(78%)

분포

가 JASIST 논문이며 실험실 실험 연구방법론
을 사용한 연구 중 66%의 논문(16편)이 역시

10년 동안 연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논문의

JASIST 논문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질문지

발표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2년에 24편(19%)

를 이용하는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이 발표되어 가장 많이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하나도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 인터페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2006년으로 22편이 발

이스 연구를 많이 발표한 ｢정보관리학회지｣에

표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6편(5%)으로 가

서는 비교분석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11

장 적게 연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개의 큰

편), 그 다음으로는 질문지법(7편), 측정도구를

주제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설

<표 6> 방법론별 사용자인터페이스 주제 분포
구분
개념적 고찰
이론적 모형
실험실 실험
실험연구
필드 실험
질문지
인터뷰
서베이 연구
델파이
측정도구
사례분석
비개입적 연구
비교분석

건(%)

정보설계 스타일설계 사이트평가 시스템평가 탐색 UI 디스플레이UI
3(33)
4(40)
3(13)
1(50)
3(20)
2(40)
0(0)
0(0)
1(11)
10(31)

3(33)
1(10)
7(30)
0(0)
2(13)
2(40)
0(0)
1(5)
1(11)
4(13)

0(0)
2(20)
0(0)
0(0)
8(53)
1(20)
1(50)
16(76)
1(11)
7(22)

2(22)
0(0)
3(13)
1(50)
1(7)
0(0)
1(50)
0(0)
3(33)
4(13)

1(11)
3(30)
7(30)
0(0)
1(7)
0(0)
0(0)
3(14)
3(33)
5(16)

0(0)
0(0)
3(13)
0(0)
0(0)
0(0)
0(0)
1(5)
0(0)
2(6)

합계
9(100)
10(100)
23(100)
2(100)
15(100)
5(100)
2(100)
21(100)
9(100)
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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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방법론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학회지 분포
구분
개념적 고찰
이론적 모형
실험실 실험
실험
연구
필드 실험
질문지
인터뷰
서베이 연구
델파이
측정도구
사례분석
비개입적 연구
비교분석

정관학
1(11)
0(0)
3(13)
0(0)
7(47)
0(0)
1(50)
6(29)
0(0)
11(34)

문정학
2(22)
1(10)
1(4)
0(0)
4(27)
1(20)
0(0)
4(19)
0(0)
7(22)

비블리학
1(11)
0(0)
1(4)
0(0)
2(13)
0(0)
0(0)
4(19)
1(11)
4(13)

정관연
3(33)
0(0)
0(0)
1(50)
2(13)
0(0)
0(0)
3(14)
0(0)
2(6)

JIS
0(0)
0(0)
3(13)
0(0)
0(0)
0(0)
0(0)
2(10)
1(11)
3(9)

JASIST
2(22)
9(90)
16(66)
1(50)
0(0)
4(80)
1(50)
2(10)
7(78)
5(16)

건(%)
합계
9(100)
10(100)
23(100)
2(100)
15(100)
5(100)
2(100)
21(100)
9(100)
32(100)

계 연구는 2002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15

와는 다르게 2003년에는 4개의 영역(정보설계,

편), 인터페이스 평가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상호작용설계, 탐색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해는 2003년, 2006년, 2007년으로 그 해에 8편

에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반면, 2005년도에

식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색 상호작용 인

만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5년

터페이스가 가장 많이 발표된 2006년에는 특이

도를 제외하고는 1-2개의 주제영역에서 연구

하게도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는 오직 1편만이

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

발표되었다. 또한 세부주제의 년도별 분포를

로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는 대체적으로 2000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정보설계 연구와 웹사이

대 앞 시기에 많이 연구된 반면 검색 상호작용

트 평가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2006년에는

연구는 후반부에 많이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 인터페이스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

(<표 8> 참조).

