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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자책의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전자책 전용 단

말기 있었고, 킨들로 대표되는 전용 단말기들은 하나같이 종이로 된 책

을 모방했다. 그런 모방이 전자책의 시대를 도래하게 된 데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일까? 컴퓨터에서 읽는 책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와 어떻게 다르

기에 보편화 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최적화된 읽기를 위한 인터페이스

는 무엇인가? 와 같은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최근 휴대폰을 비롯한 타블릿 PC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읽기 실험 역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행해지고 있다. 디바이스 별로 다

양한 읽기 인터페이스가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

문은 그 중에서도 페이징과 스크롤링 방식이 디바이스 별로 가독성에 어

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고자 한다.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스크린 크기와

조작 방식으로 가정하였으며, 스크린 크기 별(Big vs Tiny)로 조작 방식

별(Mouse vs Touch)로 페이징과 스크롤링으로 구분해서 총8가지 텍스

트 환경을 준비했다. 실험 대상자는 24명의 대학원생들로 하였으며, 실험

텍스트는 이솝우화로 하였으며, 과업은 선형적 읽기를 요구하고 간단한

이해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 모든 실험을 기록하는 장치로는 아이트

랙커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큰 스크린에서는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차이가 별반 없었으

며, 작은 스크린의 경우 마우스 조작 방식에서는 페이징이 스크롤링보다

가독성이 높았으며, 터치스크린 조작 방식에서는 스크롤링이 페이징보다

가독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 Paging, Scrolling, Screen, Size, Interaction,

학 번 : 2010-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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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전자책의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바

람이 미약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독자가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전자책의 시대에 머물기 시작했다. 아마존 킨들을 필두로 하는 전

자책 전용 단말기는 전자책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널리 사

용되던 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종이책의 모습을 모방했기 때문일 것

이다.

하지만 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재 종이책의 저변도가 단기간에 걸

쳐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 점토, 나무, 금속 같은 것

을 시작으로, 지금의 책의 크기와 유사한 점토판과 밀랍판이 사용되었으

며, 두꺼운 종이와 같은 파피루스 소재의 두루마리도 사용되었다. 그것이

기원전 2400년 전이다. 그 후 5세기로 접어들면서, 현대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낱장을 묶어서 표지를 싼 코덱스가 나타난다. 이때까지의 책을

필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 되는 것이 아

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쇄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종이책이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

되는데, 현대의 책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책도 15세기부터

약 600년 정도 사용되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책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책의 형태가 형성된 기간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긴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

는 왜 굳이 종이로 된 책을 모방하게 되었을까? 단지 최근까지 우리가

밀접하게 사용하던 미디어이기 때문일까?

폴 레빈슨(Pau Levinson)은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앞선 테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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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를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인간성향적(anthropotropic)과정을 재매개라

고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앞선 미디어 형식들을 개조하는 형식 논리

를 설명했다. 볼터와 그루신(2006)은 재매개가 존경과 경쟁이 함께 수반

된다고 하였는데, 책을 하나의 미디어로 간주한다면, 전자책 전용 단말기

는 바로 이러한 재매개의 논리를 따라서 앞선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종

이책 즉 종이책의 일부 기능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서는 옛 미디어인 종이책

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자책 전용 단

말기의 앞선 미디어가 종이책이냐는 의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디

어의 변천사를 보면 종이책과 전자책 사이에는 수 많은 미디어가 존재한

다. 책과 마찬가지로 활자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에서부터,

음성미디어인 라디오, 영상미디어인 TV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

디어가 두 미디어 사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다른

미디어가 아닌 종이책을 재매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전자책의 정의를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자책은 휴대기

기(휴대폰, PMP, PDA 등)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특수한 포맷의 파일

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책이라고 할 때는 텍스트 파일과 같은

범용 파일 포맷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특수한 포맷을 가진 파일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전자책은 전자책 전

용 단말기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다양한 휴대기기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포맷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자책

이 다양한 휴대기기나 컴퓨터에서 사용되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

며, 전자책 전용 단말기의 보급 이후에야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책의 인터페이스(대면

부, 결합부 또는 접속기를 말하며 사물 간 또는 사물과 인간과의 의사소

통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혹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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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상적 매개체를 의미)가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종이책이 현재 통용되는 책 인터페이스 중 가장 유력한 인터페이

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나아가려

고 하는 것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왜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

고 노력하고 있냐가 아니다. 다른 휴대기기와 컴퓨터는 종이책의 인터페

이스를 유사하게 구현할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과 만약 구현할 수 있었

다면 왜 구현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이다.

휴대폰, PMP, PDA 등은 사실 종이책의 페이지 형식에 해당되는 스크

린 크기에서부터 종이책과 유사한 구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

러나기 때문에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에는 스크린 안에서 텍스트가 담길 수 있는 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없었다는 말보다는, 구현하지 않았다

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전자책 전용 단말기처럼 종이

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전례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컴퓨터에서도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자책 전용 단말기

처럼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자책 전용 단말기로

읽는 책과 컴퓨터로 읽는 책은 엄연히 다른 종류의 책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한 마디로,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위한 책과 컴퓨터를 위한

책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서 읽는 책과 컴퓨터에서 읽는 책은 정

말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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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 할 때 그 용도가 인터넷인 경우가 대부

분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산재 되어 있는데, 그 산재 되어 있는 정보들은 하이퍼텍스트 구

조를 취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참조(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가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하이퍼

텍스트 구조를 따라가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비선형적 읽기가 지배적

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컴퓨터에서의 읽기가 대부분 비선형적 읽기라

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전자책 전용 단말기와 같이 기존의 종이책 인터

페이스를 모방한 기기에서는 선형적 읽기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

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서는 비선형적 읽기만으로도 충분한 텍스

트나 책을 읽게 되고,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서는 선형적 읽기만이 가능

한 텍스트를 읽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이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책 인터페이

스는 책의 역사를 지배하는 인터페이스는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이책

인터페이스에서만 최적화된 선형적 읽기가 가능하다고 단언해서는 안된

다. 그것은 인터넷 때문에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항해하는 비선형적 읽기

가 지배적인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컴퓨터에서도 전자책 전용 단말

기와 같이 선형적 읽기를 가능케 하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가 분명 존재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종이책 인터페이스에서 찾았기

때문에,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 의문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 많이 통용되고 있는 타블릿 PC나

모바일에서의 최적화된 읽기를 위해서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동시에 해결하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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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실험 조건 결과

Wright and
Lickoish

(1983)

§ 모니터 종류 - CRT, 12inch

§ 텍스트 배경

- 모니터 : 검은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

§ 종이에서 더 많

은 실수를 발견

§ 종이에서 더 빠

르게 작업

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종이 읽기와 컴퓨터 읽기의 비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전자책 보급에 크게 기여한 전자책 전용 단말

기는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를 모방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로도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유효할까?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를 증명하기 이전에, 컴퓨터에서의 읽기가 다른 미디어에서의 읽기보다

우위를 갖는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컴퓨터에서의 읽기를 위

한 인터페이스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1. 1980년대 종이와 컴퓨터 읽기의 비교

컴퓨터 읽기의 우위를 찾기 위한 연구 혹은 기존의 지배적인 읽기 미

디어인 종이책과 비교를 위한 연구는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현재

널리 쓰이는 모니터와는 다른 CRT(cathode ray tube) 모니터에서부터

출발한 연구지만, 컴퓨터에서의 읽기가 널리 쓰이는 종이 미디어에서의

읽기보다 유효한지 알려주고 있다

표 1. 1980년대 종이와 컴퓨터 읽기의 비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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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흰색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

