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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중화되고 사용이 익숙해진 스마트폰이 환경에서 디바이스 특성상 작고 긴 UI의 스크롤의 방향이 
가지는 터치 제스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터치 제스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포나 어포던스와 같은 트리거에 
의해 터치되고 방향을 가지게 된다. 탐색, 동작 그리고 변형 제스처의 유형에 따라 유형별 다른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지
만 그 중에서도 스크롤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스크롤은 수직 방향의 상하로 스크롤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는 내부에 좌우로 스크롤링 가능한 디자인 패턴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인지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우측 콘텐츠 일부를 
가려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한 이너 스크롤의 활용에 있어 스크롤이 불가능한 디자인 패턴의 혼용은 사용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트리거의 사용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 패턴의 활용은 이너 스크롤 환경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높여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터치 제스처, 스크롤, 방향성, 디자인 패턴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ouch gestures of the scroll direction of a small and long 
UI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device in a smartphone environment that has become popular and 
used. Touch gestures are touched and directed by triggers such as metaphors and affordances based 
on past experiences. Different types of touch gesture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 of navigation, 
motion, and transformation gesture, but scroll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among them. In general, 
the scroll is vertically scrolled, but recently, a design pattern that can be scrolled left and right inside 
is arranged to cause cognitive dissonance of users. In the use of an inner scroll that can scroll left and 
right by covering a part of the right content, the mixing of a non-scrollable design pattern becomes 
a factor that requires attention to the user.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riggers and the 
use of consistent design patterns can enhance the user experience even in the inner scroll environment.
Key Words : User experience, Touch gestures, Scrolling, Directionality, Desig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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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용자는 스마트 폰을 사용함에 있어 영상의 시청이나 

특정 게임의 활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검색
하고 탐색함에 있어 세로 방향으로 콘텐츠를 읽어나간다.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또는 다양한 정보의 검색
과 탐색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폰은 세로 방향
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사용자가 임
의로 방향을 회전시키지 않는 이상 세로 방향을 기준으
로 제작되어 서비스 된다. 반대로 데스크톱의 모니터는 
점차 대형 사이즈에 와이드 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1024기준의 웹 콘텐츠 제작 기준은 적응형 
웹에서 1366px, 1440px 그리고 1920px의 풀 와이드 
스크린 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의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
고 있는 실정이다. 데스크톱의 와이드 한 화면 기준은 더 
많은 콘텐츠를 여유 있게 배치 할 수 있게 하여 여러 번
의 스크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
만 스마트 폰은 데스크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긴 디
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데스크톱의 서비스를 그대로 모
바일로 옮겨와 긴 스크롤을 유발하게 된다[1]. 

UI의 지각 과정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며 시각에 의
한 외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 수용의 과정을 거
쳐 인지된다[2]. 사용자는 스마트 폰 환경을 수용하고 UI
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왔다. 즉, 사용자는 특정 상황에 
따른 일화 기억과 은유적 의미에 의한 의미기억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된 절차 기억을 통해 스마트 폰 사용경
험에 대한 플로우가 형성된 것이다[3,4]. 그에 따라 사용
자 경험도 레이아웃의 변화나 기술, 기능의 변화에 적응
해 데스크톱과 모바일 환경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심성 모형 또한 변해가고 있다. 이는 두 
디바이스 간의 탐색에 있어 마우스와 터치라는 다른 행
동에 대한 요구에 오랫동안 인지 부하를 느끼던 사용자
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특정이미지를 생성하고 별도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이로 인
해 스마트폰의 UI는 긴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사용자가 
스크롤을 사용하게 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UI는 점차 기존의 페이지보다 더 많은 콘텐
츠를 보여주기 위해 페이지를 더 길게 디자인 하고 다양
한 디자인 패턴이 한 페이지 내에서 여러 종류의 태스크
를 요구받는 형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미 사
용자에게 익숙해진 터치 제스처의 문제에서 벗어나 화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너 스크롤이 가진 인지 부조화의 
문제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익숙한 터치 
제스처 환경의 스마트폰 UI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터치 
제스처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긴 스크롤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 긴 스크롤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UI에서 
이너 스크롤이 가지는 방향성에대한 시각 요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터치 제스처의 예측과 트리거
터치 제스처는 물리적 개체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직관

적으로 느껴진다. 사용자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실제 개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촉각 피드백 그리고 
UI요소를 조작하는 터치 제스처가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일상화 되어 있는 
지금의 시기에 터치 제스처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
다. 사용자는 어떠한 인터페이스에서도 친숙성을 가지고 
학습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6]. 일부 
작은 세부 정보를 간과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터치 제스처는 몇 번의 인터랙션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적인 터치기반 인터랙션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점진적 공개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가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진행할 때 컨트롤과 제스처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7]. 시각적 단서를 사용해 사용자
에게 중요한 인터랙션의 트리거를 제공하는 것과 터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터치 
제스처를 쉽게 예측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한다[8]. 

터치 제스처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표시를 
기본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 제스처 자체도 제스처의 목
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동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동작
을 실행하는 제스처는 사용자가 수행할 태스크를 전달할 
메타포를 활용하여 Fig 1와 같이 직관적으로 제스처의 
목적을 알려주어야 한다. 

