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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제작이 용이해졌고,

인터넷과 SNS 보급 확산으로 영상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 도구로써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상의 시

청각적 요소들을 통한 사용자 감각자극과 정보전달

은 텍스트 기반의 정보에 비해 사용자들의 흥미와 

주의를 끌기 쉽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인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1]. 또한 영상은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의도된 순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계획한 스토리텔링을 사용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영상은 정보제공자의 의도를 담은 정보, 즉, 광고

나 홍보 목적의 정보를 위해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웹의 기술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영상콘

텐츠의 보급이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현재 포

화 상태에 이르렀다. 웹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되는 광고나 홍보 영상물들은 피로감을 주는 요소로 

전략하게 되었고 웹 사용자들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

거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의 시청 가치를 판단

하게 되었다. 이는 영상제작자의 의도된 스토리텔링

이 사용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데에는 큰 심리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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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자극한 직관적 정보 전달의 장점은 유지하면

서, 사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콘텐츠 내에 지속적으

로 머무르며 정보를 온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2].

최근 웹사이트에서 패럴랙스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을 활용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웹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웹 콘텐츠의 정보전달 방식

에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패럴랙스 스크롤

링은 화면 내에서 여러 계층의 이미지들이 시차를 

두고 애니메이팅 되며 공간감을 만드는 기법으로 웹 

사용자들이 마우스 스크롤링(mouse scrolling)이나 

드래깅(dragging)과 같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양

한 시청각적 반응을 출력할 수 있다. 즉, 간단한 행위

로 사용자가 화면의 영상을 직접 조작하는 듯한 결과

를 피드백 받으므로, 이는 재생버튼을 누른 후 일방

향적으로 제공받았던 기존의 영상콘텐츠의 정보제

공방식과의 차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자

가 직면하는 웹 인터페이스에 영상이라는 독립적인 

미디어가 올려져 재생 또는 skip 판단의 요소로 여겨

졌다면,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은 인터페이스와 영

상이 일체하여 인터랙티브하게 영상이 재생되는 효

과를 내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기존 웹 기반 영상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웹 사용자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

로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웹 콘텐츠의 사용자 경험요소를 조사·분석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 검토를 통해 영상과 웹 콘텐츠의 사용자 

경험 평가 어휘들을 추출한다. 3장에서는 설문 연구

를 통해 웹 사이트에서 패럴랙스 스크롤링이 적용된 

방식과 영상 방식의 웹 콘텐츠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한다. 4장에서는 가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기

존의 영상콘텐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의 웹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영상과 사용자 경험

텍스트는 더 이상 웹 사용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없게 된 반면, 영상 콘텐츠는 그 활용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4]. 풍부한 시청각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콘텐츠는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정보 전달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이미

지들이 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웹 인터페이스 내에 

삽입된 영상 콘텐츠는 사용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

는 시각적 자극이 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5]. 이처럼 영

상은 시각 자극과 흥미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 

경험을 증진시키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와 기억을 돕는 장점을 가진 

매체이다.

2.2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과 웹 사용자 경험
패럴랙스 스크롤링은 최근 사용자 경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웹 인터랙션 기법이다. 이 기법은 마

우스 스크롤링을 통해 평면적인 레이어들 간에 시차

를 발생시켜 사용자들에게 입체적으로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6]. 패럴랙스 스크롤링은 기존의 웹 방식과 

비교하여 사용자들에게 상호 조작감이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경험 요소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패럴랙

스 스크롤링이 재미와 시각적 호소력을 향상시킨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7].

다수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패럴랙스 스크롤링은 

영상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지 속도나 

이해에 상관없이 재생되던 기존의 영상 방식과는 다

르게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이 적용될 경우 사용자

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면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3].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

자가 아닌, 적극적인 이해자로서 웹 콘텐츠와 직접적

으로 상호 관계를 맺는다[8]. 이러한 교류와 그로부

터 나오는 즐거움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몰입

할 수 있도록 도우며[9], 이는 사용 의도의 증가와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10].