§ 텍스트 제시 방법

- 줄 사이에는 여백 없음

- 단락 사이에는 2행 띄기

§ 실험 대상 수 - 32

§ 실험 방법 - 교정

§ (단, 실험 대상의 절반은

CRT의 실수를 CRT에 기록,

나머지 절반은 CRT의 실수를

종이에 기록)

§ 종속 변수 - 실수 발견 수, 속

도

1982

(Muter

et al)

§ 모니터 종류

- Videotexterminal

§ 텍스트 배경 모니터

- 푸른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

§ 텍스트 제시 방법

- 모니터: 페이지 당 120단어

(페이지당 18줄, 줄당39 글자)

- 종이: 페이지당 400단어

(페이지당 40줄, 줄당60 글자)

§ 실험 대상 수 - 32

§ 실험 방법

- 2시간 동안 절반은

videotexterminal를 읽고,

나머지 절반은 책을 읽음

§ 종속 변수 속도 - 이해도

§ 종이에서 더

빠르게 읽음

§ 이해도에서는

차이 없음

§ 모니터 종류CRT § 수행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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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ld and
Grischkowsky

(1984)

§ 텍스트 배경

- 모니터

: 어두운 배경에 초록 텍스트

- 종이

: 밝은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

§ 텍스트 제시 방법

-페이지 당 23 줄, 줄 당 9 단어

-단어 사이에 두 번의 스페이스

§ 실험 대상 수 24

§ 실험 방법 교정

§ (하루는 CRT 에서 작업,

§ 하루는 종이에서 작업을 수행)

§ 종속 변수

- 수행 능력, 느낌, 시각

종이에서 더

빠르게 작업

§ 근소한 차이로

종이에서 철자

오기 더 발견

§ 느낌, 시각은 별

차이 없음

Weldon et al

(1985)

§ 모니터 종류CRT

§ 텍스트 배경모니터

- 어두운 배경에 초록 텍스트

§ 종이

- 흰색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

§ 실험 대상 수 - 40

§ 실험 방법문제 해결

- (20명은 컴퓨터에서,

20명은 종이에서)

§ 종속 변수

- 문제 해결 속도. 평가

§ 종이에 더 빠르

게 문제 해결

§ 컴퓨터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 평가

위의 실험들은 각각 과업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니터보다

는 종이에서 그 수행능력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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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행해진 실험이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

과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만약 같은 실험을 현재 널리 사

용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럼에

도 위의 실험들이 갖는 의의는, 종이와 최대한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

했을 경우, 수행 능력에 있어서 모니터에서보다 종이가 더욱 우세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kak(1981), Switchenko(1984)처럼 종이와

모니터에서의 읽기 차이가 미묘할 뿐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도 있

다. 하지만 많은 실험들이 모니터보다는 종이의 우위를 그 결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의 차이는 두 미디어간의 근본적인 차이

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졌다.

2. 종이와 컴퓨터 스크린의 근본적인 차이

Muter et al( 1991)은 1980년대 컴퓨터 스크린에서의 읽기가 더 느린

이유를 컴퓨터의 근본적인 차이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한 차이들 중 독

자의 자세 같은 경우는 과업 수행 시간에 따라 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개의 실험이 과업 수행 시간에 영향을 줄만큼 길지 않아 실제

사용시에 영향을 주는 것만큼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다

른 차이점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의 발전과 컴퓨터 환경의 발전에 따라

미묘한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글자

모양, 글자 사이의 간격, 글자들의 획폭, 글자의 실제 크기, 줄당 글자

수, 페이지 당 줄 수, 페이지 당 단어 수, 줄 사이 간격, 여백, 글자와 배

경간에 대비율, 부수적인 위치 단서의 존재와 부재의 차이, 시스템 반응

시간, 텍스트 진행을 위한 도구, 미디어에 대한 독자의 친숙도이다. 시각

적으로 종이책과 유사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이미 컴퓨터 환경의 발전

으로 상당부분 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독자의 친숙도 역

시 80년대와 비교하면 컴퓨터 사용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종이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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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3. 컴퓨터 발전에 따른 컴퓨터 읽기의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컴퓨터 모니터 환경에 맞춰서 컴퓨터 읽기의

가능성을 증명한 실험이 있다. Brent Bridgeman(2001)은 357명의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스크린 크기, 스크린 해상도, 그

리고 제시 속도가 수학과 언어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각각 17인치 모니터에서 1024x768 해상도, 17인치 모니터에서

640x480 해상도, 15인치 모니터에서 640x480 해상도로 실험을 진행하였

고, 지연 속도의 경우, 지연이 전혀 없는 경우와 느린 인터넷 연결과 비

슷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5초 정도의 지연을 두며 질문을 제시한 두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수학 시험에서는 독립

변수들간의 유의미한 결과고 발견되지 않았고, 언어 시험에서는 고해상

도 디스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컴퓨터 모니터의 해상도 변화만으로 읽기와 유사한 언어 시험에서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전에는 종이에 비해 우위가 없다고 할 수

있던 컴퓨터 모니터 읽기가 모니터의 발전으로 조금씩 우위를 가질 가능

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와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보다 더욱 월등한 읽기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읽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들

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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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른 디바이스와 컴퓨터에서 읽기

기존의 종이책과 스크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이책은 그 자체로 읽기

를 위한 미디어인 반면 스크린은 컴퓨터와 연결된 미디어라는 것이다.

그 말은 기존의 종이책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가 스크린에서는 다양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을 통해, 스크린에

서만 가능한 최적화된 읽기를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선행되었다. RSVP

와 Times Square Format같은 읽기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

다.

1. 컴퓨터에서 읽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

RSVP와 Times Square Format처럼 컴퓨터와 연결된 스크린에서만

가능한 텍스트 제시 방법은 컴퓨터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

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효과가 기존의 종이책의 인

터페이스를 뛰어넘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종이책에서

행해지는 읽기와 유사한 읽기를 수행할 때 RSVP와 TImes Square

Format처럼 컴퓨터 환경에 특화된 읽기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컴

퓨터 읽기가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본 후 그 특이점들을

중심으로 읽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한 특이점들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들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스크린에서 읽기를 위한 다양한 설정들이 갖는 특징과

그 특징들을 토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최적화된 읽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설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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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구분 특징(연구자)

컴퓨터 스크린에서

최적화된 읽기를 위한
설정

색

텍스트에 색을 사용하는 경우 읽기

에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Shneiderman(1987), Rubin(1988),

Muter(1996))

읽기를 위한 텍스트 작성

시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흰

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나,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극성

몇 가지 양극성에 대한 의견이 존

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양극성이 읽기

를 수월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Radl(1983), Bauer, Cavonius(1983),

Bauer(1987), Pawlak(1986), Taylor

, Rupp(1987))

양극성의 경우도, 색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선택하

는 것과 흰색 바탕에 검은

색 글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줄 사이

간격

줄 간격은 가변적이어야 한다는 의

견에서부터, 줄 사이 간격이 증가하

는 것과 비례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

이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

체적으로 줄 사이 간격이 촘촘한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이

읽기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Kolers,Duchnicky,Ferguson(1981),

Wilins, Nimmo-smith(1987), Kruk,

Muter(1984), Lunn Banks(1986))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쓰

이는 1행 띄기보다는 2행

띄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

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 2행 이상의 띄

어쓰기가 어떻게 읽기에 작

용할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표2. 컴퓨터 스크린에서 최적화된 읽기를 위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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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당

글자 수

줄당 글자 수는 적은 것보다는 많

은 것이 읽기 속도에 유리하다는 의

견이다.