Fig. 1. Metaphor icon for the task of touch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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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제스처는 요소의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며 제스처 

속도와 화면의 이동 속도를 일치하게 해야 한다. 사용자
가 터치 태스크를 실행함에 있어 터치 요소의 모양과 동
작은 제스처가 실행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방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시각적 단서는 메타포나 어포던스를 사용해 
터치 제스처의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도록 Fig 2과 같이 
트리거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Fig. 2. Trigger the task of touch gestures

메타포가 연상을 일으킨다면 어포던스는 지각된 사물
의 특성을 통해 행동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노
먼은 그의 저서를 통해 어포던스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
으로 지각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유도한다고 하였다[9]. 
이는 정보의 판별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며 시각 기억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의 연속성을 생성한다. 따라서 메타포
와 어포던스의 적절한 사용으로 터치 제스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3. 터치 제스처의 유형과 방향성
스마트 폰의 긴 스크롤 화면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탐

색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콘텐츠를 조작하는 데는 터치 
제스처가 필연적으로 사용된다. 터치 제스처는 사용자가 
긴 화면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콘텐츠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인터랙
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스크롤이라는 터치 제스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특정 시각 자극에 대해 사용
자는 요소의 시각적 표현과 디자인 패턴을 인식하여 상
호작용 할 수 있는 터치 태스크를 실행한다. 예를 들어 
이너 스크롤이 가능한 콘텐츠는 좌우 스와이프를 통해 
스크롤링하여 콘텐츠를 탐색하며 자세한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땐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 제스처를 활용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UI를 스캔하면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터치 태스크는 바로 탐색을 위한 기능이다. 터치 
체스처의 첫 번째 유형인 탐색 제스처는 버튼이나 내비
게이션 구성요소와 같은 다른 명시적인 입력 방법을 보
완해 사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즉, 사용자는 탐색 제스처를 통해 원하는 요소를 탭 
하여 콘텐츠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며 스크롤을 
활용해 전체 페이지를 수직 방향으로 상하 이동하거나 
이너 스크롤에서 좌우 이동을 하며 탐색한다. 지도와 같
은 이미지에서는 표면을 터치한 상태로 드래그 하며 움
직여 화면을 원하는 위치에서 볼 수 있으며 스와이프 제
스처를 이용해 화면 전체를 수평 이동하여 페이지를 전
환할 수도 있다. 그 밖에 화면사이의 이동을 위해 핀치 
제스처를 이용해 표면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동작 제스처이다. 동작 제스처는 액션
을 수행하거나 액션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정 콘
텐츠를 길게 눌러 선택을 한 후 공유 또는 제거와 같은 
추가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특정 요소를 밀어 작업
을 완료하도록 스와이프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변형 제스처이다. 변형 제스처는 터치 
제스처의 복합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는  
체스처를 통해 요소의 크기나 위치 및 회전을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블 탭과 같이 화면을 빠르게 두 번 탭 
하여 사용자는 콘텐츠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
하며 두 손가락으로 특정 위치를 누른 채 확대하고 축소
하는 핀치 기능 이외에 회전 및 이동과 같은 복합 제스처
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길게 누르고 끄는 제스처를 이용해 
콘텐츠를 재 정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 가지 유형은 각각 같은 또는 다른 터치 제스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스처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관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터치 제스처를 사
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어떤 유형의 터치 제스처를 사
용하더라도 표준 제스처가 가지는 기능 속성을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스마트 폰에서는 더
블 탭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 축소를 가능하게 하
지만 어떤 화면에서는 스마트 폰을 온 시키는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같은 태스크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
는 것은 사용자에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10]. 

스마트 폰에서의 제스처 유형과 터치 제스처를 분류하
고 터치 제스처에 따른 스크롤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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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gestures Touch gesture Direction

Navigational 
gestures

Tap No Direction
Scroll and pan Vertical, Horizontal

Drag Vertical, Horizontal,
Into and out

Swipe Horizontal
Pinch Rotation

Action gestures
Tap No Direction

Long press No Direction
Swipe Horizontal

Transform gestures
Double tap No Direction

Pinch Compound Rotation
Pick up and move Vertical, Horizontal,

Diagonal

Table 1. Types of gestures & touch gesture 

4. 스크롤의 유용성
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5].  스마트 폰에서 정
보를 탐색하는 과정은 목적이나 특정 관심사 없이 호기
심에 의해 화면을 스크롤 하거나 특정 정보에 관한 니즈
를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등 사용자에 따라 두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첫 번째 유
형에 해당한다[11-14]. 스크롤은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현재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페
이지를 스크롤하며 스크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때 사
용자의 모든 시각적 충동은 스크롤 동작에 영향을 미치
며 사용자가 페이지의 콘텐츠 전체를 스캔하더라도 완전
한 선형 방식으로 스크롤 하지는 않으며 원하는 것을 얻
기 위해 탭 하는 순간까지 연속적으로 스크롤한다[15]. 
과거의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연속적이고 긴 콘텐츠의 경
우 여러 개의 개별 화면이나 페이지로 분할하는 것이 스
크롤을 사용하여 긴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였다. 당시의 사
용자는 스크롤에 익숙하지 않아 데스크톱 UI에서는 히어
로 이미지의 높이를 한 번에 보이는 화면 높이의 1/4정
도로 배치하여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도 화면 내에서 많
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원칙을 따랐던 것
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스크롤바를 감춰두고 
사용자 스스로 스크롤 하도록 긴 페이지를 제공한다. 이
는 스크롤이 페이지를 분할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
는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며 스크롤의 유용성에 대한 선
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Expert Analysis of Scroll  content
Chartbeat 66% of attention on a normal media page is spent 

below the fold
ClickTale

people used the scrollbar on 76% of the pages, with 
22% being scrolled all the way to the bottom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he page