2.3 웹 콘텐츠 사용자 경험 평가 요소
사용자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영역으로,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용자 경험과 감성을 측정하고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왔다[11,12,13]. 연구자는 웹 콘

텐츠 이용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어휘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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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류한영(2010)은 디지털 미디어 인터페이스에서 

유발되는 사용자 경험을 ‘오락성’, ‘예측성’, ‘심미성’,

‘학습성’, ‘일관성’, ‘좌절성’, ‘즉각성’, ‘조작성’의 8가

지 요소로 분류하였다[14]. ‘오락성’과 ‘심미성’ 차원

에는 미적이고 즐거움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학습성’, ‘일관성’, ‘좌절성’이 기존의 ‘사용성’

요소와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예측성’, ‘즉각성’, ‘조

작성’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의 조작 및 통

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정상훈과 이건표(2004)

는 제품 사용 중에 표출되는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대표 어휘들을  ‘심미성’, ‘사용적 만족성’, ‘신규성’,

‘불편성’, ‘유쾌성’, ‘우수성’의 6개 항목으로 사용자 대

표 감성 카테고리를 제시하였다[15].

위의 분류들을 토대로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것, 그리고 웹 콘텐츠와 부합되지 않는 단어들은 제

외하여 ‘심미성’, ‘신규성’, ‘유쾌성’, ‘우수성’, ‘사용적 

만족성’, ‘불편성’, ‘조작성’과 ‘예측성’ 등 총 8개의 사

용자 경험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다.

‘심미성’은 대상이 지닌 시각적인 조화로움과 아름

다움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규성’은 새로움

에 대한 경험들과, ‘유쾌성’은 재미와 즐거운 경험들

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심미성’, ‘신규

성’, ‘유쾌성’[15]은 시각적인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일차적인 정서와 관련 있으므로 ‘감성’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수성’은 대상의 탁월함과 적절성 

등을 나타내는 어휘였으나[15], 연구자는 웹이 가지

고 있는 주요한 사용 목적 중 하나인 정보전달력을 

고려할 때 ‘정보 전달이 잘 되는’이라는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사용적 만족성’은 

사용상의 흡족함, 편리함과 ‘불편성’은 사용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과 일맥상통한다. 즉, ‘우수성’과 ‘사용적 만족성’, ‘불

편성’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중에 사용자 자신이 경험

하는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어 ‘사용성’이라는 범

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작성’은 사용자가 조작을 통

해 얻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

다. ‘예측성’은 사용자가 웹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의

도와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인터랙션 결과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조작성’과 ‘예측성’은 웹이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적 속성들과 

관련 있어 ‘상호작용성’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8개

의 사용자 경험 요소들과 이를 포함할 수 있는 3가지 

범주는 Table 1과 같다.

3. 연구 내용
3.1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을 적용한 웹 

콘텐츠의 정보전달 방식이 기존에 영상을 활용한 방

식과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여 영상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단으로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의 활용 가능성

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웹 콘텐츠의 이용’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웹 콘텐츠의 이용은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콘텐츠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모

든 조작과 피드백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즉, 웹 콘텐

츠 사용자 경험이란, 단일 요소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웹 콘텐츠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전반과 전체

적인 흐름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앞서 문헌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바

Table 1. User Experiences on the Web Contents
Factors Components

Sensibility

Aesthetic Attractive, Good-looking, Sophisticated

Novelty Unique, Original, Novel

Pleasure Pleasant, Entertaining, Satisfying

Usability

Superiority Simple, Information Delivery, Consistent

Usage Satisfaction Satisfactory, Useful, Efficient

Inconvenience Uncomfortable, Unadaptable, Difficult

Interactivity
Manipulability Immediate, Instinctive, Feedback

Predictability Intention Understanding, System Understanding, 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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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서로 다른 형식의 웹 콘텐츠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가설을 수립하였다.

평가 항목들은 김영미와 류한영(2010)과 정상훈과 

이건표(2004)가 제안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어휘

들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세분화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웹 콘텐츠 전달 방식에서 영상과 패럴랙스 스

크롤링 기법을 적용한 방식 간에 사용자의 ‘감성’ 측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웹 콘텐츠 전달 방식에서 영상과 패럴랙스 스

크롤링 기법을 적용한 방식 간에 사용자의 ‘사용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 웹 콘텐츠 전달 방식에서 영상과 패럴랙스 스

크롤링 기법을 적용한 방식 간에 사용자의 ‘상호작용

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Table 2. Sensibility - Aesthetic
Attractive Good-looking Sophisticated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3368.000

7928.000

-2.523

.012

3438.500

7443.500

-2.305

.021

3164.500

7724.500

-3.081

.002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attractiv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83.45