(Kolers, Duchnicky,Ferguson(1981),

Duchnicky, Kolers(1983))

스크린 크기를 최대한 활

용해서, 줄당 글자 수를 늘

리는 것이 읽기 속도에 유

리할 것이다. 하지만 줄당

글자 수가 적어도 최소한의

글자 수를 유지하면 읽기

속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줄 길이

줄 길이는 줄당 글자 수와 같은 맥

락에서 스크린 크기를 최대한 넓게

활용한 줄 길이에서 읽기 속도가 가

장 빠르게 나타났다.

(Duchnicky, Kolers(1983))

줄당 글자 수와 마찬가지

로 스크린 크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넓이를 확보하

는 것이 읽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줄 수

가장 추천되는 줄 수는 4줄이지만

20줄과 읽기 속도에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Duchnicky, Kolers(1983))

너무 많지 않은 줄 수와

너무 적지 않은 줄 수를 유

지하면 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당

글자 수

페이지 당 단어수가 적으면 읽기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가 있다.

(Muter, Latermouille, Treurniet and

Beam(1982), Creed, Dennis,

Newstead(1988), de Bruijn, de Mul,

& van Oostendorp(1992), Reisel &

Shneiderman(1987))

페이지 당 단어수와 읽기

속도의 연관관계는 분명하

나, 단순히 페이지 당 단어

수가 많아진다고 읽기 속도

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보다 스크린

크기마다 최적화된 단어 수

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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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크기

스크린 당 글자 수와 마찬가지로

스크린 크기가 커지면 페이지 당 글

자 수가 많아져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수가 늘어나, 읽기 속도

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Lansdale(1988), de Bruijn, de Mul,

van Oostendrop(1992), Dillon,

Richardson, McKnight(1990))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

눈에 스크린 전체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에 가능한

많은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

는 경우, 같은 논리가 적용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다. 그럴 경우 스크린 크

기에 따라 스크린과의 거리

를 늘어야 하기 때문에, 오

히려 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스크롤링

대 페이징

페이징이 스크롤링 보다 사용자 선

호에서나 실제 사용성에 있어 우위

에 있다고 한다.

(Rothkopf(1971), Kolers, Duchnicky,

Ferguson(1981), Sxhwarz, Beldie,

Pastoor(1983))

페이징보다 스크롤링이 우

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최

근 연구가 있었으며, 디바

이스마다 페이징과 스크롤

링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거리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는, 거리가 영

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Morrison, Rayner(1981), Kruk,

Muter(1984))

스크린 크기에 따라 거리

가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어떤 크기의

스크린으로 읽기를 하느냐

에 따라 최적화된 거리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역시 합리적인 한계 내

에서는 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 한다.

(Gould, Grischokowsky(1986))

합리적인 한계에 대한 정

의가 분명하게 내려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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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쓰기

명확한 구분을 위해 들여쓰기에 대

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Huey(1908))

들여쓰기가 주요하게 작용

했다는 실험과 결과가 수행

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대문자와

소문자

검색에는 대문자가 효과적이나, 선

형적 읽기를 수행할 때는 소문자가

효과적이다.

(Var tabed i an(1971) ,Rudnicky ,

Kolers(1984))

한글에서는 대문자와 소문

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분의 무의미함

위와 같이 컴퓨터 스크린에서 최적화된 읽기를 위한 연구는 아직 분명

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가 선행된 것은 분

명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이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가 읽기를 위

해 사용되고 있는데도, 컴퓨터 스크린 이외에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읽

기를 위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 휴대폰과 컴퓨터 스크린에서 읽기에 관한 연구

(페이징과 스크롤링을 중심으로)

Gustav, Kristin (2007)는 휴대폰에서 페이징, 스크롤링, 리딩 그리고

RSVP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 연구가 부족한 휴대폰과 타블

릿 PC에서 읽기 연구 가운데, 몇 안되는 연구들 중에 하나이며, 그 주제

가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징과 스크롤의 비교라는 점이 중요하

다.

Sony Ericsson K750i 휴대폰으로 진행한 실험은, 페이징이 휴대폰 읽

기에서는 가장 빠르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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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스크롤링이 읽기에서 가장 빠르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 연구도 있는데, J. Rayn Baker.(2003)은 96dpi 17인치 모니터에서 읽

기 실험을 수행한 결과, 페이징이 사용자의 선호와 사용성에 있어서 우

위에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스크롤링이 페이징보다 빠른 속도

로 읽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컴퓨터 읽기에 비해서는 미진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종이책의 대

표적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징과 컴퓨터 읽기의 대표적 인터페

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스크롤링의 비교를 통해 최적화된 읽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읽기와 컴퓨터 읽기, 즉 디바이스 간의 읽

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달라지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다양한 디바이스와 컴퓨터 간의 차이

우선 디바이스 간의 읽기가 어떻게 다른지 규명하기 전에 디바이스 간

의 차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차이가 읽기의 차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서 언급한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차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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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바이스 간의 차이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aura(2010)는 디바이스간의 차이를 구분

할 때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스크린 크기와 인터랙션이라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를 스크린 크기가 가장 큰 디바이스로 휴대폰을

스크린 크기가 가장 작은 디바이스로 놓고, 스크린 크기가 작아짐에 따

라 인터랙션도 복잡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읽기라는 과업 특성상 읽기 이외에 다양한 과업이 동시에 진행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방식처럼, 최적화된 읽

기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찾을 때는 오로지 읽기 이외에 다른 과업은 배

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스크린 크기에 따른 과업의 복잡도는

읽기 수행에서 유효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역시 수많은 읽기 방식 중 어떤 읽기 방식을 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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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바이스의 차이와 읽기의 차이

Gustav & Kristin(2007)의 연구에서 휴대폰을 통한 읽기 실험을 진행할

때는 최근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터치스크린이 아닌 휴대폰에 탑

재된 키패드와 조이스틱이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J. Ryan

Baker(2003) 연구에서도 스크롤링을 할 때, 마우스 휠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롤 바를 클릭해서 바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스크롤을 했다.

두 연구를 통해 디바이스 마다 읽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인터페이스

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징과 스크롤링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디바이스 간의 차이 중 어느 것인지는 명확

하지 않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디바이스 간의 대표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크기와 인터랙션이 페이징과 스크롤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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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방법

제 1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종이책 읽기에서 컴퓨터의 등장으로 변화된 읽기 방

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최근에 사용자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타블릿 PC 그리고 컴퓨터에서 페

이징과 스크롤링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스크린 크기는 <페이징과 스크롤링>에서의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 1>에서는 디바이스 간의 대표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

린 크기가 페이징과 스크롤링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대폰에서는 페이징 방식이 컴

퓨터 스크린에서는 스크롤링이 읽기에 효과적이라면, 두 디바이스 간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크기가 과연 페이징과 스

크롤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다른 스크린 크기의 디바

이스에서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유용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스크린 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기 위해 휴대폰 크기와 타블릿 PC 크기

에 해당하는 창을 각각 컴퓨터 스크린과 타블릿 PC에서 구현해서 읽기

를 수행하였다.



