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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통적 매체인 책을 통한 단방향적인 읽기와는 달리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읽기는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의해서 입출력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디
지털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기능들은 읽기의 변화를 가져와서 몰
입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크
로스 플랫폼 앱들이 급증하게 되고 플랫폼 이동시 매끄러운(Seamless) 사용자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각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인터랙션에 있어서도 단
순히 시각 뿐 아니라 청각, 제스처와 같은 멀티모달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읽기
경험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독서 개념은 단순히 읽는 것만을 의미
하지 않고 콘텐츠를 찾고 가치를 판단하고 읽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통합하여 새
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되었다. 이렇게 읽기 과정
이 복잡해지고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각 과정을 돕는 다양한 앱이 사용되고 의도
와는 달리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복잡한 읽기 과정을 여러 앱을
사용하여 읽음으로써 나타나는 산만함을 해소하고 몰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디
자인 프레임워크와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것을 반영한 읽
기 앱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 앱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에 대한 몰입감 강화를 위한 디
자인 방안으로 플랫폼끼리의 일관성(Coherence), 콘텐츠에 따른 읽기 과정에서
오는 몰입(Flow), 읽기 단계별 멀티모달 요소를 통한 몰두(Immersion)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표와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
해서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크로스 플랫폼에서 경험의 일관
성(Coherence)에 대한 정의와 플랫폼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디지
털 환경에서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를 통한 읽기의 몰입감에 대한 정의와
읽기 몰입(Flow)의 유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4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플
- i -

랫폼과 읽기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콘텐츠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
고 읽기 단계 마다 요구 되는 UX요소들을 추출하였다. 5장에서는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관관계, 콘텐츠에 따른 읽기 단계와 단계
마다 요구되는 멀티모달 요소, 몰입의 영향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결과로
서 콘텐츠에 따른 디자인 프레임워크로서 디지털리딩 에코시스템과 디자인 가이
드를 도출하였다. 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몰입을 돕는 읽기 앱 디자
인 전략을 세웠다. 7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읽기 앱 ‘리서처(RESEARCHER)’ 프
로토타입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과 비주얼 디자인을 한 후 실제로 개발하여 사
용자 테스트를 하였다. 8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은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몰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모바일 폰에서는 주로 정서적 몰두가 중요시 되며 업데이트가 빠르
고, 개인적이며, 소통을 위한 콘텐츠가 선호되었다. 빠른 요지 파악과 원하는 콘
텐츠에 접근을 위한 적독(skimming)이 사용되며 그것을 돕는 기능들이 중요시
되었다. 태블릿에서는 주로 인지적 몰두가 요구되는 소설이나 논문과 같은 장문
의 글이 선호되고 정독(intensive reading)을 돕는 기능들이 중요시 되었다. 컴퓨
터에서는 참여적 몰두가 강조되면서 주로 속독(scanning)과 적독(skimming)으로
읽혀지며 멀티테스킹, 기록, 댓글 기능과 같은 독자의 참여 기능들이 강조되었다.
콘텐츠에 있어서 정보의 대표 콘텐츠인 뉴스와 지식의 대표 콘텐츠인 논
문을 비교하였다. 읽기 과정에 있어서 뉴스의 경우 읽고 나서 저장하고 공유로
연결되지만 논문은 읽기 전에 저장을 하고 대체로 창조 단계로 연결이 된다. 몰
입에 있어서 뉴스는 동기의 영향을 받는 반면 논문은 플랫폼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폰은 주로 동기에 영향을 받고, 태블릿은 콘텐츠 유형에 영향을 받
고, 컴퓨터에서는 동기와 상관없이 몰입이 가장 잘되는 플랫폼으로 나타났다. 뉴
스 콘텐츠의 경우 몰입을 가져오는 장소가 플랫폼에 따라 달랐지만 논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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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공간에서는 대체로 몰입이 잘되었다. 태블릿의 경우 몰입이 잘되는
장소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달랐지만 컴퓨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로서 디지털 리딩의 몰입을 돕는 디지털리딩 에코시스템과
디자인 가이드가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한 읽기 앱 ‘리서처(RESEARCHER)’를
개발하였다. 사용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이 앱이 사용자에게 높은 정서적 만
족감과 인지적 효율성을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콘텐츠에 대한 몰입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창조
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디지털 리딩의 몰입요인들의 상
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아날로그, 디지털 콘텐츠를 크로스 플랫폼 환
경으로 끌어올 때 몰입 향상을 위한 고려요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클라우
드 생태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 시장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집

