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8(3) 2015, pp. 52-62
http://dx.doi.org/10.11108/kagis.2015.18.3.052

ISSN 1226-9719(Print)On
ISSN 2287-6952(Online)

공간정보 웹 서비스의 반응형 웹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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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 제작 추세로 모바일 우선 방식이 강조되면서 모바일 단말의 유형이나 화면 크기, 해상

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웹 사이트 제작 시 효율적인 제작 방법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 웹 매핑 분야에서 반응형 웹의 적

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응형 웹을 이용하여 실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과 연계한 

가변 레이아웃에 대한 실제 시험 구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웹 서비

스 구축에서 반응형 웹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한 사항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험 

구현 과정에서는 HTML5, JavaScript, CSS3 등과 같은 개발 환경을 OpenLayers와 연계하는 웹 

매핑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공간정보나 위치정보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콘텐츠의 모바

일 서비스 개발에서도 반응형 웹을 이용한 연계, 적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미디어 쿼리, 반응형 웹, 유동형 그리드, 웹 매핑

ABSTRACT

As a recent dominant web trend, mobile first strategy has been emphasized, and 

interests with respect to responsive web that provides effective methodology to various 

mobile devices and their display resolution are also increasing. However, it is an early 

adoption stage in web mapping for geo-spatial applications.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practical examples of layouts using responsive web technologies linked to 

geo-spatial open platform. Suggestive consideration points for further application of 

responsive web to geo-spatial services are presented. On test implementing, HTML5, 

JavaScript, and CSS3 were used, and web mapping processing using OpenLayers was 

performed. It is expected that responsive web applications for contents derived from 

geo-spatial information or location data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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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거의 모든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

다. Wroblewski(2011)은‘모바일 우선(Mobile 

First)’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예측한 바 있으

며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한 바 있다. 이는 웹 사이트 제작 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환경을 우선하여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환경은 스마트

폰, 태블릿 기기 등과 같이 휴대성이 강조된 단

말 환경을 의미하고, 결국 모바일 서비스란 다

양한 단말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 제작이나 서

비스 구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각각 환경에 최적화

된 웹 사이트 제작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일으키게 한다. Marcotte(2011)에 의하여 제

안되고 정리된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이와 같

은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술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소스

를 다양한 단말에 대응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는 점과 다양한 화면 크기에 반응하여 웹 사이

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전환된다는 점이 중

요한 특징 및 장점이다. 즉,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과 같이 다양한 화면 해상도를 갖

는 단말 화면에서 웹 페이지가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CSS3(Cascading Style Sheets 3)의 미디

어 쿼리(Media Query), 유동형 그리드(Fluid 

Grid), 유동형 이미지(Fluid Image) 등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반응형 웹은 모바일과 

데스크톱을 하나의 소스와 URL로 운영할 수 

있어 제작 및 관리에 경제적 이점이 있고, 사용

자를 위한 검색과 홍보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면 전환에 따른 로딩(loading) 속도 저하 문

제와 단말 특성에 맞는 화면 구성 및 레이아웃

(layout)의 다양성 대처 능력 부족 등과 같은 

단점도 있다. 

Baturay and Birtane(2013)은 반응형 웹 

디자인의 장점과 제한점을 정리하면서 이 방식

이 현재는 초기 응용 단계에 있지만, e- 

Learning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Kim et al.(2014)

는 반응형 웹 사이트 제작을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연계 구성요소를 정리하면서 국내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해상도와 웹 브라우저 기

능에 대한 표준과 시스템과 부하에 따른 데이

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Kim and Yoon(2014)는 반응형 웹의 레이아

웃 유형에 따른 미니멀리즘 영향성 분석을 수

행한 바 있는 데, 반응형 웹이 유용성, 사용성, 

검색성, 신뢰성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형 

요소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유형별로 다른 점도 있다고 하였다. 한편 Han 

and Yeon(2014)는 지질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지질 분야의 몇 가지 공간정보 모바일 서비스

에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으나 공간정보를 다루는 반응형 웹 제

작에 필요한 다양한 고려 사항은 별도로 다루

지 않았다. Lee(2014)는 반응형 웹 제작의 실

제적인 문제점을 정리한 바 있는 데,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웹과 비교하면 제

작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팀 구성원의 기술 

지식 부족, 정의되지 않는 지원 기기의 범위, 

모바일 기기에서의 페이지 성능 저하 등을 지

적한 바 있다. Kim et al.(2015)는 6개의 국내 

반응형 웹 제작 사례를 유형별 패턴으로 구분

한 뒤 사용자 경험 요소를 연계하여 사용성 평

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일반형 

웹에서는 기기 별로 사용성에 큰 차이가 보이

지만 반응형 웹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와 기기에 따른 사용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반응형 웹은 웹 기획이나 웹 출

판(publishing)에서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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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하지만, 모바일 웹 서