- 19 -

연구 문제 2. 조작방식은 <페이징과 스크롤링>에서의 가독성에 영향

을 주는가?

<연구 문제2>에서는 <연구 문제 1>과 같은 방향의 연구이지만 스크린

크기 대신 마우스와 터치 스크린이라는 조작 방식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

한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 페이징과 스크

롤링에 조작 방식이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으며, 유사한 조작 방식을

쓰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유용한 인터페이스가 어떤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조작 방식을 독립변으로 하기 위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타블릿 PC

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2>에서 종속 변인은 가독성이며, C. B.

Mills(1987)이 언급한 대로 가독성은 읽기 속도로 정의한다. 단, 해당 텍

스트를 읽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 테스트를 통해

읽기 과업 수행을 정당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한

다.

연구 문제 3. 스크롤링과 페이징에 영향을 주는 읽기 행태는 어떠한

가?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3>은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서

나타난 결과의 원인 분석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각

각의 읽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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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아이트랙커(시선 추적 장치)

가독성의 경우 읽기 속도이기 때문에 아이트랙커에 기록되는 시간을 기

반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타임워치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원인 분석을 위한 시선의 움직임은 아이트랙커를 통해 기록되는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해당 수치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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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제 1 절 실험 방법

1. 실험 절차

스크린 크기와 조작 방식이 페이징과 스크롤링에서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의 텍스트를 준비한다.(해당

형식을 표기하기 쉽도록 본문 이하 아래 기재된 표시방식을 사용한다.)

표 3. 마우스 페이징 인터페이스

조작방식 Mouse

페이징 vs
스크롤링

Paging

스크린 크기 Big Tiny

실험 코드 M-P-B M-P-T

실험 환경

(14.5cm x 19.3cm) (5cm x 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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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마우스 스크롤링 인터페이스

조작방식 Mouse

페이징 vs
스크롤링

Scrolling

스크린 크기 Big Tiny

실험 코드 M-S-B M-S-T

실험 환경

(14.5cm x 19.3cm) (5cm x 7.5cm)

표 5. 터치스크린 페이징 인터페이스

조작방식 Touchscreen

페이징 vs
스크롤링

Paging

스크린 크기 Big Tiny

실험 코드　 T-P-B T-P-T

실험 환경

(14.5cm x 19.3cm) (5cm x 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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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터치스크린 스크롤링 인터페이스

조작방식 Touchscreen

페이징 vs
스크롤링 Scrolling

스크린 크기 Big Tiny

실험 코드　 T-S-B T-S-T

실험 환경

(14.5cm x 19.3cm) (5cm x 7.5cm)

총 8개의 텍스트 형식(마우스 조작 방식에서 페이징과 스크르롤링 인터

페이스 별로 큰 스크린, 작은 스크린 형식을 준비하고, 터치 스크린 방식

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인터페이스 별로 큰 스크린, 작은 스크린 형식

을 준비한다.) 으로 실험 대상자에게 읽기 과업을 수행시킨다. 읽기 과업

수행 시, 읽기 시간을 타임워치로 기록하고 읽기 행태는 아이트랙커로

기록한다. 각각의 텍스트 읽기가 끝날 때마다 이해도 테스트를 진행해서

과업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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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대상자

총 24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읽기 실험의 특성상

실험 대상자의 읽기 능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

한 또래의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3. 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라, 실험 대상자의 가독성이나 읽기 행태

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실험 대상자에게 유리한 텍스

트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실험 대상자와는 구별되는 가독성이나 읽기 행

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의 지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텍스트를 실험에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음사

에서 출판된 이솝 우화를 실험 텍스트로 선정해서 사용했다.

읽기 실험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에서 중요한 것이 비교집단 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읽기 실험의 성격상 같은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터페이스마다 같은 텍스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독성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유사한 난이도의 유사한 양

의 텍스트를 읽게 함으로써 텍스트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각각의 텍스트와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연결해서

텍스트가 독립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험을 진행하였다. 텍스트를

연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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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텍스트 배치 방식

M-P-B Text 1

M-P-S Text 2

M-S-B Text 3

M-S-T Text 4

T-P-B Text 5

T-P-T Text 6

T-S-B Text 7

T-S-T Text 8

M-P-B Text 2

M-P-S Text 3

M-S-B Text 4

M-S-T Text 5

T-P-B Text 6

T-P-T Text 7

T-S-B Text 8

T-S-T Text 1

M-P-B Text 3

M-P-S Text 4

M-S-B Text 5

M-S-T Text 6

T-P-B Text 7

T-P-T Text 8

T-S-B Text 1

T-S-T Text 2

4. 과업

Krashen & Terrell(1983)은 텍스트 종류와 과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방식이 변할 수 있다고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종류와

과업의 종류는 읽기 방식에 영향을 주고, 읽기 방식은 인터랙션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텍스트종류와 과업의 종류에 따라 인터랙션 방식

또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텍스트는 선형적

읽기가 가능한 텍스트를 제공했고, 과업의 종류 역시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했다.

본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솝 우화로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

기 방식이 선형적 읽기로 제한되도록 했으며, 과업 역시 평상시처럼 꼼

꼼히 읽어달라는 단순한 요구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각각의 읽기가 끝

날 때마다 이해도 테스트를 수행했지만, 과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험에

임해달라고 실험 대상자에게 요구했으며, 이해도 테스트는 읽기 수행 여

부를 확인하는 도구 이상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26 -

.

5. 측정 기구

측정 기구는 타임워치와 아이트랙커를 사용했으며, 스톱워치는 아이폰3

에 장착된 것으로 사용했다.

아이트랙커의 경우 Tobi 사의 x60 기종을 사용했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Tobi X60

아이트랙커는 사용자의 시선 고정(Fixation)과 이동(Saccade)을 기록하

는 시선추적 장치로서, 실험 대상자들의 읽기 속도 및 고정 횟수와 시간

이동 거리를 정량적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선 이동을 다양한 방

식으로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스톱워치는 읽기

시간을 기록해서 가독성의 차이를 증명 했으며, 해당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정 횟수(Fixation Number)와 고정 시간

(Fixation Duration)과 같은 정략적 기록과 시선 이동 경로(Gazeplot)와

Heatmap 같은 시각화 기록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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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표 8. 마우스 조작방식에서 읽기 속도

작동방식 Mouse

Paging vs
Scrolling Paging Scrolling

스크린크기 Big Tiny Big Tiny

P01 188 179 144 211

P02 90 134 101 194

P03 189 252 186 262

P04 110 97 95 129

P05 117 77 89 105

P06 159 155 152 222

P07 119 126 96 140

P08 120 132 107 183

P09 134 153 104 155

P10 102 112 130 163

P11 129 178 131 226

P12 82 105 94 149

P13 124 148 146 211

P14 92 97 96 150

P15 75 87 88 125

P16 56 76 63 86

P17 150 148 155 142

P18 90 85 89 96

P19 145 177 124 241

P20 136 156 133 156

P21 93 139 97 199

P22 144 127 126 92

P23 152 169 200 172

P24 76 79 8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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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터치스크린 조작방식에서 읽기 속도

