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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기기의 보 이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스마트기기에 

집 되고 있다. 종이책 시장이 일부 자책 시장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 의 하나이다. 

자책의 수요가 증가 하면서 시장에서 자책의 형태도 조 씩 발 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스마트기기에 설치되는 어 리 이션 형태인 자책 뷰어의 인터페이스에 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 다. 한, 자책의 사용성 평가를 한 항목을 정의하여 사용 패턴을 객 으로 찰하고 설문 기법

을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책 인터페이스 사용성의 평가를 분석하여 자책의 제작 방향과 개

선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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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ropagation of smart devices has increased and the variety of the devices also has been 

diversified, various existing functions are concentrated on these smart devices. One of the 

phenomena is that the paper-book market has partially transferred into an e-Book market. As 

the demand of the e-Book has increased over time, the improvement of the types of e-Book on 

the market can be observed. In this study, the usability evaluation on the interface of the e-Book 

viewer for the types of application, which can be installed in the smart devices, has been 

conducted. The items for the usability evaluation of the e-Book were defined, the usage patterns 

were observed objectively and a questionnaire technique was applied. By analyzing the usability 

evaluation of e-Book interface, the directions for production and improvement of e-Books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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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이 보 이 되면서 자테블릿을 이용한 

자책의 보 이 속도로 발 되어져 왔다. 재 자책 

리더와 자책을 만드는 툴은 우후죽순처럼 출시되어 

나오는 추세이다.

모바일 매체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주었고, 스마트폰이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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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후 많은 사회 , 경제 , 산업 인 지형을 바꾸

어 놓았다. 유비쿼터스의 환경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

는 물품의 통합으로 이어져 카메라, 다이어리, 필기구, 

시계 등을 하나의 매체로 묶어버릴 수 있었고 나아가 

차량의 네비게이션, 음악 이어, 개인방송도구 등으

로도 발 을 거듭하 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서 그 발 과 련된 산업들은 흥망을 거듭하고 있으며 

재에도 발 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서 인쇄출

도 일정한 속도로 종이책시장과 자책 시장의 경계

에서 변화의 추이를 아직 그리고 있는 역 의 하나

이다. 인쇄출 은 이  20∼30년동안 PC의 보 으로 

인터넷이 활성화 될 때 DTP(Desk Top Publishing)와 

웹북, 웹카탈로그 형태로 출 되어 정보 달매체로서 

다양한 형태로의 가능성을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시장

에서의 충분한 사용성과 확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

치지 못하고 모바일 시장으로서의 키워드인 ‘ 자책’으

로 통합되었다. 자책은 용단말기의 2007년 아마존

의 킨들이 보 된 이래 몇 가지 형태의 용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났지만[1], 시간이 지나면서 태블릿 PC의 

어 리 이션 설치형태의 뷰어가 공존하기 시작하 다

[2]. 

자책 는 이북(e-Book)은 기존의 종이책의 구성

요소와 함께 디지털 인 요소로 환하여 가공하고 

장한 자출 물의 통칭이다[3]. 자책은 스마트폰, 

PDA, 태블릿 등의 휴 기기나 PC로 볼 수 있는 포맷의 

일이다. 일반 으로 자책은 텍스트 일과 같은 범

용 일 포맷이 아니라 DRM 기능을 이용한 작권 보

호 기능을 포함하는 특수한 포맷을 가진 일을 말한다

[4]. 

스마트폰과 타블렛 기기의 출 으로 인쇄 매체의 디

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 으로 미디

어의 온라인화가 가속되던 2000년  반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는 1980년  후반 처음 DTP솔루션이 

보 되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기의 자책의 형

태는 인쇄된 종이책을 그 로 디지털화하거나, 체

인 이아웃만 변경하여 달매체의 변화에 응하

으나, 차차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융합이 발생하여 모

바일 환경에 한 반 인 이해가 요구된다[5]. 

자책을 만들 수 있는 일 포맷의 종류는 XML, 

PDF, E-PUB의 세 가지가 있는데, 발 되는 스마트 환

경에서 EPUB 3.0 기술과 HTML5를 이용하여 사진이

나 상,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인터랙티 한 사용 환

경을 추구하고 있다[6]. 자책의 이펍 표 화에 따라, 

각 자책 뷰어가 보 되어 PC 뿐만 아니라, 태블릿 시

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자책 뷰어는 표 으로 

애 의 아이북스(iBooks), 구 의 구 북스가 표 이

며, 기타 다른 자책 뷰어 시장이 확 되고 있다. 

