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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 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비교연구를 위하여 Hofstede이 제안한 5가지 문화차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의 포털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는 이용자의 사용경
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지식과 경험
에 따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이용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심리, 사회, 문화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가 웹사이트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는 형상적(shape) 측면과 행위적(behavior) 측면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형상적 측면에서 문화 차이는 전
통적인 조형물의 표현 등을 통해 쉽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나 행위적 측면은 디자인에서 직접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진정한 문화의 핵심은 행
위적 측면에 있다. 문화 차이는 이용자의 심리와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행위적 측면을 중심
으로 문화 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디자인 경향의 차이를 비
교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5개
씩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비교·분석하였다. 포털사이트
는 이용자 방문률이 가장 높고, 시장경쟁이 치열하기 때문
에 이용자의 관심과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인터페이스 특징의 차이에 대해서 Hofstede 
(1980)의 5가지 문화 차원[2]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웹디
자인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Ⅱ. 본론

1. 문화와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Marcus&Gould(2000)와 孙传祥(2010)는 Hofstede의 5
가지 문화차원-권력차이，개인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
실성 회피, 정기지향성[2]-과 웹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특
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3].

표 1. 문화차원과 인터페이스디자인[1][3]

  Duygu(2009)가 웹디자인에서의 문화적 요소 연구에 5
개 문화차원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Hofstede’s 문화 차원 지수표 적요[4]

국가 권력차이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회피 장기지향성
미국 40 91 62 46 29
중국 80 15 55 40 114

수치범위 0-100， 수치가 높아지면, 국가 문화차원 특징이 더 
강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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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미국의 포털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비교

중국포털사이트 sina sohu huanqiu 163 qq

화면이미지

주색상 노란색 노란색 붉은색 파랑색 파랑색

보조색상 붉은색, 회색, 파랑색 붉은색, 회색, 파랑색  회색, 파랑색 붉은색, 회색 붉은색, 회색

Page 길이 156pixel 126pixel 104pixel 118pixel 122pixel

Link 수량 많음 많음 많음 많음 많음

Navigation 위치 상단 상단 상단 상단 상단 

정보전달방식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Search기능 위치 화면 중앙 화면 중앙 왼쪽 화면 중앙 오른쪽 화면 중앙 Navigation 하단

셀프서비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미국포털사이트 msn yahoo aol xfinity univision

색깔 파랑색 회색 흑색 회색 파랑색

다른 색깔 흑색, 회색 파랑색 핑크색, 파랑색 흑색, 파랑색 흑색, 회색

Page 길이 64pixel 57pixel 94pixel 73pixel 85pixel

Link 수량 적음 적음 적음 적음 적음

Navigation 위치 Search engine하단 왼쪽 Search engine하단 상단 Search engine하단

정보전달방식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문자 이미지 이미지

Search 기능 위치 상단 상단 상단 Navigation 하단 상단

셀프서비스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3. 포털사이트 비교결과 해석

▸ 중국은 권력차이가 높은 문화로, 웹사이트 네비게이션
의 순서를 강조하며, 대부분의 웹사이트 네비게이션은 모
두 상단에 위치해 있다. 미국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다양한 네비게이션 형태가 나타난다. 
▸ 중국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문화로, 웹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전시하고, 개인별 서비스를 중시하지 않으며, 검색
기능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또한 개인이 어떤 
느낌인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개인주의
가 강한 문화로, MSN, YAHOO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성화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메뉴와 내용의 편집 또한 가능하도록 했다.
▸ 중국과 미국은 남성성 문화차원 중간 정도로 두 나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국의 경우 목표지향적 설계 
구조로, 색상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붉은색과 노란색을 사
용한다.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상호작용중심 서비스에 색
상은  흰색과 파랑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교적 은은하고 
연한 색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 중국문화는 높은 장기지향성을 띄는데, 포털사이트의 
경우 글자 정보와 Link가 많으며 따라서 페이지 길이도 매
우 길다. 미국은 다원화한 국가로,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
아들이는 문화인데,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전시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Ⅲ. 결론

  디자인은 문화의 외피(外皮)이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Hofstede과 Marcus& 
Gould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의 포털사이트 디자
인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인터넷은 글로벌 서비스로 시작
되고, 발전하였다. 따라서 다분히 이용자 일반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의
견은 이용자의 민족 문화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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