작동방식 TouchScreen

Paging vs
Scrolling Paging Scrolling

스크린크기 Big Tiny Big Tiny

P01 162 141 138 144

P02 102 110 101 102

P03 203 239 194 240

P04 92 127 96 93

P05 61 105 96 67

P06 157 194 144 153

P07 116 138 104 163

P08 130 167 113 189

P09 110 146 88 145

P10 133 117 110 109

P11 149 172 164 161

P12 85 134 122 115

P13 133 179 134 167

P14 72 124 72 95

P15 80 117 83 106

P16 76 82 62 77

P17 109 163 105 138

P18 94 90 76 71

P19 131 181 154 163

P20 116 140 122 125

P21 106 145 100 118

P22 111 80 80 96

P23 141 158 114 153

P24 87 92 60 82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독성(Readability)은 읽는 속도로 정의하였기 때

문에, 각 스크린 크기 별, 조작 방식 별 가독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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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M-P-B 24 119.6667 34.7821

-2.7674 23 0.011

M-P-T 24 132.8333 42.2505

M-S-B 24 118.0833 33.3609
-5.6292 23 0

M-S-T 24 163.4167 49.3646

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T-P-B 24 114.8333 33.0818
-4.9407 23 0.0001

T-P-T 24 139.2083 38.4413

T-S-B 24 109.6667 32.8933
-3.6742 23 0.0013

T-S-T 24 128 41.7258

제 1 절 스크린 크기 별 비교

1. 스크린 크기 별 비교 결과

첫 번째. 스크린 크기 별로 비교한 것이다. 단, 같은 조작 방식에 각각

페이징과 스크롤링 환경을 구분해서 비교했다.

표 10. M-P & M-S(Big vs Tiny )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표 11.T-P & T-S(Big vs Tiny )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위의 통계결과를 보면 조장방식과 페이징 vs 스크롤링 별로 모든 환경

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기 때문에, 스크린 크기 별로 읽는 속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평균 속도를 비교했을 때 큰 스크린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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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스크린에서 읽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마우스에서 스크린 크기 별 비교

그림 4. 터치스크린에서 스크린 크기 별 비교

위의 상자 그림을 통해 볼 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마우스 방식에서

는 페이징 보다는 스크롤링 방식에서 스크린 크기 별로 가독성 차이가

더욱 크게 났으며, 터치스크린 조작방식에서는 스크린 크기 별 가독성

차이가 페이징과 스크롤링 방식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우스-페이징 방식에서는 스크린 크기가 작아지면서 읽는 속도는 느

려졌지만, 편차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마우스-스크롤링 방

식에서는 스크린 크기가 작아지면서 읽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편차는 늘

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크기가 작아질수록 스크롤링 방식보다 페이징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치스크린-페이징 방식은 스크린 크기가 작아질수록 읽는 속도는 느

려지지만 편차의 변동은 적은 반면, 터치스크린 스크롤링 방식은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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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작은 스크린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스크롤링이 속도가 더 빠

름에도 불구하고 페이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스크린 크기 별 원인 분석

다음은 P08 실험자의 시선 이동 기록이다.

그림 5. 큰 스크린에서의 시선 이동

그림 6. 작은 스크린에서의 시선 이동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작은 스크린보다 큰 스크린에서 읽기 속도가 왜

빠른지 알 수가 있는데, 작은 스크린에서는 거의 단어 단위로 고정

(Fixation)이 있는 반면, 큰 스크린에서는 몇 단어를 지나쳐서 고정

(Fixation)이 있거나, 줄을 넘어서면서 고정(Fixation)이 있는 경우가 허

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큰 스크린에서는 한 번에 여러 단

어를 빠르게 훑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는 속도 역시 빨라 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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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M-P-B 24 119.6667 34.7821
1.0992 23 0.2831

T-P-B 24 114.8333 33.0818

M-P-T 24 132.8333 42.2505
-1.3439 23 0.1921

T-P-T 24 139.2083 38.4413

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M-S-B 24 118.0833 33.3609
1.569 23 0.1303

T-S-B 24 109.6667 32.8933

M-S-T 24 163.4167 49.3646
5.7718 23 0

T-S-T 24 128 41.7258

제 2 절 조작 방식 별 비교

1. 조작 방식 별 비교 결과

두 번째, 조작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단. 같은 스크린 크기에 각각 페

이이징과 스크롤링 환경을 구분해서 비교했다.

표 12. P-B & P-T(Mouse vs Touchscreen)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표 13. S-B & S-T(Mouse vs Touchscreen)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위의 통계 결과를 보면 하나를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유의 확률 0.05

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작은 스크린에서 스크롤링 방식에서

는 유의확률 0.05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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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페이징에서 조작방식 별 비교

그림 8. 스크롤링에서 조작방식 별 비교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페이징 방식은 마우스와 터치스크

린 간의 가독성 차이가 별로 없으나, 스크롤링 방식은 큰 스크린에서는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간의 가독성 차이가 없고, 작은 스크린에서는 가독

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페이징-큰 스크린, 페이징-작은 스크린 모두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사이

의 읽는 속도는 차이가 없으나, 마우스보다는 터치스크린에서 편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스크롤링-큰 스크린에서는 읽는 속도는 차

이가 없으나, 미묘하게 마우스보다 터치스크린에서 편차가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크롤링-작은 스크린에서는 읽는 속도는 차이가 뚜렷하

나, 편차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터치스크린은 마우스보다 사용자들의 편차가 적다는 결론과

작은 화면에서 스크롤링을 할 때는 터치스크린이 훨씬 유용하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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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방식 별 원인 분석

다음은 P21 실험자의 시선 이동 기록과 고정 횟수(Fixation Number)와

고정 시간(Fixation Duration)이다.

그림 9. 마우스 조작방식에서 시선 이동

그림 10. 터치스크린 조작방식에서 시선이동

표 14. 마우스와 터치스크린에서 Fixation 기록

Fixation Number Fixation Duration

Mouse 220 149s

Touchscreen 365 8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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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위의 표를 바탕으로 스크롤링-작은 스크린에서 마우스보

다 터치스크린에서 읽기 속도가 왜 빠른지 알 수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고정(Fixation)이 마우스보다 터치스크린에서 훨씬 많지만, 머무르는 시

간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우스보다 터치스크린의 조작을 눈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마우스에서는 손의 조작을 눈이 따

라 잡는데 터치스크린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페이징과 스크롤링 비교

1. 페이징과 스크롤링 비교 결과

세 번째. 페이징과 스크롤링을 비교한 것이다. 단, 같은 스크린 크기와

같은 조작 방식에서 비교했다.