102.16

7928.00

9092.00

The web contents was

good-looking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100.81

83.63

9576.50

7443.50

The web contents was

sophisticated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81.31

104.44

7724.50

9295.50

Table 3. Sensibility - Novelty
Test Statistics

Unique Original Novel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2891.500

7451.500

-3.081

.002

2524.500

7084.500

-4.906

.000

2013.500

6573.500

-6.356

.000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uniqu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78.44

107.51

7451.50

9568.50

The web contents

was original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74.57

111.63

7084.50

9935.50

The web contents

was novel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69.19

117.38

6573.50

10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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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을 

적용시켜 스토리텔링을 하는 웹 콘텐츠들을 검토하

여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반응이 마치 영상 또는 애

니메이션과 같이 제공되어지는 하나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16]. 또한 선정한 웹 콘텐츠와 동일한 시

청각 요소들로 구성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패럴

랙스 스크롤링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콘

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실험에 활용하였다

[17].

연구 대상은 2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녀로 두 개

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

은 제공된 콘텐츠를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탐색하

Table 4. Sensibility - Pleasure
Test Statistics

Pleasant Entertaining Satisfying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3410.000

7970.000

-2.383

.017

3440.000

8000.000

-2.298

.022

4137.500

8697.500

-.262

.794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pleasant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83.89

101.69

7970.00

9050.00

The web contents

was entertaining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84.21

101.35

8000.00

9020.00

The web contents

was satisfying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1.55

93.51

8697.50

8322.50

Table 5. Usability - Superiority
Test Statistics

Simple Information Delivery Consistent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2312.000

6317.000

-5.474

.794

4040.500

8045.500

-.539

.590

4186.000

8191.000

-.121

.904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simpl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112.66

70.98

10703.00

6317.00

The web contents was proper

to delivery information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4.47

90.40

8974.50

8045.50

The web contents was

consistent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2.94

92.03

8829.00

8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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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해 본 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총 24

개의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2 연구 결과
영상이 제시된 집단 1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응

답 7개를 제외하고, 총 9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통계

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

법이 적용된 웹 콘텐츠가 제시된 집단 2는 총 94명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응답 5개가 제외하고, 총 89명의 응답을 바탕으

로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평가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측정한 결과, 심미성 .805, 신

규성 .907, 유쾌성 .852, 우수성 .706, 사용적 만족성 

.829, 불편성 .796, 조작성 .711, 예측성 .817 의 값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

로, 0.8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로 판단되므로 모든 항

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으로

는 SPSS 18.0이며, Mann-Whitney test를 통해 설문 

응답자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심미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2), 유의수준에

서 모든 항목이 기준 값인 0.05 이하의 결과 값을 기

록하여 실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평균 순위 점수에서, ‘매력적인’과 ‘세련

된’ 항목에서는 패럴랙스 스크롤링이 적용된 웹 콘텐

츠 이용자 그룹이, ‘보기 좋은’ 항목에서는 웹 영상 

콘텐츠 이용자 그룹이 높은 결과 값을 얻었다.

‘신규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3), 유의수준에

서 실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평균 순위 점수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패럴랙스 

스크롤링이 적용된 집단에서 높은 값을 얻었으므로 

패럴랙스 스크롤링 적용 집단의 ‘신규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쾌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4), 유의수준에

서 ‘유쾌한’, ‘재미있는’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나 

‘만족스러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쾌한’, ‘재미

있는’은 패럴랙스 스크롤링 적용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우수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5), 유의수

준에서 ‘간편한‘, ’정보 전달이 잘 되는‘, ‘일관적인’ 세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즉,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법 적용 방식과 영상 

방식 간에 ‘우수성’에 대하여 사용자 경험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용적 만족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6), 유의

수준에서 ‘흡족한’, ‘유용한’, ‘효율적인’ 가운데 ‘효율

적인’ 요소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 요소는 

영상 그룹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불편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7), ‘불편한’, ‘답답한’, ‘어려운’이 모

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순위 비교에서 패

럴랙스 스크롤링를 이용한 그룹이 영상 그룹보다 유

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조작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8), 유의수준에

서 ‘즉각적인’, ‘본능적인‘, ’피드백‘ 세 항목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패럴랙

스 스크롤링과 영상 방식 간에 ‘조작성’ 항목에 대하

여 사용자 경험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측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9), 유의

수준에서 ‘의도 이해’, ‘시스템 이해’, ‘예측 가능한’,

‘의도 이해’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도 

이해’는 영상 그룹에서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웹 콘텐츠 이용 시 영상 방식과 패럴랙

스 스크롤링 방식의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총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

탕으로 얻어진 통계 자료를 통해 연구자는 앞서 수립

한 가설을 증명하였다.