주요어 : 읽기, 몰입감, 크로스 플랫폼, 멀티모달리티, 콘텐츠
학 번 : 2011-30363
이 름 : 강민정
E-mail: mjmis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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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통적 매체인 책을 통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던 읽기와는 다르게 다양한
플랫폼과 앱을 통한 읽기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쉐와 아미차이햄버거 (Eshet-Alkali and Amichai- Hamburger, 2004)는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에서 중요시되는 기술 중 하나로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비선형적으로 읽은 정보들의 독립된 조각들을 통해 지식을 세워 나
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조각조각의 경
험들은 읽기에 있어서 독자들이 콘텐츠에 몰입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첫 번째 요인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이용할 때
나타나는 단절감이다. 2008년도부터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
팅(Cloud Computing)(Schurr, 2008)과 다양한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N스크
린(N-screen)1)을 위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이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N스크린과 함께 점차 진화하면서
크로스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콘텐츠가 늘어날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또한 스마트 TV와 같이 기존의 플랫폼 환경이 진화하고 태블릿
PC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디바이스들이 등장하면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사
용자들의 기대감과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멘탈 모델2)도 플랫폼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콘텐츠라도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
1) N스크린은 화면을 가진 여러 개의 기기를 통해 동일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
경을 말한다(김윤화, 2009).
2) 멘탈 모델은 유저가 그들의 인터랙션의 결과를 예측 하도록 하여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
는 것의 구조에 대한 간단한 멘탈 이미지라고 정의한다(McDanie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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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최적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의 몰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여러 앱을 번
갈아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독서방법에 많
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서의 개념은 확장되었다. 김미량(Kim, 2000)은 디지
털 매체에서의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읽고 해석하고 내
면화하여 통합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는 행위까지 독서행위에 포함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디지털환경에서 독서의 과정은 브라우저를 통해 기
사를 찾고 수집하며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앱을 통해 집중해서 읽
고 SNS에서 생각을 나누며 블로그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하는 과정
까지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 과정들을 돕는 다양한 앱 들이 등장하면서
콘텐츠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
러 앱을 열어두고 멀티테스킹을 하게 되면서 산만해지게 된다. 또한 앱 끼리
도 호환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독서에 수
반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여러 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일련의 독서
과정을 산만하게 만든다.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는 시각에만 의존하던 독서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보고 듣고 터치하는 멀티모달리티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월쉬(Walsh,
2007)는 오늘날 학생들이 읽고 쓰는 교육 환경이 멀티모달로 불리는 시각,
전자 디지털 텍스트로 채워져 있으므로 새로운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 이론과 교육학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해야한다고 논하였다.
헤리스(Hayles 2005)는 디지털 매체에서 읽기는 더 이상 읽기에만 머물지 않
으며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읽
기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월쉬(Walsh,
2007)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어와 구어 또는 정지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 사
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멀티모달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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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odal texts)라고 불렀다. 디지털 리딩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콘텐츠
를 전달하는 아날로그 매체인 책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입을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디자인 방
향 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 목표로서 먼저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 리딩의 몰입
을 돕는 앱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과 읽기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각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때 따라야할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 단계를 밝혀 읽
기 앱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각 단
계에서 요구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요소를 밝혀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로는 위에서 밝혀진 디자인 프레임워크와 디자
인 가이드를 토대로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 읽기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읽기
앱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아날로그,
디지털 콘텐츠를 크로스 플랫폼 환경으로 끌어올 때 콘텐츠에 대한 몰입감
향상과 클라우드 생태환경에 맞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 시장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인
사이트(insight)를 제공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 경험의 일관성을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도출
하기 위하여 먼저 플랫폼 사이의 일관성(Coherence), 읽기과정에서 오는 몰입
감(Flow), 읽기의 각 단계에서 멀티모달 요소를 통한 몰두(Immersion)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림1]은 전체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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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연구 모형