<표 8> 년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주제 분포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평가

검색 상호작용

정보설계

스타일

웹사이트평가

시스템평가

탐색UI

디스플레이UI

5(50)
10(42)
1(10)
1(10)
1(8)
1(5)
0(0)
1(17)
2(25)
6(50)
28

1(10)
5(21)
1(10)
4(40)
3(25)
0(0)
2(14)
1(17)
1(13)
2(17)
20

3(30)
5(21)
6(60)
2(20)
3(25)
4(18)
6(43)
3(50)
1(13)
2(17)
35

0(0)
0(0)
2(20)
2(20)
1(8)
4(18)
2(14)
0(0)
1(13)
1(8)
13

1(10)
4(17)
0(0)
1(10)
2(17)
11(50)
2(14)
1(17)
3(38)
1(8)
26

0(0)
0(0)
0(0)
0(0)
2(17)
2(9)
2(14)
0(0)
0(0)
0(0)
6

합계
10(100)
24(100)
10(100)
10(100)
12(100)
22(100)
14(100)
6(100)
8(100)
12(1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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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주제 분포를 통시적

JASIST, 2003년에는 ｢정보관리학회지｣, 2004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0년의 기간을 임의적으

년에는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T, 2005년

로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2001년

과 2006년에는 JASIST, 2007년에는 ｢정보관

에서 2003년까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007

리연구｣, 2008년에는 ｢정보관리학회지｣, 2009년

년에서 2010년까지 3개의 분기로 나누어 대 주

과 2010년에는 JASIST이다. 4개의 국내 학술

제별로 비교한 결과, ‘인터페이스 평가’는 꾸준

지에 가장 많이 발표된 년도는 2002년과 2007

히 연구되는 분야임을 다시 파악할 수 있었다.

년으로 전체 학술지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

인터페이스 설계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수행

였다. 또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

되었고, 검색 상호작용 연구는 초반에는 거의

리연구｣에 매년 거의 1편씩의 논문을 발표되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중반에 많이 수행되었

으나, 2007년에는 각각 3편, 4편의 논문이 발표

고,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그

된 점이 특이하다(<표 9> 참조).

림 3> 참조).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인터페이스 설계와

다음으로 연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가

인터페이스 평가 연구가 비슷한 빈도로 연구되

발표된 학회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매년 꾸

었으나, 설계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수

준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논문을 수록한

행된 반면, 평가 연구는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

학술지는 ｢정보관리학회지｣이고, ｢한국문헌정

으로 꾸준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학회지｣에서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논문의 수록 비율이 가

해서 수록되었으나, 최근 1-2년 동안에는 한편

장 높은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비교분석이

도 수록되지 않고 있다. 매년 사용자 인터페이

나 질문지나 측정도구를 사용한 조사방법론을

스 논문을 가장 많이 수록한 학술지를 살펴보

사용한 인터페이스 설계와 평가 연구가 거의

면, 2001년에는 ｢정보관리학회지｣, 2002년에는

동등하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JASIST에서는

<그림 3> 분기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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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년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학회지 분포
건(%)
구분

정관학

문정학

비블리학

정관연

JIS

JASIST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4(40)
4(17)
3(30)
3(30)
1(8)
5(23)
2(14)
3(50)
2(25)
2(17)
29

2(20)
6(25)
2(20)
1(10)
3(25)
2(9)
3(21)
1(17)
0(0)
0(0)
20

1(10)
0(0)
1(10)
1(10)
1(8)
1(5)
3(21)
1(17)
1(13)
2(17)
12

0(0)
2(8)
1(10)
1(10)
0(0)
1(5)
4(29)
0(0)
1(13)
1(8)
11

0(0)
2(8)
2(20)
1(10)
2(17)
1(5)
0(0)
1(17)
0(0)
0(0)
9

3(30)
10(42)
1(10)
3(30)
5(42)
12(55)
2(14)
0(0)
4(50)
7(58)
47

10(100)
24(100)
10(100)
10(100)
12(100)
22(100)
14(100)
6(100)
8(100)
12(100)
128

실험실 실험방법론을 사용하는 탐색 인터페이

기의 국내 연구는 인터페이스의 중요성과 특징

스 연구, 상호작용 스타일 연구를 가장 많이 찾

을 살펴본 이론적 고찰연구가 많았다. 2001년

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와 검

에 유재옥은 정보검색시스템이 우수한 검색성

색 상호작용 연구는 실험실 실험 연구방법론을

능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인터페이스 평가 연구

자가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거나 또는 유용하지

는 측정도구를 사용한 조사방법론을 가장 많이

않는 한, 검색시스템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음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검색행태, 사용자의
선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검색시스템 인터페
이스 설계시 기본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정성적 분석

안하였고, 이지연(2002)은 인터페이스가 제품,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개발할 때에 반드

4.1 인터페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인터페이스 설계원칙을 제시하
였다. 즉 이지연이 제안한 인터페이스 설계시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이터를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그 정보

