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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쇼핑몰과 같은 사이트에서의 제품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를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의 쇼핑몰

의 웹 인터페이스는 제품의 설명은 적고, 특장점을 내세우는 판매 위주의 인터페이스인 것에 반해, 제안하고 있는 설계는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 경험(UX) 설계에 따라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점을 차별성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키워드: 웹 인터페이스 설계(web interface design),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I. Introduction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부분

의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주로 가격과 

제품의 장점 위주의 홍보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를 사고 싶어서 해당 전자제품 쇼핑몰에 접속하면 

공기청정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기능, 수상내역 

등 장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품에 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이해도가 낮은 이용자에게도 사이트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낯설지 않게 하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적용하는 사이트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써, 건강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

자에게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이미 구매를 염두에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구성은 판매보다는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물론 구매할 생각이 없는 이용자도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제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구매 의사는 

생길 수 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 후에는 제품 분류 별로 설명을 

노출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용자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제품의 구매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7±2원칙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방법 또한 중요하다. 

방대한 텍스트로 표현한 정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한눈에 알 수 

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한 번에 5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구(Chunk) 단위의 정보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7±2원칙을 활용해서 웹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보이는 정보의 양을 5~9가지로 조절해야 한다.

3. 여백의 활용

정보의 배치도 정보의 양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중에서 여백의 

활용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여백에는 

글과 글 사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와 같은 디자인 요소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인 미시 여백(Micro white space)과 웹사이트 좌우에 

있는 넓은 공간,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와 같은 레이아웃 요소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인 거시 여백(Macro white space)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여백을 잘 활용해야 웹 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여백의 활용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의 주의를 

끌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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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Developed System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적용한 건강식품 사이트

는 22개의 페이지와 5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이루어져있다.

IV. Results

메인 페이지에서는 홍삼에 대한 설명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UX설계

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있고, 제품 페이지에 와서야 해당 제품의 특장점

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UX설계의 구현은 CSS와 자바스크

립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Fig. 2. Main Page ( index.jsp )

Fig. 3. Product Page : tonic ( tonic.jsp )

IV. Conclusions

제품 설명을 사용자 경험(UX) 설계에 따라 배치하여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설게 및 개발 경험 기반으로 제품 이해도를 바탕으로 구매력을 높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UI/UX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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