[그림 3]는

이 논문 전체의 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를 읽을 때 요구되는 경험의
일관성(Coherence)에 대해서 밝혔다. 또한 읽기의 의미, 방법, 읽기 성공으로
이끄는 읽기 태도에 대해서 파악하여 플랫폼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읽기 태도
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4장에서 사례연구를 할 때 분석틀로서
기초자료가 된다.
3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딩의 특징을 파악하고 디지털 리딩
에서의 몰입(Immersion)을 정의하였다. 또한 멀티모달리티와 몰입감의 상관관
계를 밝히고 전통적 읽기단계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을 접목시켜 디지털
리딩의 단계요소까지 추출하였다. 이것은 5장에서 읽기의 흐름을 끊김 없이
연결해주는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한 요소가 된다.
4장에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콘텐츠를 전달하는 두 개의 크로스 플랫폼
앱을 비교분석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패드용 읽기 앱 세 가지를 비교 분
석하였다. 첫 번쨰 사례분석에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과 가장
오래된 글로서 문학적이며 지식의 성격을 띤 성경의 크로스 플랫폼 앱 사례
를 분석하여 플랫폼 사이에서 일관된 요소와 콘텐츠에 따른 차이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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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리딩의 전체 단계를 아우르고 있는 아이패드용 읽기 앱 세 가지
를 분석하여 읽기 단계마다 요구되는 구체적인 UX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결론
으로서 콘텐츠에 상관없이 읽기에 있어서 공통으로 제공해야하는 요소들과
콘텐츠에 따라 차별화 되어 제공해야하는 요소들을 밝혔다.
5장에서는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도출
하고 통합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의 특성
과 그에 따른 읽기 방식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어떤 콘텐츠를 어떤 디바이
스에서 읽을 때 몰입감이 향상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글을 읽을 때 사용
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
었다. 2차 설문에서는 콘텐츠에 따라서 읽기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며 읽기 단
계별로 어떤 요소들이 몰입감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 읽기 앱 구축을 위
한 디지털 리딩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디지털 리딩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플랫폼에 따
라 중요시 되는 읽기 단계를 파악하여 통합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디자인 가이드를 통하여 크로스 플랫폼 독서앱
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였다. 와이어프레임을 통해 전체 구조를 설계
하고 비주얼 디자인 단계를 거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사용자 인터뷰를 하
였다.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앱이 몰입감 향상을 위해 얼
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밝혀 정리하였다.
7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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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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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리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화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통
해 접속만 되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기술
이며 플랫폼이다(김성우, 2010).

크로스 플랫폼 (Cross-Platform)
c

f m 또는 멀티 플랫폼(multi-platform)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체제,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이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wikipedia, 2011).
크로스 플랫폼( ross-plat or )

읽기 (Reading)

재구성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문자로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두뇌 속에서는 들어있는 모든 경험의 총체적인 스키마가 작동하
여, 읽히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를 재구성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홍인선, 2006).
읽기는 의미의

몰입 (Flow)

센
kz m
w 떤 일에도 관심
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더
글라스와 하가든(Douglas & Hargadon, 2000)은 플로우(flow)는 독자가 몰
두(immersion)와 관여(engagement)를 수월하게 잘 수행할 때 일어난다고
칙 트미하이(Csi s ent ihalyi, 2004)는 플로우(Flo )를 어

한다.