와 작업 중심의 설계, 2) 기능성 중심의 설계,

의 의미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기

3) 이용자 관점에서의 설계, 4) 이용자가 작업

능을 하는 정보설계와, 사용자가 보다 쉽게 또

수행을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설계, 5) 배

는 흥미를 유지하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원

우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6) 단순 데이터가

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스타일설계가 있다(김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7) 적

진우 2005). 이러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초

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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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테스트를 통한 설계보완. 김진수(2002)

조를 제안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의 문헌정보

도 HCI, 특히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사용자의 경

학대학원 메인메뉴 구조와 수준 그리고 명칭을

험을 극대화 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미한인교회 웹사이

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인터페이스 설계의

트를 분석한 이명희(2008)도 1차와 2차 메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곽철

구조로 구성된 사이트가 보편적이라고 하였지

완(2001)은 정보설계시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

만, 3단계의 메뉴구조를 갖고 있어야 유형별로

하기 위하여 웹페이지 설계자의 지식구조를 분

콘텐츠가 구별되어 접근경로가 더욱 명확해 질

석하였는데, 웹페이지 설계자는 지식구조를 형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명희는 대부분의 웹

성하는데 지리적인 요인과 제공되는 정보의 내

사이트에 수록된 정보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떨어지고 상위메뉴와 하위메뉴가 섞여 있어 일

그러나 국내 정보학들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지식구조와 언어

관한 주된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웹사이트를

구성의 체계성에 따른 정보구조의 논리적 구성

여러 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웹사이트에 적

이 웹사이트 설계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합한 정보구조와 콘텐츠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인터페이스

다. 웹사이트 화면구조는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가 담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 매개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

할 콘텐츠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터

소로 간주되었고, 또 웹사이트에 수록되는 정

페이스를 구성하는 콘텐츠를 분석하는 논문이

보가 체계적이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많이 발표되었다. 2001년 성기주는 14개 대학

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정보접근성이 확보된

에서 개설한 여성학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과

다는 전제아래 다양한 연구들이 웹사이트의 메

내용을 살펴보았고, 2002년에 조찬식은 여성전

뉴와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2002년 최흥식은

용 인터넷사이트, 즉 여성포탈사이트, 여성커뮤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 메뉴구조와 용어를 분

니티사이트, 여성전문사이트, 여성교육사이트

석하였다. 그 결과 메뉴구조 패턴은 <테이블>

의 콘텐츠를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인터넷사이

과 <프레임 + 테이블> 패턴이 가장 많이 사용

트의 콘텐츠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되었고, 7가지의 메인메뉴와 3단계 메뉴구조를

윤혜영(2002)은 장서관리 목적과 특성에 맞는

가지는 웹사이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구성이

웹사이트 마다 메뉴용어를 너무 다양하게 사용

중요하다고 보고 적합한 콘텐츠 구성을 제안하

하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므로 절제

였다. 즉 대학도서관 장서관리 웹사이트에서는

된 용어사용이 필요하고, 영역의 배치 역시 다

‘장서개발정책’, ‘직원주소록’, ‘통계’, ‘선정도구’,

양하게 나타났는데 보다 이용자 중심으로 메뉴

‘구입희망자료신청’, ‘신간안내’ 등과 같이 6개

를 배열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2년 후

영역의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민(2004)은 대학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를

이란주(2001, 2002, 2003)는 웹사이트를 효과

분석한 후 이용자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정보구

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콘텐츠, 디자인, 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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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션,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형

10개의 국립 대학도서관을 비교한 후 웹 아이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최근 남영준과

덴티티, 사이트 구성, 페이지 구성, 그래픽 요소,

장로사(2010)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이

미디어 요소, 기술가이드, 수행성, 사용자지원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시기에 법학전문도서관에

면에서 고려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또

적합한 콘텐츠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한 인터페이스에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학과 관련된 특

는 방법으로 시각화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

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분

련된 논문이 세 편이 있었다. 2001년 서은경은

석하여 7개의 중요 콘텐츠 영역을 제안하였다.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

보시각화 방법을 모형별로 비교분석하였고 이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 사이트를 선정

지연(2003)은 Hyperbolic browser, Table Les

한 후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비교

browser, TimeView, ConceptView와 같은 4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콘텐츠 구성과 각각이