표 15. M-B & T-B(Paging vs Scrolling)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M-P-B 24 119.6667 34.7821
0.3801 23 0.7074

M-S-B 24 118.0833 33.3609

T-P-B 24 114.8333 33.0818

1.3544 23 0.1888

T-S-B 24 109.6667 32.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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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M-T & T-T(Paging vs Scrolling)

이표본 검정(대응비교)

변수명 개수 평균 표준편차 t-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M-P-T 24 132.8333 42.2505

-5.547 23 0

M-S-T 24 163.4167 49.3646

T-P-T 24 139.2083 38.4413

3.2 23 0.004

T-S-T 24 128 41.7258

위의 통계결과를 보면 마우스와 터치 스크린 방식 양쪽 다 큰 스크린에

서는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차이가 없으며, 작은

스크린에서는 유의확률 0.05 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마우스 조작방식에서 작은 스크린으로 읽기를 시행했을 때, 스크롤링 보

다는 페이징이 더욱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터치 스크린에서

는 이와 반대로 작은 스크린에서 스크롤링이 더욱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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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큰 스크린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비교

그림 12.작은 스크린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비교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큰 스크린-터치스크린에서는 중위

수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반면, 큰 스크린-마우스에서는 중위수가 하향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마우스에서는 역시 스크롤링 조작 방식이 어

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작은 스크린-마우스에서는 페이징보다 스크롤링 방식이 읽는 속도 뿐

만 아니라 편차도 커지면서, 실험 대상자들의 조작 능력의 차가 커지고

있으며, 작은 스크린-터치스크린에서는 스크롤링이 페이징에 비해 읽는

속도는 편차는 커지는 것으로 보아 실험 대사자들의 조작 능력에 따라

유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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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징과 스크롤링 원인 분석

다음은 P14 실험자의 시선 이동 기록과 고정 횟수(Fixation Number)

와 고정 시간(Fixation Duration)이다.

그림 13.작은 스크린-마우스에서 페이징 히트맵

그림 14. 작은 스크린-마우스 스크롤링 히트맵

표 18. 마우스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Fixation 기록

Fixation

Number

Fixation

Duration

Average

Duration

Mouse

-Paging
284 85s 299ms

Mouse

-Scrolling
355 149s 420ms

마우스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경우 그림보다는 표를 바탕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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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마우스에서 스크롤링보다 페이징이 읽기 속도가 왜 빠른지 알

수 있는데, 히트맵에서 보이는 모습은 스크롤링이 이동 반경이 적어서

더 빠르게 읽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 특히 평

균 고정 시간이 페이징이 스크롤링에 비해 긴 것으로 보아, 실제로 시선

의 이동 반경은 작지만 마우스 조작을 쫓아가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한 번 시선이 고정 될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작은 스크린-터치스크린에서 페이징 히트맵

그림 16. 작은 스크린-터치스크린에서 스크롤링 히트맵

표 25. 터치스크린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Fixation 기록

Fixation

Number

Fixation

Duration

Average

Duration

Touchscreen

-Paging
430 120s 280ms

Touchscreen

-Scrolling
262 92s 353ms

반대로 터치스크린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의 경우 그림과 표가 일치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도 스크롤의 이동 반경이 작게 나타

나고, 실제로 고정 횟수, 고정 시간, 평균 고정 시간 역시 페이징에 비해

스크롤링이 짧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우스에서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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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터치스크린에서는 시선의 이동 반경도 짧으면서 터치스크린 조작을

쫓아가는 속도 또한 빨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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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위의 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읽기 속도와 이해도 테스트 결과(1)

M-P-B M-P-T M-S-B M-S-T

읽기 속도 120s 133s 118s 163s

이해도

테스트

정담률

89% 82% 82% 85%

표 19.. 읽기 속도와 이해도 테스트 결과(2)

T-P-B T-P-T T-S-B T-S-T

읽기 속도 114s 139s 109s 128s

이해도

테스트

정담률

69% 83% 69% 93%

읽기 속도로만 봤을 때는 터치스크린-스크롤링-큰 스크린이 가장 효율

적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정담률까지 고려했을 때는 마우스-페이징-큰

스크린과 마우스-스크롤링-큰 스크린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이해도 테스트는 읽기 과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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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지표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읽는 속도만 가독성의 주요 지

표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비교 항목 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작은 스크린보다는 큰 스크린이 가독성이 높다.

두 번째, 작은 스크린을 사용할 때 마우스보다는 터치스크린에서 스크

롤링 방식이 가독성이 높다.

세 번째, 작은 스크린을 사용할 때 마우스에서는 페이징이 터치스크린

에서는 스크롤링이 가독성이 높다.

첫 번째 결론의 경우 각각의 실험 환경에서 스크린 크기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한 환경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페이징

은 페이징 환경끼리, 스크롤링은 스크롤링 환경끼리, 그리고 마우스 방식

은 마우스 방식끼리 터치스크린 방식은 터치스크린 방식끼리 묶어서 스

크린 크기를 제외한 다른 환경은 동일한 조건으로 큰 스크린과 작은 스

크린의 차이를 비교했고, 결과는 첫 번째 결론과 같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 스크린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도약이 작은 스크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몇 개의 단어들

사이를 뛰어넘는 시선의 도약이 작은 스크린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

았으며, 오히려 거의 매 단어마다 시선 고정이 생기면서 읽기 시간을 지

체시키고 있다. 이러한 읽기 방식 때문에 작은 스크린보다 큰 스크린에

서 읽기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가독성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결론의 경우 첫 번째 결론을 도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

험 환경을 비교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첫 번째 결론이 스크린 크기 이외

에 다른 조건들을 동일한 환경끼리 묶어서 비교했다면, 두 번째 결론은

조작 방식 즉 마우스와 터치스크린이라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들, 예

를 들어, 큰 스크린은 큰 스크린끼리 작은 스크린은 작은 스크린끼리 그

리고 페이징은 페이징 환경끼리, 스크롤링은 스크롤링 환경끼리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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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방식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동일하게 하고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는 두 번째 결론과 같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이트랙커에 기록된 시선 고정 이미지와

해당 실험에서 도출된 시선 고정 횟수와 시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선 고정이 일어난 이미지만을 봤을 때는 터치tm

크린에서 더욱 많은 시선 고정이 일어나서 터치스크린에서 가독성이 마

우스 방식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록된 수치들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일어나는 시선 고정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터치스크린

의 경우 마우스 방식보다 스크린을 움직이는 손의 움직임을 시선이 밀접

하게 따라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결론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비교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

험 환경을 비교해서 얻어진 결론이다. 페이징과 스크롤링 방식 이외에

다른 요인들, 큰 스크린은 큰 스크린끼리 작은 스크린은 작은 스크린끼

리 묶어서 비교를 했고, 마우스는 마우스끼리 터치스크린은 터치스크린

끼리 묶어서 페이징과 스크롤링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동일환 실험환경끼

리 비교를 해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번째 결론과 마찬가지로 아이트랙커에

기록된 시선 고정 이미지와 해당 실험에서 도출된 시선 고정 횟수와 시

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된 이유를 밝힐 때

는 이미지와 기록된 수치간의 상반된 결과가 나왔지만, 페이징과 스크롤

링의 비교에 있어서는 마우스 방식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터치스크린 방

식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된 이유를

밝힐 때 사용된 이미지가 시선 이동을 보여주는 이미지였다면, 세 번째

결론이 도출된 이유를 밝힐 때 사용된 이미지는 히트맵이다. 마우스의

경우 페이징이 스크롤링 보다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히트맵

을 봤을 때 페이징 방식보다 스크롤링 방식이 시선 반경이 좁아 시선의

이동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 기록된 시선 고정 횟수와

시간 그리고 평균 시간을 봤을 때, 스크롤링 방식이 시선 고정 횟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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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뿐 아니라 시간 및 평균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선의 반경과

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터치스크린의 히트맵에서는 페이

징 방식이 시선의 반경이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시선 고정 횟

수와 시간도 길었다. 하지만 평균 시선 고정 시간은 페이징이 더 짧았으

며,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터치스크린에서는 한 번

시선의 고정이 일어나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시선이 고정 되는 시

간 이외에 시선의 이동 속도는 페이징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시선이 일정 시간 텍스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고 끊임없이 빠