몰두 (Immersion)

mmersion은 사전에서 몰입, 몰두로 번역이 되어 있으나 몰입이란 단어는
이미 칙센트미하이의 책을 통해 Flow를 몰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논
문에서는 Immersion을 몰두로 번역하여 몰입(Flow)와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더글라스와 하가든(Douglas & Hargadon, 2000)은 하이퍼텍스트 리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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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mmersion)를 친숙한 이야기 전개방식에 독자가 완전히 흡수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에서 몰 (I

멀티모달리티 (Multi-modality)

란 인간 또는 기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의 성격이며 정보를 담
고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다(안세열 외, 2008). 제임스와 세베(Jaimes &
Sebe, 2004)는 멀티모달리티를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컴퓨터 입출력 수단(마우스, 키보드, 기타 센서)을 순차적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달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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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성 있는
읽기 경험
2.1 읽기의 이해
2.2 클라우드 컴퓨팅
2.3 크로스플랫폼에서 일관성 정의
2.4 플랫폼 특성에 따른 읽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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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성 있는 읽기 경험
2.1. 읽기의 이해
2.1.1 읽기의 의미

읽기는 의미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문자로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두뇌 속에서는 들어있는 모든 경험의 총체적인 스키마가 작
동하여, 읽히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를 재구성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홍인선, 2006). 김미량(Kim, 2000)은 글을 읽는 다는
것은 사색적 과정이기도 하나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공통의 화두를 토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인자(Choi, 2008)는 읽기가 근대 이전에는 '여러 사
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였고 전통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나가는 집단적 상
호작용의 일부였다고 논하였다. 따라서 읽기는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 정보
를 전달하는 인풋과 독자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아웃풋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읽기는 지
각, 인지, 그리고 운동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여러 감각 활동이라는 주장도
있다(Mangen, 2008). 이렇게 읽기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특성과 여러 감각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읽기 과정

멀케이(Mulcahy)는 읽기 과정을 1)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프리뷰 단계, 2) 읽는 동안에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해보
는 단계 3) 읽고 난 후에 생각을 요약하고 자신의 언어로 견해를 만들고 공
유하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다. 각 단계마다 목표와 필요로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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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경험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플랫폼이
주요 기능을 감당한다면 몰입감이 향상될 것이다[그림4]. 또한 이러한 읽기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뒷장에서 디지
털 리딩의 과정을 전통적 읽기 과정과 접목 시켜 다시 논할 것이다.

그림

[

4]

전통적 읽기 과정

2.1.3 읽기 방법

읽기 방법은 [표 1]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른 읽기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구분한 읽기 방식과 그에 따른
콘텐츠 유형은 김완기(1992)가 쓴 ‘글짓기교재 독서방법과 감상문 쓰기’와 주
홍균(1991)이 쓴 ‘글짓기 교재 무엇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 라는 두 책을 문화
원에서 수정 편집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 방식에 있어서 각각
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매치해 보았다.
읽기 방법은 또한 콘텐츠 특성뿐만 아니라 플랫폼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
다(강민정, 윤주현, 2011). 모바일 폰에서 읽을 때와 PC화면에서 읽을 때 사용
자들은 마음 자세, 읽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몰입을
돕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에 따라서 읽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UX요소들을 뒤에서 자세히 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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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

1]

읽기 방법에 따른 경험요소

묵독
Silent
Reading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방법.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읽는 방법. 깊은
사고 요하는 글.
소설, 연구논문, 전문서적
타이포그래피, 책갈피, 공유

정독
Intensive
Reading

한 권의 책을 차근차근 주의 깊게 읽는 방법. 한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며 뜻을 깊이 새기며 읽는 방법
전문지식, 연구, 학술활동
타이포그래피, 책갈피, 공유, 노트달기

다독
Extensive
Reading

통독
Reading
Through

이것저것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는 것.
많은 교양과 지식 습득
타이포그래피, 책갈피, 공유, 검색, 즐겨찾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책을 몇 번이고 읽어서 그 책의 이야기나 내용을 통달
소설, 전기
타이포그래피, 책갈피, 공유

적독
Scanning

띄엄띄엄 가려 읽음.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는 방법. 조사용 독서. 기차
스케줄 찾기
국어사전, 백과사전, 신문
타이포그래피, 공유, 검색, 목차, 주석, 색인, 스크랩

속독
Skimming

보통 글 읽는 속도보다 빨리 읽어 나가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고 전체적으로
줄거리의 흐름을 파악. 정보획득 목적.
신문, 잡지, 쉬운 글
타이포그래피, 공유, 검색, 목차, 스크랩

지독

읽고자 하는 부분을 천천히 골똘히 생각하고 새기면서 읽는 방법.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발표를 위해 핵심부분을 적어 두는 훈련을 할 때.