개의 정보시각화 방법을 인터페이스 설계원칙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그

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시각화시스템을 앞으로

주제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콘

설계할 경우에는 보다 이용자의 요구정도를 미

텐츠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의

리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적합한 상황정보를 제

요구를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구성과 내

공하고, 심성모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용이 어느 정도 이용자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

다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제

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안하였다. 2007년에 서은경은 초보자와 전문가

또한 인터페이스에서 상호작용하는데 도움

가 긴 메뉴항목을 브라우징 하는 방식이 다르

을 주는 도구인 메타포(은유모형), 아이콘, 아

다고 보고, 각각의 그룹이 선호하는 긴 리스트

바타, 시각화 등의 활용 및 그 영향을 분석하는

를 시각화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실

연구들도 있었다. 서은경(2001)은 인터페이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계층구조 메뉴 중

에서 메타포의 사용은 바로 이용자 편의성을

에서는 전문가는 목차방식의 메뉴를, 초보자는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고, 대학도서관과 공공도

트리구조의 메뉴를 선호하였고, 순차적 구조

서관의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

메뉴 중에서는 전문가와 초보자 모두 롤오버

는 메타포의 의미인지도와 의미전달도를 평가

방식 메뉴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하여 메타포의 유용성을 분석하였고, 김혜주와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 스타일을 어떻게 설계

이두영(2004)은 아동용 홈페이지에서 사용하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한 연구들이 다각적으

고 있는 아이콘을, 조찬식(2004)은 아바타 활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용을 평가하여 각 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상호

이와 같이 웹사이트에 적합한 정보구조와 콘

작용 도구를 제시하였다. 2005년 이주현과 이

텐츠 구성을 제안하는 연구의 대다수가 웹사이

응봉은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웹스타일 가이드

트를 서로 대조하는 비교연구 방법론을 사용하

를 제안하기 위하여 5개의 해외 대학도서관과

고 있으며 실증적 기준에 따른 비교보다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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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가진 특징 및 요소들을 서로 비교하

는 상업적인 웹사이트와는 다르다고 보고 이용

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자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

의 논문이 웹사이트에 적합한 적절 수준의 가

준을 도출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사용성 평가

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웹사

기준은 링크의 품질, 피드백의 메커니즘, 접근

이트에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 지, 또 실제

성, 디자인, 내비게이션, 검색성으로 크게 6개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로 만족할 지에 대해서는

요소이다. 이응봉은 연속적으로 2003년의 연구

의문으로 남는다. 그 반면, 상호작용 스타일 설

를 확장하여 개발된 평가 기준이 사용자에게

계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고찰, 실험실 실험연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검증 결

구, 질문지 조사방법, 비교연구까지 다양한 방

과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차이가 나는지를 비

법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하였는데, 그 결과 평가요소는 모두에게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4.2 인터페이스 평가

의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전문가는 사
이트의 질적인 측면을 비전문가는 외적인 측면

인터페이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가 시

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결론을 내렸다(채균식,

스템에서 최적의 경험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응봉 2004). 이지연(2003) 역시 평가요소에 대

것이므로 사용자가 실제 그 시스템의 인터페이

한 관점이 이용자와 설계자가 다르다고 보고

스를 사용할 때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즐거웠는

두 그룹의 관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지를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연구가

나 설계자나 웹사이트의 내용전달, 디자인의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연구자들

단순성과 일괄성, 링크와 접근성 측면을 공통

은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전에 평가목적에 적

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내용의 체계성

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과 풍부성, 화면구성 측면을 이용자 그룹이 더

문형남(2001)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유

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같은 해

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는 웹사

이두영과 윤대진(2003)은 통합정보검색시스템

이트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사이트

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

평가방법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그리고 주

하여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를

제전문가의 의견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을 참고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감성적 측면의 평

하여 건설관련 웹사이트 평가요소를 개발하였

가 관점과 객관적 평가 관점에서 동시에 신뢰

다. 그가 제안한 평가기준은 시스템안정성, 구

성 있는 평가요소로는 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성 및 디자인, 콘텐츠 충실도, 정체성, 사업성,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 정보검색 및 출력, 사용

고객서비스, 맞춤서비스, 고객흡입력, 사용편의

편리성임을 밝혔다. 또한 김영곤(2008)은 웹사

성, 고객보호, 발전가능성이다. 2003년에는 이

이트의 어떠한 평가요소들이 실제 사용자에게

응봉과 이주현이 디지털도서관 웹사이트 사용

만족도나 재방문 의지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

성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도서관의 웹사이트

석한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가장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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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을 주고 있었고 재방문을 하도록 하는 요인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실험적