기존의 PC를 기반으로 발 하고 있던 자책

(e-Book)은 웹북의 형태로 도입비용이 비교  크지 않

고 기존의 인 라를 이용하여 솔루션의 개발의 비용이 

렴했다[7]. 웹 라우 상의 자책을 구 하기 하

여, 개발되었으나, 각 클라이언트나 OS, 라우 에 따

라서 표  가능한 범 가 다르다. 국내의 비표  웹코

딩환경에서는 모바일 기기로 속할 경우 화면표시가 

제 로 되지 않거나 오류발생의 정도가 빈번하 다.

이펍은 최근 2007년 9월 이 에 있던 오  자책

(e-Book) 표 을 체하기 해 국제 디지털 출  포럼

에서 공식 표 으로 채택된 포맷이다.  국제 디지털 출

 포럼(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에서 제정한 개방형 자유 자서  표 으로 지정하여, 

자동공간조정이 가능하게 끔 디자인되어 있어 이펍

(ePub)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볼 때 디스 이하는 단

말기의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최 화 되어 보여  수 

있다. 래스터나 벡터 이미지를 표 할 수 있고, 메타데

이터, DRM 지원, CSS 지원, 더링, 기능 확장을 한 

XML기능 지원이 되어 다양한 미디어 표 이 가능하

다. 문고형 도서를 모바일 리더기로 표 하기 해 개

발되었고, 소설, 에세이, 논문 등 을 읽기에 합한 형

식으로 별도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씨와 같은 

객체를 이미지 에 올리지 못하는 등의 표 의 한계가 

많으며, 자출  용 솔루션의 결과물이 모바일 기기

에서 표 될 때 정확한 측이 힘들다. 

앱북(App Book)은 주로 모바일이나 태블릿 기기를 

뷰어로 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일반 으로 독립 인 

뷰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각 OS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 부분이다. iOS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다양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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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를 구 하기 한 형식이며, 통상 으로 리

더를 포함한 응용 로그램 형식으로 구 되어 외부 엔

지니어 에 개발 외주가 필요하며, 리더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표 이 가능하다. 한 

각 OS별 별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자책의 시의 한 개념을 정리

하고, 재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자책을 설치형 

어 리 이션 뷰어에 한정하여, 그 인터페이스의 사용

성을 비교하며, 각각의 사용성을 한 실험 평가를 통

한 문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책의 사

용성 평가를 한 연구 방법은 사용성 테스트와 사용자

의 주 인 평가 방법을 심으로한 문헌 인 연구와 

실증 인 연구를 병행하 다. 본 논문은 평가요인을 정

의하고, 평가를 한 템 릿을 이용한 자책의 사용성 

실험,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독자의 의미 달 양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고 자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Ⅱ. 관련연구

최근 자책이 스마트 기기를 심으로 지속 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책에 한 사용자의 

사용성 조사에 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손용범과 김 학[8]은 자책 장치의 크기에 련하여 

사용자의 실험 인 평가를 진행하 고, 그 크기가 맞춤

형으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될 것으로 망하 다. 한혜

원과 박경은[9]은 자책의 독서경험을 체험성으로 

제하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종이책의 개념을 인문학

인 에서 어떻게 승계해낼 수 있는가와 변별이 된다

면 멀티미디어 인 변수에 따라 사용자의 독서 경험이 

달라지는 정도를 증명하고, 자책의 체험성을 높이기 

해서는 서사구조 내에서 유의미한 극  요소를 연결

하여한다는 입장을 결론으로 보이고 있다. 신종락[10]

은 자책과 인터넷 쓰기로 인한 문학 패러다임의 변

화에 해 논하 으며, 김 정[2]은 용으로 쓰이는 

자책 단말기 인터페이스에 한 사용성을 비교 분석하

는데, 각 단말기에 한 오류발생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자잉크 방식의 자책 단말기에 한 인터페이

스의 진화를 측하 다. 김민식[11]은 온라인 서 의 

자책 단말기에 한 략에 해 그에 맞는 콘텐츠 

략 변화에 해 논하 다.

변시우, 방규선[6]은 소  스마트패드라고 불리는 태

블릿류의 단말기에서 앱북의 설계를 주제로 삼았으며, 

개념 으로 앱북이 콘텐츠의 엔스크린 변환 스펙과 

자 서가 시스템에 한 운 의 교육  활용성에 하여 

언 하 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책의 등장

으로 기존의 종이책에서의 변화의 과 자책에서 

효용의 에 한 연구와 함께, 자책 용 단말기

기의 사용성 조사가 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책의 형태 에서 앱북 형태로 보 되는 

자책에 한하여 사용성을 조사하 다. 