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문제-1>의 결론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모두 답

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연구 문제-2>의 결론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결론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3>의 결론으로

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은 스크린에서는 큰 스크린에 비해 시선의 고

정이 촘촘히 일어난다는 것과 작은 스크린에서 마우스-스크롤링의 경우

터치스크린-스크롤링의 경우보다 시선의 고정은 적게 일어나지만 그 시

간은 길다는 것, 그리고 작은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페이징

보다 스크롤링이 시선 이동 반경이 작지만 실제로 시선 고정 횟수와 시

간은 길다는 것,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때는 스크롤링이 시선 이동 반경

도 작고 실제로 시선 고정 횟수와 시간도 짧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휴대폰, 타블릿 PC, 컴퓨터)에서

는 읽기를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페이징과 스

크롤링 방식은 디바이스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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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읽기 인터페이스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을 사용하는 방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인 우리도 어

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는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

는 디바이스에서 페이징과 스크롤링 방식 중 어떤 인터페이스가 유용한

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크기와 조작방식이 어떻게 페이징과 스크롤링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같은 방식

의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번 연구는 스크린 당 글자 수가 감소하면 읽기 속도가 감

소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페이징이

스크롤링 보다 수행 능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를 뒤엎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서 페이징이 스크롤링 보다 가독성에서 우세한 이유가 조작방식에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고 할 수 있겠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한계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읽기 실험

의 전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능력, 텍스트 선정, 과업의 설

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읽기는 사용자의 독서 능력에 따라 편차가 심하

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독서 행

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과업의 선정도 텍스트 선정과 마찬가지로

독서 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읽기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요건이 허락한다면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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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종류도 다양하게, 과업의 설정 역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실험

의 결과를 객관화 하는데 힘을 싫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한계는 아이트랙커라는 실험 측정 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이 실험에서 사용한 아이트랙커 tobi x60은 마우스로 조작하는

데스크탑 PC에서는 실험을 하기가 용이하나, 터치스크린과 같이 컴퓨터

이외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실험을 하기에는 수월하게 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험 설계 및 과정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밀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유사한 실

험을 진행할 때는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이 수월한 아이트랙커를 사

용하거나, 시행착오를 거쳐 tobi x60을 이용해서 좀 더 적확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아이트랙커를 사용하

면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점은 시선 고정을 실험 결과의 주요 분석 이유

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선 고정 값을 아이트랙커에서 설정된 디폴트 값

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

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적합한

설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디폴트 값이 아닌 실험에 맞는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세 번째 한계는 한계라기 보다는 한 가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

이징과 스크롤링에 대한 비교를 하는 실험으로서 이 실험 설계가 과연

적합한 설계였는가? 이다. 이 실험에 사용된 기기들을 보면 한 제조회사

의 특정 기기, 예를 들어 델사의 데스크탑 컴퓨터, 애플사의 아이패드 등

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우스 역시 다양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조작

방식을 가진 마우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종류의 마우스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페이징과 스

크롤링의 비교를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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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실험 텍스트(예시)

텍스트 1

1. 목소리뿐

개구리의 개굴대는 소리에 사자의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자는 들리는

소리로 보아 개구리가 큰 동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동안 기다

린 후 사자는 연못에서 올라온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달려가 발로 개구

리를 뭉갠 후에 사자는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너 같은 꼬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2. 벌을 죄에 맞추기

들쥐가 재수 없게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들쥐에게 고

약한 짓을 하게 되지요. 개구리는 들쥐의 발을 자기 발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식사를 하려고 마른 땅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못

가에 이르자 개구리는 잠수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물속에서 재미를 보며

귀에 익은 개굴개굴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나 개구리와 함께 끌려 들어

간 재수 없는 들쥐는 물을 잔뜩 먹고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

체는 개구리 발에 여전히 꽉 매인 채 물 위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을 본 솔개가 발톱으로 낚아채었습니다. 발을 떼지 못한 개구리도 덩달

아 채여 올려졌지요. 솔개는 개구리도 먹어 치웠습니다.

3. 너무 불리다가

약자가 강자를 흉내 내려고 하면 파멸을 자초한다.

옛날에 한 개구리가 풀밭에 있는 황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덩치

를 부러워했지요. 그래서 개구리는 모든 주름살이 사라질 때까지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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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기가 황소보다 더 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오.”

하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더 힘을 들여 개구리는 자기 살갗을 팽팽하

게 뻗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고 물었어요. ‘황소’가 자식들의 대답

이었습니다. 마침내 개구리는 화가 났습니다. 더욱 몸을 불리기 위해 있

는 힘을 다하다가 결국 몸이 터져 죽었습니다.

4.뒤늦게 배운 교훈

창가의 새장에 갇힌 새가 늘 밤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은

박쥐가 다가와서 왜 낮에는 울지 않고 밤에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새는 말했습니다. 낮에 한번 울다가 잡혔고 거기

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었지요. 박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소용이 없어. 잡히기 전에 조심을 했어야지.”

5.두 겹의 장애

두더쥐가 제 어머니에게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더쥐가

못하는 일이지요. 자식을 시험하기 위해 어미 두더쥐는 향을 넣어두는

그릇을 건네주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더쥐는 알 수가 없었지

요.

“얘야, 너는 보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까지 못 맡는구나.”

하고 어미 두더쥐는 말했습니다.

6.모방 본능

높은 나무에 앉은 원숭이가 어부들이 강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두고 식사를 하러 얼마쯤 걸어 나아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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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어부들의 거동을 흉내 내려 했습니다. 원숭이

가 늘 그런다는 대로. 그러나 그물을 건드리자마자 그물에 걸려 물에 빠

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 제대로 벌 받는 거야.’ 하고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터에 고기를 잡으려 했으니.’

7.사자 가죽을 두른 나귀

나귀가 사자 가죽을 쓰고 다니면서 온갖 짐승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여우를 만나 나귀는 다른 짐승과 마찬가지로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

나 여우는 우연히 나귀가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우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 나도 너를 무서워했을게다.”

하고 여우는 말했답니다.

텍스트7

1.관점의 차이

집을 털려고 들어간 도둑들이 수탉 한 마리 밖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

습니다 그들은 수탉은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수탉을 제물로 바

치려 하자 닭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도록 새

벽녘에 깨워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용한 봉사를 한다는 구실을 대었지

요.

“그러니까 더욱 너를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깨워줌으로써 너는 우리가 도둑질을 못하게 하니까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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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기 보존의 법칙

새 사냥꾼이 그물을 펼쳐 놓고 길들인 비둘기들을 그물에 매어놓았습니

다. 그리고 얼마쯤에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비둘기들이 날아와서 그물에 걸렸습니다. 사냥꾼이 급히

달려와 산비둘기를 잡자 그들은 길들인 비둘기를 책망하였습니다. 같은

친척이 덫 있는 곳으로 오는데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친척의 감시를 받는 것보다 주인의 노여움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오.”

하고 길들여진 비둘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뛰기 전에 잘 보라

목이 마른 비둘기가 그림 속에 있는 물 주전자를 보았습니다. 그림을

진짜로 알고 두 날개를 크게 소리 내며 물주전자로 날아갔습니다. 그 결

과 그림에 부딪혀 날개에 상처를 내고 땅에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4.태어나야 고생뿐

비둘기장에 갇혀 있는 비둘기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대가족을 으쓱대며

자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까마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은 그만 하게나. 어린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네 마음을 아프

게 하는 비참한 포로들이 많아지는 걸세.”