은 콘텐츠와 신뢰감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평

으로 설계한 후 사용성 평가와 발견평가를 수행

가 지표의 적합도 검증 연구는 김영기에 의하여

하였고, 최은주와 유종덕(2005)은 69개 대학도

다시 한 번 수행되었다(김영기 2007, 2008). 즉

서관 사이트를 크게 4개의 영역, 즉 도서관 홈페

김영기는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지 접근성, 이용자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콘

타당성 있는 지표를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신뢰

텐츠 서비스 면에서, 김성희와 이정수(2006)는

성 평가영역의 계층분류과 지표항목을 개발한

도서관포털을 검색기능, 이용자 상호작용, 인터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에 의한 적합도

페이스 맞춤화, 이용자 인증, 디자인, 데이터베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웹사이트 신뢰성은

이스 통신 프로토콜, 벤더의 지원, 소프트웨어

믿음성, 명성, 유용성, 시의성, 경쟁력, 보안성,

플랫폼 면에서, 윤희윤(2007)은 지역대표도서

안정성 면에서 평가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관의 아동서비스용 웹사이트를 디자인, 검색서

한편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대

비스, 콘텐츠 면에서, 오선경(2007)은 대구 경

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바로 도서관시

북지역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용 웹사이트

스템이다. 도서관시스템은 2000년 이후부터는

를 구성체계, 검색서비스, 콘텐츠 면에서 평가

웹에 연동이 되어 도서관에 가서 직접 도서관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시스템의 사용자 인

시스템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사이트

터페이스를 평가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평가

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되자 많은 연구자

를 실시한 다음, 각각이 도서관사이트들이 지

들이 도서관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폭넓게 평

닌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결론적으로 개선안을

가하였다. 2000년 초기에 도서관사이트를 다양

제안하고 있었다.

한 방법으로 평가한 연구자로는 이응봉을 들

정보학자들은 인터페이스의 평가를 도서관

수 있다. 2002년에 이응봉은 충남대학교 도서

사이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관사이트의 사용성을 로그파일 분석, 설문조사,

하고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인

발견평가 세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그 다음

터페이스 평가를 수행하였다. 오삼균(2001)은

해는 호서대 도서관사이트를 네비게이션, 기능

대학사이트를, 김민철과 권수만(2002)은 건강

성, 이용자통제, 언어 및 콘텐츠, 시스템 및 이

정보 웹사이트를, 이지연(2004)은 휴대폰 문자

용자 피드백, 일관성, 구조적 및 시각적 명료성

메시지 기능을, 이명희(2004, 2005)는 정부기

등의 주요 속성을 기반으로 평가하였고(이응

관 웹사이트를, 이주현 등(2006)은 NDSL 웹

봉, 류범종, 김우성 2003), 같은 해 공공도서관

사이트를, 유재옥(2006)은 국내 문화콘텐츠를

의 웹사이트를 WebXACT와 발견평가를 통해

제공하는 5개의 웹사이트를, 이건식(2006)은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역사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12기관의 웹사이트

안하였다. 이외에 여러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를, 김희경(2007)은 지역문화관광 정보를 제공

도서관사이트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

하는 웹사이트를, 안부영과 이응봉(2009)은 생

였다. 곽승진(2003)은 과학정보의 통합적인 서

명정보를 제공하는 6개의 국내외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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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양하였으나, 콘텐츠

를 이용하거나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

의 조직과 내용, 상호작용의 편의성, 디자인, 검

하여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다수

색기능을 평가기준에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의 연구자들이 도서관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구

그 외 내비게이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도서관사이트를 평가하

이용자 요구수렴 창구,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기

는 중요 지표로 디자인, 검색성, 사용성, 콘텐츠

능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를 제안하였고 다른 웹사이트와 다르게 검색성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는 제공하는 콘텐츠와

을 높이기 위한 기능과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

그 구조, 디자인, 검색기능, 상호작용, 사용자 맞

를 해주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춤화 서비스 등에 의하여 평가되어졌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과 이용자의 이용의도간의 관
계를 분석한 윤중현(2010)은 물리적 구조 인터

4.3 검색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페이스와 콘텐츠 표현 인터페이스가 인지된 유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포털사