비스 구축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공간정보의 모바일 응용 서비스에서 Lee et 
al.(2013)과 Kim and Lee(2014)와 같이 다

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다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응형 웹을 적용함

으로써 다양한 사용자 단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Jeong et al.(2015)과 같이 공간정

보산업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융합 연구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단말 플랫폼의 사용 

현황과 다양한 해상도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

하여 일반적인 반응형 웹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 하며 반응형 웹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리한 

뒤, 공간정보 웹 서비스에 대한 적용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플랫폼과 해상도 사용 현황

반응형 웹의 적용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클

라이언트 단말기의 화면 크기 또는 해상도이므

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gs.statcounter.com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사이

트는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데스크톱, 스

마트폰, 태블릿 기기와 콘솔 플랫폼에서 브라우

저, 화면 해상도, 운영체제, 검색 엔진 등의 사

용 통계를 제공한다. 

FIGURE 1. Global web trend statistics from 

May 2014 to May 2015, edited using URL 

source gs.statcounter.com: (a) platform 

use status and (b) browser use status

FIGURE 2. Global web trend statistics from 

May 2014 to May 2015, edited using URL 

source gs.statcounter.com: (a) display 

resolution of all devices and (b) resolution 

of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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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은 지난 1년간의 플랫폼 사용 현황

이다. 데스크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모바일 사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태블

릿 사용자는 7~8%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b)은 이러한 네 가지 플랫폼

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적용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Chrome은 현재 40% 이상의 가장 우

세한 양상으로 보이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

세이고 IE, Safari, Firefox는 약 13~15% 정

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a)는 네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화면 해상도를 비교한 것이다. 수많은 

해상도 중에서 1366*768 해상도가 가장 우세

한 양상을 보이며 1920*1080, 1024*768, 

1280*800 등과 같은 고해상도가 평균 5% 정

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데스크톱의 높은 점유율을 반영한 것으로 모바

일 단말에 맞는 해상도는 360*640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5%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바일 단말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해상도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

한 내용은 그림 2(b)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이 그림은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와 

같은 모바일 환경만을 대상으로 화면 해상도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360*640 이외에도 

768*1024, 320*568, 320*480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이하 

급에 대한 해상도 수치는 생략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어떤 웹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웹 페이지를 제작할 때 데스크톱과 모바일 환

경 등에 따라 사용자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스크톱에서

는 클릭(click)이나 스크롤(scroll) 기능이 주요 

요소가 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탭(tap) 동

작이나 스와이프(swipe) 동작이 주로 이용된

다. 따라서 같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화면 해

상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반응형 웹

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의 기술 요소 

반응형 웹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

통적인 기술 요소가 필요하다(Frain, 2012; 

Yamazaki, 2013). 첫 번째는 적용하려는 스타

일들을 단말기기의 해상도에 맞게 전환하도록 

하는 미디어 쿼리이다. 미디어 쿼리의 속성은 

가로 해상도와 세로 해상도(width, height), 기

기의 가로 값과 세로 값(device-width, device 

-height), 색상 비트 수와 색상 색인 수(color, 

color-index), 기기의 방향(orientation), 화면 

해상도와 종횡비(resolution, aspect ratio), 기

기 종횡비(device-aspect-ratio)와 그리드와 

비트맵 설정(grid)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다. 미디어 쿼리 경우 여러 가지 

속성으로 사용자 단말기기 상태를 확인하여 웹 

페이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바일 단말 유형이

나 해상도 등 미디어 쿼리 속성을 정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값들이 많아지면서 각 속성별로 

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기준점이 나와 있지 않

은 상태이다. 계속적으로 많은 모바일 단말기기

가 출시가 되어도 여러 가지 값을 이용하는 속

성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진다면 공간정보를 포

함한 많은 콘텐츠에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반응형 웹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유동형 그리드이다. 이는 헤더, 내

비게이션, 주 콘텐츠, 부 콘텐츠 등과 같은 페

이지의 구성 요소를 고정된 픽셀(pixel, px)이 

아닌 상대 비율인 % 등과 같은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유동형 그리드는 미디

어 쿼리와의 조합을 통하여 단말기기에 따른 

가변적 최적 레이아웃 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Wroblewski(2011)는 가변 레이아웃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그림 3). Mostly 

Fluid 레이아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각 스크린의 크기에 맞게 콘텐츠의 폭을 유동

적으로 맞추어 정렬하는 방식이며, Column 

Drop의 경우 큰 크기의 스크린에서 가로 또는 

세로로 배열되는 콘텐츠 레이아웃을 작은 크기

의 스크린으로 옮겨오면서 콘텐츠의 배열을 일

률적으로 하단 부분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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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웹 구현 방식이다. 한편 Layout Shifter는 

스크린 크기별로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설정하

여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콘텐츠의 자리를 이

동하여 각각 크기에 맞는 규격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Tiny Tweaks는 크기별로 

스크린에 맞는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미세하

게 수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스크린 기기별로 약

간의 이미지 수정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Off Canvas는 스크린에 

크기별로 콘텐츠의 칼럼 중 일부분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슬라이드 시키는 방식으

로 원하는 콘텐츠 일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제공

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반응형 웹 사이트를 만들 

때, 굳이 하나의 레이아웃만 사용하지 않고 필

요에 따라 2개 혹은 3개의 레이아웃을 섞어서 

사용 가능하다.