Ⅲ. 전자책 사용성 평가 실험 및 분석

3.1 평가요인
어 리 이션 형태의 자책을 사용자가 하면서 

그 콘텐츠에 한 이해를 해 구성된 요소들  사용

자에게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이용 자세

> 컨텐츠 검색 속도와 성공 여부 

> 앱북 리더의 설정환경

> 자책의 꼴과 크기

> 다른 응용 로그램의 사용 환경

어 리 이션 형태의 자책의 뷰어는 2012년 10월 

재 표 으로 아이북스, 구 도서를 비롯하여 더매

거진, 올 매거진, 모 루 등의 앱북 등이 있다. 아이북

스나, 구 도서, 리디북스 등은 종이책과 흡사한 형태에 

기본 인 이아웃에 소설류 형태가 주로 보이며, 더매

거진, 올래매거진 등은 인터랙티 한 요소가 강화된 잡

지형태이며, 이  모 루북스는 면 인 인터랙티  

요소를 통한 교육, 리젠테이션 형태의 자책이다. 

설치형 어 리 이션의 형태의 자책은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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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의 기능을 포함한다. 페이지이동, 확 /축소, 책

갈피 내 검색, 복사, 하이라이트, 북마크 등의 편의 기능

과 보 함, 스크랩의 환경설정이 주로 포함된다. 자책

은 멀티미디어 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림, 

로  텍스트, 동 상과 음악의 재생이 가능하며, 최근에

는 작가와 독자 간의 SNS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고 강

화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물에 한 사용자의 말단의 

에 한  방법을 의미한다. 시스템 으로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 간의 경계를 말하지만, 입출력의 

계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

미한다.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랙션(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은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방

법을 정의하고, 차를 설계하며, 평가하여, 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이 상호작용은 UI(User Interface)

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

다. UI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인지 인 측면에서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해 사용자와 기기 사이에서 상호 정

보교환의 체계성을 실 시켜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가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에서 사용되는 자책 뷰어의 GUI 측면에 

한 사용성에 해 조사하 다. 

제품의 사용성(Usability)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자

가 얼마나 빨리, 효율 으로, 쉽게, 주어진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성을 결정하

는 보편 인 요인들은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에 

의해 학습용이성(Learnability),  효율성(Efficiency), 기

억용이성(Memorability), 오류(Error), 만족성(Satisfaction) 

으로 나열된다[13]. 

한 정보 탐색에 필요한 훑어보기나 선형  읽기 등

의 방법을 사용하는 의 흐름이나 이아웃의 평가도 

요한 자책 사용성 평가의 지표이다[14]. 

3.2 실험개요 및 설계
본 논문에서는 용이성, 친숙성, 만족도, 능률성 등에 

을 맞추어 찰기법과 질문기법을 통하여 자책 

리더의 소 트웨어 인 측면에 한 사용성 조사를 진

행하 다.

태블릿기기에서 사용되는 자책 어 리 이션의 뷰

어를 형태별로 구분하고, 실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의 조작의 용이성, 기억용이성, 오류를 측정하고, 사용 

후 만족도를 조사하 다. 자책 뷰어는 어 리 이션 

형태의 애 의 아이북스, 더매거진, 모 루 북스의 세 

가지로 실험하 고, 인터랙티 의 요소가 면 으로 

등장하는 형태의 자책은 실험에서 제외하 다. 실험

상자는 어 리 이션 형태의 자책을 사용한 경험

이 없는 학생과 학원생 10명을 1:1로 면 을 통하

여, 각각의 자책을 사용하고, 제시된 기능과, 페이지, 

환경설정 등을 찾아가는 것을 찰하여 시간을 측정하

는 객 인 평가와, 사용 후 내용의 기억용이정도와 

주 인 평가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평가 인

원은 평가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아무리 인원수가 많

아도 발견되는 문제 은 비슷하다는 제이콥 닐슨

(Jacob Nielsen)의 실험결과[15]에 따라 그 이상으로 설

정하 으며, 만족도 측정은 언어  로토콜 분석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흔히 2

∼20사이의 은 샘 의 수만으로도 인간의 사고 과정

에 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토드

(Todd) & 벤바삿(Benbasat)의 연구[16]에 근거하여 

정한 수 이상으로 설정하 다. 실험의 방향은 자책

의 인터페이스 기능에 쉽게 응하고 응용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여러 가지 자책의 리더 타입을 선정하여 피

실험자의 반응시간을 찰하고 분석하 다.

Ⅳ. 실험 및 분석

4.1 수행도 측정을 위한 태스크 선정
[표 1]은 일반 인 자책의 기능에 한 개요이다.