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이

이트나 검색엔진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

용자가 원하는 것은 디자인 면만을 강조하는 인

를 검색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일상적 검색행태

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설

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뢰성 있는 정보 또는 연

계 구조 및 콘텐츠 표현과 이용자가 원하는 콘

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

텐츠가 제공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론

서관사이트를 첫 번째 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은 실제 앞서 열거 된 연구, 즉 웹사이트를 평가

따라서 도서관은 서지정보시스템이 보다 강력

한 연구 대부분이 콘텐츠의 확충 또는 보강과

한 이용자 편의적 기능과 지식처리 기능을 갖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정보서비스 제공하도록

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용자와의 상호대화를

제안하고 있어 윤중현의 연구를 반증하고 있다.

이끌어가는 서지정보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변

그 외 내비게이션 기능을 분석하여 웹사이트

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

평가한 연구도 있고(김성희, 이용미 2007; 김성

지정보시스템은 명령어 방식이 아닌 메뉴방식,

희, 이승민 2010), 웹접근성 평가도구를 이용하

주제접근을 도와주는 브라우징, 다각적인 검색

여 웹사이트에 누군나 장애 없이 콘텐츠에 접근

접근점 제공,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강순희 2005; 황

내 화면 제공, 자연어처리 등과 같은 다양한 기

동열 2007; 서은경, 김희정 2008)도 찾아볼 수

능들을 제공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있으며, 또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서도 검

종합해보면 인터페이스 평가에 관한 연구는

색결과에 대한 배열 기준치 선정, 관련자원으

웹사이트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계하는 연구

로의 링크 제공, 다양한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와 개발된 평가지표에 따라 웹사이트를 평가하

형식 제공 등과 같은 기능 등을 제공하려고 노

는 실증적 평가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대다수의 실증적 평가연구는 기존의 측정도구

검색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25

나 평가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에 적합한 검색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연구도 수

먼저 특정 서지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행되었다. 서은경과 이원경(2008)은 디지털 콘텐

설계하기 위하여 이용자 행태 및 요구를 분석

츠로 변환된 한국화 이미지를 이용자가 원하는

한 연구로는,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접근점을 이용하여 특정적으로 검색할 수 있거

설계를 위하여 디자인 요소 및 요건을 제안한

나 동시에 한국화만이 지니는 형태적 또는 소재

김선호(2003)와 내용기반 음악정보 검색 인터

적 특징을 이용하여 폭넓게 브라우징을 할 수 있

페이스를 설계한 이윤주와 문성빈(2006) 연구

도록 하는 한국화 검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

를 들 수 있다. 특히 이윤주와 문성빈은 전공자

다. 그 이듬해 서은경과 박미향(2009)은 의미적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이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애매성을 줄여주고, 의미적 관계성을 제시해주

가 다르다는 전제아래 각 집단의 음악정보 탐

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연구자정보를 검색하게

색행위를 분석한 후, 각 집단에 적합한 인터페

하는 탐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이스 즉 정확한 음렬로 질의를 입력할 수 있는

한편으로 OPAC 검색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전문가 인터페이스와 허밍 질의가 가능한 비전

촉구하는 연구도 있다. 즉 서은경(2006)은 우

문가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반면,

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제안된 FRBR 모형에 기

김선호는 특정 이용자집단 즉 노인집단에 적합

반을 둔 서지정보시스템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의

구현될 것으로 보고, 이용자가 용이하게 원하

정보활동 장애요소를 분석한 후 이러한 장애요

는 정보를 탐색, 식별, 선정, 획득하고 항해할

소를 감안하는 인터페이스 요건을 제안하였다.

수 있게 하는 FRBR 모형 기반의 검색 인터페

또한 특정 이용자 집단으로 어린이를 선택하여

이스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가 갖추어야 할

이들에게 적합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안한 연

요건을 제안하였다. 구중억과 곽승진(2007)은

구가 두 개가 있다. 먼저 사공복희(2007)는 초

Library 2.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등학교 도서관 OPAC의 인터페이스를 검색방

OPAC 검색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현행 OPAC

식, 검색결과의 제시, 검색 상호작용 기능, 용

인터페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정옥

어사용상의 문제 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 2007)은 IFLA TF의 OPAC 디스플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주제 브라우징,

이 지침에서 제시된 38개의 권장사항을 기준으

검색어 입력방식, 데이터 배열순서, 용어사용

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

의 불일치, 도움말 메시지 부재 등과 같은 문제

용의 OPAC 디스플레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혜주

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2007)는 국내 어린이 도서관의 검색 인터페이

연구자들은 검색결과의 디스플레인 디자인에

스를 분석한 결과 글자 폰트와 아이콘 디자인

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지연(2005)은 정보

문제, 입력 문제, 도움기능의 문제 등을 언급하

추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사용된 시각적 표현

였다.