반응형 웹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유동형 이

미지이다. 이는 유동형 그리드와 같이 이미지 

콘텐츠의 경우도 화면 크기에 맞게 크기가 조

FIGURE 3. Type of fluid grid layout by break point 

separation in responsive web, edited from 

Wroblewsk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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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px단위가 아닌 

상대 비율인 %를 이용한다. 유동형 그리드와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페

이지 내의 모든 요소가 화면 크기에 맞게 최적

화되도록 한다. 

크게 3가지의 반응형 웹 공통 기술요소를 적

용하여 만들어지는 웹 페이지는 하나의 URL과 

소스코드로 이루어져 있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바뀔 경우 하나의 HTML 소스코드만 

수정해도 되고, 다양한 단말기기에 대응하여 기

기에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반응형 웹의 

단점은 단말기기에 맞도록 CSS 소스코드를 파

싱하면서 로딩 속도에 영향을 주어 단말기기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기 다른 단말기기의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 

보다는 웹 페이지 제공자가 정한 분기 값에 나

누어진 구간에 맞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때로

는 단말기기에 적합한 다양한 표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반응형 웹을 웹 페이지 

제작에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빈번한 화면 

전환 요청에 따른 속도 저하나 단조로운 사용

자 인터페이스 구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

우에는 Gustafson(2011)이 제안한 적응형 웹 

디자인(Adaptive Web Design)이 대안으로 적

용될 수도 있다. 적응형 웹은 데스크톱, 스마트

폰, 태블릿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도록 

미리 웹 페이지 구성 요소를 최적의 상태로 마

련해 두고 웹 서비스 요청시 해당하는 웹 페이

지를 제공한다. 즉, 반응형 웹이 기기 해상도와 

사용자 선호에 따라 모든 요소와 그리드가 서

로 영향을 주며 유기적으로 바뀌는 것 이라면, 

적응형 웹은 해상도를 포함한 사용자 선호에 

따라 여러 가지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표출하는 

것이다. 한편 Podjarny(2014)는 반응형 웹의 

처리 속도 향상에을 위하여 서버 스크립트와 

반응형 웹을 연계하는 구현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 객체를 

다루는 공간정보 웹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수행된 경

우가 없는 실정이다. 

시험 구현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 쿼리 속

성인 가로 해상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치별

로 가로 해상도 값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치의 가로 해상도 값을 

768px과 1360px의 두 가지의 분기 값에 의한 

세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

게 될 768px 이하의 범위와 태블릿 기기 혹은 

소형 모니터 등에 적용되는 768px 이상 

1360px 이하의 범위, 데스크톱에서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적용되는 1360px 이상의 범위

에 대응한다. 세 구간 이상으로 세부 분할을 하

여 많은 스타일을 적용할 경우 웹 페이지의 로

딩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응형 웹 디자인은 최하 2개에서 최대 4개의 

정도의 구간을 설정한다. 반응형 웹의 5가지 유

형 중 3가지를 이용하여 HTML5를 기반으로 

JavaScript, CSS3를 사용한 공간정보 웹 페이

지를 구현하고 예시하고자 하였다. 

Implementation environment Source 

Client

Web programming language HTML5, JavaScript, CSS3

User interface library jQuery 1.9.1

Mapping library OpenLayers 3.3

Data source Open data
OpenStreetMap

VWorld

TABLE 1. Implementation environment and used open sourc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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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구현 환경과 적용한 소스의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미디어 쿼리의 속성으로 가로 

해상도의 분기점을 적용하였다. 외부 데이터로 

OpenStreetMap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World에서 각각 2D 지도 및 데이터를 사용

하였고, 공간데이터 시각화에 필요한 매핑 도구

로 OpenLayers 3.3을 사용하였다.