페이지 이동, 확 /축소, 편의기능, 목차기능, 환경설

정에 련한 기능, 인터랙티  기능, SNS기능 등으로 

자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반  기능을 바탕으로 수

행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태스크를 [표 2]에서 작성하 다.

피실험자의 수행도 측정을 한 태스크를 표시한 것

이다. 일반 인 자책의 기능을 구체 인 태스크로 지

시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템 릿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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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개요

페이지 
이동기능

처음, 마지막페이지 검색, 페이지의 다음, 이전, 상하 
이동, 하이퍼기능, 바로가기 기능

축소
/확대기능 페이지의 축소와 확대 기능 및 이동 후 내용 검색

편의기능 책갈피 추가/제거, 검색기능의 활용, 텍스트의 복사, 
하이라이트 기능, 북마크 기능

목차기능 목차 검색 및 썸네일 목차 활용
환경설정 기능 보관함 설정과 스크랩 기능
인터랙티브 기능 그림, 플로팅 텍스트, 동영상 재생, 음악재생 기능

SNS 서비스기능 사용자간, 작가와 독자간 양방향 SNS 기능의 활용
성[10]

표 1. 일반적인 전자책의 기능 개요

기능에 한 측정 태스크 

페이지 1
- 3페이지 뒤로 이동
- 4페이지 앞으로 이동
- 34페이지로 이동

확대축소
검색 2 - 도서에서“sound“를 검색 

편의기능
3 - 도서의 40쪽, 55쪽을 북마크 하기

4
- 도서의 처음 문단을 텍스트 복사
- 두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  
   (글자에 색칠)

목차 5 - 목차열기
- 썸네일 목차 열어보기

환경 6 - 보관함에서 다른 도서를 불러오기
- 현재의 페이지의 내용을 스크랩

인터랙티브 7 - “기타치는 영상”을 재생하기

SNS서비스 8 - 현재의 도서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기

표 2. 수행도 측정을 위한 태스크 리스트

4.2 만족도 측정을 위한 질문 내용 선정
설문조사는 [표 3]과 같이, 뷰어의 사용성 측정 조사 

후 사용자의 주 인 답변을 1∼5개의 스 일의 범

로 높은 만족도를 높은 수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질문지 항목은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의 사

용성 원칙을 참고하여, 용이성, 능률성, 조작성, 기억성, 

친숙성으로 다시 구성하여, 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질문지에 반 하 다. 용이성은 체 인 의 구조와 

맥락을 악하는 것과 필요한 으로 정의되고, 읽기 방

식에 훑어보기에 해당된다. 친숙성은 종이책의 경험성

과 크게 이질 이지 않은지에 한 것이며, 기억성은 

콘텐츠의 정보 달이 용이하고 집 하기에 좋은지에 

한 설문 역이다. 어 리 이션의 특성이나 그 이

아웃이 독서에 방해되지 않은지 검사하며, 능률성은 시

선의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정보차단 정도를 설문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속성 의미

용이성
(훓어보기)

전체적인 글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
였다.

용이성
(선형읽기)

인터랙티브의 구성요소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텍스트의 내용파악이 용이하였다

친숙성 종이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기억성 내용에 집중하기 용이한 구성이었다.

조작성오류 소프트웨어적인 조작이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
았다.

능률성 시선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

표 3. 테스크 수행후 만족도 측정을 위한 질문 리스트

4.3 평가 결과 분석
사용성 실험에서는 피실험자가 수행도 측정을 해 3

가지의 자책을 임의의 순서 로 지시사항을 따라 수

행하여 완료한 시간을 측정하 다.

수행완료시간이 을수록 태스크에 한 응이나 

기능에 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태스크 당 90 까지 제한을 두었으며 이상의 시간은 수

행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평균의 결과 값에 반

하 다. 

[그림 1]은 수행에 한 결과 조사표에서 각각의 태

스크를 수행하여 완료하는 평균의 수치를 표시한 것이

다. 아이북스는 기본 인 페이지 넘김이나, 검색, 확 /

축소, 목차, 인터랙티 의 요소 수행평가에서 좋은 수행

속도를 보 으며, SNS 기능의 수행 평가에서는 비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더매거진 리더에서 수행한 평가에서는 페이지 넘김

과 인터랙티 한 요소의 수행처리속도가 빠른 편이었

으며, 면 인 인터랙티 북의 종류인 모 루북의 사

용성은 인터랙티 와 목차, 페이지의 수행 속도가 빨리 

나타났다. 수행속도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조작오류의 

수도 비슷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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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문을 통한 전자책 사용성 평가(단위 : 초)

4.4 설문을 통한 사용성 평가
[그림 2]는 사용 후 설문에서 아이북스에서 주 인 

설문에 따라 응답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설문에서

는 사용에 한 항목의 만족도 1∼5로 나 어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를 주도록 하 다. 실험 결과에 따

르면 피실험자들은 인터랙티 한 요소가 의 내용을 

악하는데 효과 이었음을 응답하 고, 종이책의 효

과와 내용에 집 하기 좋은 구조로 효과 임을 답하

다. 체 인 내용 구성과 시선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도 비교  나쁘지 않은 평가로 나타났다.