방법(PersonalBrain)의 이용성과 정보시각화 접

이와는 다르게 즉 특정 집단이 아닌 특정 주제

근방법을 평가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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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김성희와 김문정(2007)은 웹검색 결

하는 모든 기능을 뜻한다. 본 연구는 어느 때 보

과를 시각화해주는 SearchCrystal과 KartOO 두

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

기법의 사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검색 결과를

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동향을 분석

시각화기법을 통하여 보여지는 인터페이스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최근 10년 동안에

이용자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제시

수행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를 정량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관리학회

검색 상호작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인터페이

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스 설계와 평가 연구보다 상당히 적게 수행되

지｣, ｢정보관리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었다. 즉 총 국내연구 72편 중 설계연구는 24편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이고 평가연구는 36편인 반면에, 검색 상호작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수록

용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12편 밖에 안 되

된 12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주제

어 검색관련 인터페이스 구축이나 평가에 대한

별 분포, 학회지별 분포, 학회지별 주제 분포,

정보학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별 학회지 분포, 방법론별 주제 분포, 연

또한 JASIST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탐색 인터

도별 주제 분포와 년도별 학회지 분포를 살펴

페이스 연구들이 실험실 실험연구인 반면에, 국

보고 정성적으로 주제별로 각각의 논문들을 리

내 연구는 실험연구, 질문지 조사방법, 비교연

뷰하였다.

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10년 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논문은 미국의

다. 특히 국내연구는 연구를 위하여 실험적으

JASIST에 47편이 발표되어 총 128편 논문 중

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평가한 다음 실험결

약 3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관

과를 토대로 한 제안점을 제시하는 외국 논문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

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평가 및 의견, 기존시스

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 JIS 순으로 많이

템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탐색이나 디스플

실렸다. 각 학회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

레이 설계를 제안함에 따라 각 논문이 제시한

루어진 비율을 살펴보면 ｢정보관리학회지｣가

제안점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점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을 가지고 있다.

났다. 또한 년도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이 후반보다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 결 론

2008년과 2009년의 연구가 가장 약하였고, 2010
년에 들어서서 반전은 있었지만 그 폭이 크지 않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정보매체와 접

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연구가 인터페이스 평

점 또는 채널이라 표현하며, 그 개념은 사용도

가에 치우쳐져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본다.

구 및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인지적

즉 2000년대 초기에 웹기반 도서관시스템을 비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보 사용자의 행위를 지원

롯하여 Web 2.0 기반의 정보 사이트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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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축되어 이러한 정보시스템과 웹사이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

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평가연구가 상당히 많이

를 수행하였고, 측정도구와 질문지를 이용한

수행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환경이 보편화 되고

서베이를 통하여 인터페이스를 평가하였음을

평가결과의 참신성이 떨이지게 되자 그 연구의

알 수 있다. 그리고 탐색 인터페이스와 상호작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용 설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실험실 실험 연구

또한 정보학자들은 ‘웹사이트 평가’ 연구를

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연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탐색 인

구가 측정도구를 통한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터페이스’, ‘정보설계’, ‘상호작용 스타일 설계’

데 편중됨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결

연구가 뒤따랐다. 그러나 국외 연구와 국내연

과를 실제 환경에 활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구가 분리해보면 국내연구는 인터페이스 평가

한계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내의 사

연구를 주로 한 반면, 국외연구는 인터페이스

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는 방법론과 연구주제를

설계와 검색 상호작용을 주로 연구하였음을 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외부 환경에서 구축

수 있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논문은 서

한 정보시스템 및 사이트를 평가하여 개선점만

베이 연구 방법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다음으로는 비개입적 연구방법론과 실험연구

제안되는 이론과 서비스 유형을 기반으로 정보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국내연구는

시스템에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하

비교분석 방법론을, 외국연구는 실험실 실험

고 구축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사용

연구방법론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인터페이스 주제 영역이 확고하게 정보학

이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자들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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