시험 구현에 적용한 소스 코드의 일부 내용

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a)는 유동형 

레이아웃에 적용한 CSS3 소스인데, media 

screen 구문에서 768 px와 1360px의 두 가

지 분기 값을 and 조건으로 설정하고, 페이지 

요소 항목들을 % 값으로 나타냈다. 기본화면을 

제외한 width가 768px이상 1360px 이하인 태

블릿 기기에서 쓰이는 범위, width가 768px 

이하인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범위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width 범위에 따라 미리 선정한 

레이아웃을 표현하기 위해 nav, article, aside

의 float, width, height의 비율을 조정한다. 그

림 4(b)는 jQuery, CSS3, OpenLayers 등과 

연계하는 HTML 소스의 헤드(head) 선언 부분

이다. 그림 4(c)는 매핑 레이어의 선택

(selection)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option>의 

value 값으로 VWorld에서 제공하는 WMS 

API 레퍼런스의 WMS 명을 설정하고 해당 옵

션을 선택하게 되면 WMS 데이터를 기기 화면

에 표출한다. OpenLayers을 이용하는 웹 매핑 

처리는 Gratier(2015)를 참고하였는 데, 그림 

4(d)는 id가 각각 osm, vworld, vworld_s인 

버튼 컨트롤을 jQuery 객체로 만든 뒤, CSS와 

객체의 연계와 이벤트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부분 코드 예시이다. 

FIGURE 4. Example source for mostly fluid layout: (a) CSS3 media query, (b) HTML head, 

(c) layer selection, and (d) map control of Open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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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위의 조건을 만족

하는 반응형 웹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시험 구

현한 결과 예시이다. 그림 5는 Mostly Fluid의 

경우인데, 그림 5(a)와 그림 5(b)는 각각 가로 

FIGURE 5. Mostly fluid layout  of responsive webby three types of break point: (a) less 

than 768px, (b) 768px to 1360px

FIGURE 6. Column drop layout of responsive web by three types of break point: (a) less 

than 768px, (b) 768px to 1360px



Applicability of Responsive Web of Geo-Spatial Web Services60

해상도 768px 해상도에서 표출된 웹 페이지와 

768px 이상 1360px 이하의 해상도에서 표출

된 결과이다. 그림 6은 Column Drop의 경우인

데, 그림 6(a)와 그림 6(b)의 해상도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7은 Off Canvas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작성한 결과인데, 그림 7(a), 그림 

7(b), 그림 7(c)은 각각 768px 해상도에서 표

출된 웹 페이지, 768px 이상 1360px 이하 해

상도의 처리 결과, 1360px 이상의 해상도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결  론

최근 웹 제작 추세로 모바일 우선 방식이 강

조되고 모바일 단말의 유형이나 해상도가 다양

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웹 페

이지를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인 반응형 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웹 매

핑 분야에서는 반응형 웹 적용은 아직 초기 단

계이다. 반응형 웹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HTML 소스로 여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 제작하는 측면에서 경

제적 이점이 있고, 하나의 URL을 사용하기 때

문에 웹 사이트 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점이 있는 반응형 웹을 적용

하는 웹 사이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형 웹을 이용하

여 실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과 연계한 가변 

레이아웃에 대한 실제 시험 구현을 수행하였다. 

구현 과정에서는 HTML5, JavaScript, CSS3 

등과 같은 개발 환경을 OpenLayers와 연계하

는 웹 매핑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정리하고

자 한다. 반응형 웹을 적용하는 웹 페이지는 

JavaScript나 HTML5의 소스 코드를 제작하는 

방식 이외에도 도구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제작

할 수 있다. 어도비(Adobe)사에서는 클라우드 

방식의 일정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드

림위버나 엣지 리플로우 툴의 반응형 웹 제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톱스타일 

5(TopStyle 5)와 같은 HTML5와 CSS3 편집

기, 윙크사이트(Winksite)와 같은 무상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고모비(GoMobi)와 같은 콘텐

츠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반응형 웹을 제

작할 수도 있다. 즉, 순수 코딩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반응형 웹 디자인 채택과 관련 

기법 활용 등이 보편화되면서 편리한 웹 페이

지 제작 도구들이 발표되고 있어 실제 기술적 

제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반응형 웹이나 적

응형 웹의 적용성에 대한 가이드나 적용 기준

이 아직 부재한 실정이므로 사안 별로 웹 기획

FIGURE 7. Off canvas layout of responsive web by three types of break point: (a) less 

than 768px, (b) 768px to 1360px, and (c) greater than 136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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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웹 개발자가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주

관적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반응형 웹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유형도 웹 페이

지에 포함되는 요소와 웹 서비스 콘텐츠의 유

형이나 크기, 개수 등을 고려하여 웹 기획자의 

경험이나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Mostly Fluid가 5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Off Canvas 같은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화면 

전환 방식이 유사하여 응용 목적에 따라 선호

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에서 나왔던 5가지

의 가변 레이아웃 이외에도 이용 목적에 따른 

공간정보 콘텐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

적인 레이아웃과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본적

인 반응형 웹 적용 지침이 마련된다면 공간정

보 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보다 체계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많은 공간정보 응용 콘텐츠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응형 웹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적응형 

웹의 장점을 공간정보 웹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융합형 웹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시험 구현

을 통한 실험 연구도 향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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