5.독사를 귀여워하다

암탉이 뱀 알 몇 개를 보고 조심스럽게 앉아 알을 품어 주어 까게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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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비가 말했습니다.

“이 멍청아, 일단 자라고 나면 제일 먼저 너에게 피해를 입힐 짐승을 뭣

하러 길러주니?”

6. 이기심이 받는 벌

말과 나귀가 주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 주려면 내 짐을 나누어 져주게.”

하고 나귀가 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은 마다하였지요. 피로로 탈

진한 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짐 전부를 말에게

지웠습니다. 게다가 나귀의 가죽까지 얹었지요. 말은 신음 소리를 내면서

처량하게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 자신을 이런 참담한 지경으로 빠뜨리다니! 가벼운 짐을 마다했

는데 이제 이 꼴이 뭐람. 나귀 가죽이고 뭐고 온통 전부를 지고 가야 하

다니.”

7.어려울 때 봐주시오

한 군인에게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싸움터에 있는 동안 모든 위험과

모험을 주인과 함께 했고 보리를 잔뜩 급식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이 말은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으나 왕겨

밖에 얻어먹지 못하였지요. 다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소

리가 울렸을 때 주인은 말에 굴레를 씌우고 무장을 하고 말 위에 올라탔

습니다. 그러나 말은 기운이 없어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비틀거렸습

니다. 말은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는 보병 연대로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이

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나으리는 저를 나귀로 만들어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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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려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8.구유 속의 개

구유 속에 누워 있는 개가 보리를 먹지도 않으면서 보리를 먹는 말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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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설문지(이해도 테스트)

1. 문제 큰 소리로 사자의 정신을 나가게 한 동물은

정답지

1.개구리

2.나귀

3.올챙이

4.박쥐

2.문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물을 잔뜩 먹고 죽은 짐승은?

정답지

1.솔개

2.들쥐

3.다람쥐

4.여우

3.문제
원숭이가 누구를 따라하려다 그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

가?

정답지

1.사냥꾼

2.요리사

3.어부

4.농부

4.문제 원숭이를 피라에우스에까지 태워다준 동물은?

정답지

1.상어

2.까마귀

3.뱀

4.돌고래

5.문제 꼬리 없는 원숭이의 특징은?

정답지

1.춤을 잘춘다

2.쌍둥이를 낳는다

3.친구들이 많다

4.아부를 잘한다

6.문제 뱀이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불평하러 간 대상은?

정답지

1.제우스

2.하데스

3.농부

4.포세이돈

7.문제 원숭이와 춤으로 경쟁하다가 구경꾼들을 화나게 한 짐승은?

정답지

1.악어

2.코끼리

3.뱀

4.낙타



- 60 -

8.문제 사슴이 사자에게 잡히게 된 이유는?

정답지

1.다리가 느려서

2.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3.물에 빠져서

4.지쳐서

9.문제
제우스의 혼인 잔치 떄 오지 않아서 집을 등에 얹고 다니게 된

짐승은?

정답지

1.거북이

2.낙타

3.까마귀

4.벌

10.문제 독수리에게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한 짐승은?

정답지

1.거북이

2.까마귀

3.나귀

4.개구리

11.문제 자신을 사려준 농부에게 독수리가 보답한 방법은?

정답지

1..먹을 거리를 가져다 줌

2.머리띠를 낚아채서 무너지려는 담에서 멀어지게 함

3.다른 새들에게 살려준 사실을 널리 알림

4.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줌

12.문제 독수리로 통하려고 한 새는?

정답지

1.갈까마귀

2.비둘기

3.까치

4.기러기

13.문제 갈까마귀는 제일 화려하게 보이도록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정답지

`.다른 새들이 털갈이한 털을 모아서 온통 몸에다 붙임

2.꽃으로 치장함

3.다른 새로 둔갑함

4.다른 새들을 공격함

14.문제 덫에 걸린 까마귀가 향을 피워주겠다고 맹세한 대상은?

정답지

1.사냥꾼

2.농부

3.아폴로

4.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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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문제 말이 우는 흉내내다가 노래하는 법도 잊어버린 짐승은?

정답지

1.까마귀

2.꾀꼬리

3.독수리

4.솔개

16.문제 종달새는 농부의 어떤 말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가?

정답지

1.친구들을 불러 수확을 도와달라고 해야겠다고 한 말

2.밀이 다 익었다는 말

3.올해는 풍년이라는 말

4.품삯꾼을 구해야 겠다고 한 말

17.문제 백조는 언제 노래를 하나?

정답지

1.손님이 왔을 때

2.죽음에 임박했을 때

3.사랑에 빠졌을 때

4.해가 저물 때

18.문제 수탉은 누구와 여행을 했는가?

정답지

1.고양이

2.개

3.여우

4.암탉

19.문제 도둑들이 수탉을 죽이려한 이유는?

정답지

1.수탉이 사람들을 깨워서 도둑질을 못하게 할까봐

2.식량으로 쓰려고

3.단잠을 깨워서

4.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20.문제 목이 마른 비둘기가 무엇을 보고 날아갔는가?

정답지

1.시내

2.항아리

3.물주전자 그림

4.강물

21.문제 군인의 말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자 왜 비틀거리게 되었나?

정답지

1.군인이 전쟁이 끝나자 말을 나귀로 써서

2.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3.병이 들어서

4.게을러 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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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문제 사냥꾼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쓰러뜨린 말은 어떻게 되었나?

정답지

1.구유에 매이게 되었다

2.자유의 몸이 되었다

3.또 다른 멧돼지를 만났다

4.먹이를 못먹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

23.문제 두 마리의 노새 중 자루를 뺏긴 노새는 무엇을 지고 있었나?

정답지

1.보리

2.돈

3.보물

4.쌀

24.문제 개가 토끼를 잡지 못한 이유는?

정답지

1.다른 개가 잡아 버려서

2.토끼에게 입은 은혜가 생각나서

3.다리를 다쳐서

4.무얼 잡으려고 달리는 것과 살려고 달리는 것은 전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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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Paging and Scrolling

by Screen Size and Interaction

Kang, Namkyu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ra of e-book came to a step. E-book device is at the center

of this era, these e-book device as one represented by kindle imitates

paper books. That imitation is the important role of coming the era

of e-book? How different books read on computers are from e-book

device? Why that books are not generalized? Then, What is interface

for optimized reading? This paper start these questions.

Recently, Since the advent of various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the tablet pc, reading experiment is done on various devices. The

research conclusion that each device is adequate for various interface

has came. Of various interface,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what

difference paging and scrolling is in readability each device and what

factor causes thi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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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size and interaction is assuming factors that cause paging

and scrolling in readability. The total eight kinds of text environment

was prepared by screen size(Bing vs Tiny) and interaction(Touch vs

screen) and Paging and scrolling. The subjects were 24 graduate

students, the experimental text was Aesop's Fables, and task is

requiring a linear reading and comprehension test. Eyetracker is used

as a device recording all these experiments.

The results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paging and scrolling in big

screen, and paging is higher in readability than scrolling by mouse,

scrolling is higher in readability than paging by touchscreen in tiny

screen

keywords : Paging, Scrolling, Screen, Size, Interaction,

Student Number : 2010-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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