Huge Finding that participants almost always scroll
Jakob Nielsen

Attention is focused on what can be seen without 
scrolling, but people scroll down, especially if the page 
is designed to encourage scrolling

Luke 
Wroblewsk

On mobile, half of users start scrolling in 10 seconds 
and scroll 90% in 14 seconds

Milissa 
Tarquini

Found the most clicked links on the homepage at the 
bottom

Table 2. Usefulness of scrolling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거의 10초 이내에 즉각적이
고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사용한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22%는 페이지의 길이와 상관없이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
고 심지어 가장 많이 선택된 링크가 맨 아래에 위치하기
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스마트폰 화면은 긴 페이지의 콘텐츠 배치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콘텐츠를 읽어나가
고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터치 제스처를 활용하
고 있다. 

5. 이너 스크롤과 방향성
스마트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터치 제스처는 스크

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크롤은 스마트폰의 
세로 방향의 길이를 고려해 수직 방향으로 상하 드래그 
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이 
UI에서 디자인 패턴들은 작은 화면 안에 많은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화면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콘텐츠를 
배치하는 스크롤링 방식을 통해 스크롤이 숨겨진 형태의 
이너 스크롤을 자주 사용한다. 이너 스크롤은 Fig 3처럼 
사용자가 화면을 좌우로 드래그 또는 스와이프 하면 숨
겨진 콘텐츠가 보여 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로 인해 사용
자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수직 방향을 스크롤을 사용하
면서도 시각적 자극에 의해 수평 방향의 스와이프를 통
해 이너 스크롤을 사용하게 된다. 

Fig. 3. Representative example of inner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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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너 스크롤 방식은 사용자에게 이미 익숙한 

환경으로 다가와 있다. 따라서 이미지나 텍스트의 일부가 
가려지면 사용자는 수직 스크롤을 멈추고 시각적 자극에 
의해 해당 콘텐츠를 좌우로 스크롤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너 스크롤은 사용자가 가진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 어떤 화면에서는 이미지의 일부가 명확하게 가려져 
이너 스크롤을 인지하게 되는 반면 일반적인 그리드 리
스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디자인 패턴으로 Fig 4와 같이 
좌우 스크롤에 대한 시각적 자극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Fig. 4.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ternal scroll 

유사한 디자인 패턴의 사용으로 사용자가 좌우의 이너 
스크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나 반대로 좌우 스크롤이 
가능한 경우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Fig. 5와 Fig. 
6과 같이 제목줄 오른쪽에 추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텍
스트와 메타포를 배치하고 아래 줄에 썸네일과 썸네일 
레이블을 배치한 디자인 패턴은 이너 스크롤이 가능한 
디자인 패턴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 패턴의 인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긴 화면 안에서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여러 번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
용자는 터치 제스처의 오류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인지 부조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너 
스크롤의 가장 큰 특징인 오른쪽 콘텐츠의 일부가 가려
져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줄 필요가 있다.   

Fig. 5. Able to Inner scrollable design pattern

Fig. 6. Unable to Inner scrollable design pattern    

이너 스크롤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대량의 콘텐츠
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터치 제스처 방식을 유도하는 디
자인 패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수직 방향 스크롤에 
익숙한 사용자는 때로는 수평 방향 스크롤에 대해 방향
감을 상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너 스크롤은 꼭 필요한 
경우에 수평 스크롤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트리거의 사용
을 통해 패턴을 동일화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한 디자인 패턴의 사용시에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특성이 가지는 작고 

긴 UI에 많은 콘텐츠의 배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사용자가 화면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터치 제스
처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터치 제
스처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용자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
로 형성된 플로우를 활용함은 물론 메타포와 어포던스와 
같은 트리거가 터치 제스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어포
던스는 행동과 방향을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터치 제스
처는 탐색제스처, 동작 제스처 그리고 변형 제스처의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지만 긴 화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게 되는 수직 방향의 스크롤의 사용은 화면 내부에서 
좌우 스크롤이 가능한 디자인 패턴으로 인해 인지부조화
를 일으키기도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긴 화면의 수직 
방향 상하 스크롤에 익숙한 사용자가 좌우 스크롤링의 
메타포와 어포던스를 인지해 터치 제스처를 활용하고 디
자인 패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대표적으로는 우측 
콘텐츠의 일부를 가려지게 하여 추가 콘텐츠가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었다. 이는 여러 패턴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에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 패턴이 유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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