가. ‘웹 콘텐츠 전달 방법에서 영상 방식과 패럴랙

스 스크롤링 방식 간에 사용자의 ‘감성’ 경험 측면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립한

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감성을 ‘심미성’, ‘신규성’,

‘유쾌성’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세

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심미성과 신규성, 유쾌성에서 

‘보기 좋은’과 ‘만족스러운’을 제외한 하위 요소들에

서 패럴랙스 스크롤링 사용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았

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상과 비교하여 패럴랙스 스

크롤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 경험 중 감성적

인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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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 콘텐츠 전달 방법에서 영상 방식과 패럴랙

스 스크롤링 방식 간에 사용자의 ‘사용성’ 경험 측면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립

하지 않는다.

패럴랙스 스크롤링 그룹과 영상 그룹 간에 ‘우수

성’과 ‘사용적 만족성’ 요소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불편성’ 항목에

서의 차이로, 이 항목에 포함된 ‘불편한’, ‘답답한’, ‘어

려운’ 하위 요소에서 모두 패럴랙스 스크롤링 그룹의 

반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패럴랙스 스크롤

링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고려하여 웹 페이지

Table 6. Usability - Usage Satisfaction
Test Statistics

Satisfactory Useful Efficient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3939.000

7944.000

-.846

.398

4064.000

8624.000

-.480

.632

3538.500

7543.500

-2.001

.045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satisfactory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5.54

89.26

9076.00

7944.00

The web contents

was useful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0.78

94.34

8624.00

8396.00

The web contents

was efficient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9.75

84.76

9476.50

7543.50

Table 7. Usability - Inconvenience
Test Statistics

Uncomfortable Unadaptable Difficult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2166.000

6726.000

-5.966

0.000

2198.500

6758.500

-5.864

.000

2896.500

7456.500

-3.818

.000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was uncomfortabl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70.80

115.66

6726.00

10294.00

The web contents

was unadaptabl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71.14

115.30

6758.50

10261.50

The web contents

was difficult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78.49

107.16

7456.50

9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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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나 복잡도, 로딩 속도 등을 줄이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다. ‘웹 콘텐츠 전달 방법에서 영상 방식과 패럴랙

스 스크롤링 방식 간에 사용자의 ‘상호작용성’ 경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그룹 간에 ‘조작성’과 ‘예측성’ 요소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측성의 하위 요소인 

‘의도 이해’에서 영상 그룹이 높은 결과 값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럴랙스 스크롤링 기

Table 8. Interactivity - Manipulability
Test Statistics

Immediate Instinctive Feedback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3928.500

7933.500

-.874

.382

4050.500

8610.500

-.509

.611

4145.500

8705.000

-.248

.804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The web contents

responded immediately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5.65

89.14

9086.50

7933.50

The web contents led

me use it instinctively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0.64

94.49

8610.50

8409.50

The web contents provided

me with feedback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1.63

93.43

8705.00

8315.00

Table 9. Interactivity - Predictability
Test Statistics

Intention Understanding System Understanding Predictable

Mann-Whitney U

Wilcoxon W

Z

Asymp. Sig. (2-tailed)

3353.500

7358.500

-2.545

.011

3766.500

7771.500

-1.348

.178

3732.500

7737.500

-1.436

.151

Mean Rank Scores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s

I could understand

its intention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101.70

82.68

9661.50

7358.50

I could understand

its system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7.35

87.32

9248.50

7771.50

It was predictable

Video

Parallax Scrolling

Total

95

89

184

97.71

86.94

9282.50

7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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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심미성, 신규성, 유쾌성 등의 감성적인 측면에

서 기존의 영상 방식보다 높은 효과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으로 패럴랙스 스크롤링은 

사용자들에게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요구하는 과정

에서 사용적인 불편함을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패럴랙스 스크롤링의 불편성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가 제기된다. 따라서 웹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패럴

랙스 스크롤링 사용의 불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영상이 가지고 있는 ‘보기 좋음’, ‘효율적인’, ‘의도 이

해’ 등의 장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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