더매거진은 체 인 도서의 구조와 정보탐색에는 

용이하지만, 인터랙티  요소와 텍스트의 내용 악은 

비교  용이하지 않음으로 설문되었다. 모 루북스에

서도 텍스트의 세부 인 내용 악과 소 트웨어 조작

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매거진

이나 모 루북스에서는 인터랙티 한 요소가 이아웃

의 구성에 따라서 효과의 유무가 갈리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2. 설문을 통한 사용성 조사(만족도 수준)

4.5 사용성 향상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사용성 조사와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실험자의 

추가 인 자책 사용에 한 의견 개진까지 종합해볼 

때 일반 인 소설류형태의 이아웃은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 으로 내용의 의미를 더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인터랙티 한 구성 요소의 한 배

치가 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잡지형태의 정보탐색을 목 으로 하는 자책의 형태

는 이아웃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인터랙티 한 구성

요소를 비교  많이 사용함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 인 

정보탐색에 도움이 되나 사용자에 따라 오히려 정보

악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 다. 

[표 4]는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

의 자책의 개선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크게 사용자 배려와 자책 뷰어의 기능 개선 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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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류하 다. 사용자 배려의 측면에서는 자책의 

소설류 혹은 정보탐색, 면  인터랙티  요소를 이용

한 교육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이아웃의 배치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한 인터랙티  요소의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텍스트의 가독성을 요시할 경우에 스크롤링

의 방향이 시선의 흐름이나 사용자의 조작성을 생각하

면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책 뷰어의 기능 

개선 인 측면은 SNS의 기능의 확 로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양방향 소셜

기능의 편의 증 가 요구되며, 클라우드 등의 개별 인 

서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분류 내용

사용자 
배려 

과도한 인터랙
티브 제한

용도에 따라 전자책에 응용되는 멀
티미디어적인 요소가 적당히 사용되
어야할 필요

시선의 흐름에 
따른 구역 설정 
유의

레이아웃의 구성에 있어서 시선의 
흐름에 맞는 배치가 필요함

용도에 따른 전
자책 앱북 제작 
기획

소설과 같은 순차적인 읽기의 형식
과 정보전달용도를 구별 

가독성을 위한 
한방향 스크롤
링

스크롤링이 필요한 경우 가독성 문
제를 고려

전자책 
뷰어 
기능 
개선

SNS를 활용한 
양방향 서비스
의 확대와 편리
성 증대

디지털 환경에서 작가와 독자, 독자
와 독자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편
리성 증대

구매한 서재 기
능의 개선 및 
강화

개인서재 기능을 강화하여 보관함 
활용

표 4. 전자책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태블릿 기기의 어 리 이션을 매개

로하는 자책 리더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문제 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책 제작시 개선하거나, 

제작 방향에 지표를 제시하 다. 

자책 사용성 평가를 해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원

칙을 바탕으로 평가 지표를 압축하여 평가에 사용하

고, 도출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일반 인 

자책 어 리 이션의 사용을 통하여 찰기법과 설문

지 기법을 통하여 평가를 수행하 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자책 사용

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자책의 사용성에 한 구성은 자책의 용도

에 따라 구성되어야하며, 어떤 평가 지표에 가 을 두

고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사용성이 높아지는 복합

인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자화된 정보들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읽기보

다는 우선 으로 훑어보기(Browsing)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고, 소설을 읽을 때는 선형  읽기 나 계열  읽기

를 하여야 하므로, 읽고 있는 내용의 흐름 구성을 만들

어 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 

셋째, 종이책으로는 표 할 수 없던 기능의 추가로 

인해 좀 더 나은 도서의 가독성을 기 할 수 있지만, 오

히려 통 인 종이책의 구성의 기본이 되는 사용자 시

선, 손의 조작성, 의 흐름, 상상력을 고려한 배치를 통

하여 새로운 기능을 히 가미한다면 더 나은 도서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단된다. 

자책은 앞으로 더 많은 보 이 상되어지며, 사용

자의 층도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많은 자책 뷰어 

출 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사용에 따른 경험을 축

하여 자책의 사용자를 한 공통의 표 을 한 연구

도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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