Slow
Reading

학술논문, 전문지식 필요한 어려운 글
타이포그래피, 책갈피, 공유, 검색, 노트달기, 주석, 색인, 스크랩

2.1.4 읽기성공 요인

읽기에서 몰입은 읽기를 통한 독자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책
읽기에서 몰입(flow)에 대한 연구는 수년간 교육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 15 -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매케나와 키어 (McKenna & Kear, 1990)는 독
서 성공에 대한 연구에서 독서의 동기와 몰입은 독서교육의 오랜 과제였다고
말한다. 또한 독자의 몰입(engagement)은 읽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읽기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McKenna, Kear & Ellsworth, 1995). 박성익과
김연경(2006)은 몰입이 학습시간의 단축과 학습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
진시켜주며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 Hoffman & Novak, 1996 ;
Skadberg & Kimmel, 2004). 이처럼 몰입은 읽기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읽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 스펄링과 헤드
(Sperling and Head, 2002)는 긍정적인 읽기 태도와 높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읽기 태도는 읽기 상황에 접근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읽기와 관련된 느낌의 체계 (Alexander & Filler, 1976)로서 읽기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읽기 상황에 접근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읽기 상황을 회피한다고 보았다.
[그림5]에서 보듯이 읽기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된다.
1)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적 요소, 2) 읽기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 3)과거의 읽기 행동을 통해 가까운 미래
의 읽기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소로 나뉜다. 읽기 의도는 태도에
서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읽기 행동을 유발 시킨다(정혜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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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읽기를 유도하는 읽기 태도

최근에는

전통적인 책 읽기 뿐만 아니라 이북(e-book)을 통한 독서가 이
북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Pew internet에 따르면 미
국인들의 반 이상이 태블릿이나 이리더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2014년에
는 이북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읽는 사람의 숫자가 1년 사이에 23%에서 28%
로 늘어났다고 보도하였다 (Pew Internet, 2014). 이러한 디지털 리딩이 보편
화 되면서 읽기의 몰두(Immers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angen(2008)
은 읽기태도, 동기와 같이 내면적 요인 이외에 기존의 책에서 느껴지는 물리
적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텍스트를 담고 있는 매체의 물질성에 대
한 문제는 그 동안 독서 연구 전반에서 간과되어 왔으나 디지털 디바이스와
플랫폼의 출현으로 물리적 경험의 차이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 환경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복잡하
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통적
방식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 요소가 플랫폼의 특성에 최적화되었는지에 따라 읽기의 몰입과 읽기 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다.

- 17 -

2.2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화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통해 접속만 되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기
술이며 플랫폼이다(김성우 2010).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IT분
야 리서치 및 자문 기업인 가트너(Gartner)가 뽑은 2010년 IT전략 기술
Top10 중 1위에 랭킹 될 만큼 화두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예로서
최근 애플사가 발표한 아이클라우드(iCould)는 아이튠즈(iTunes)에서 구매한
콘텐츠를 다른 모든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씽크(Sync)를 해주면서 즐길 수 있
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플랫폼 간의 콘텐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크로
스 플랫폼(Cross-platform)3)에서 경험은 일관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성 정의

일관성은 유사한 사용자들의 행동이 유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을 말하며
(Wolf, 1989), 쉬운 사용, 배우는 시간 단축, 작동과정에 대한 향상된 기억력으
로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스킬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Nielsen, 1989; Polson et al, 1986). 시각적인 모습과 행동의 일관성은 그 자
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UI를 디자인할 때 개념적 일관성과도 결합이 되어야
한다(Kellogg, 1987).
크로스 플랫폼에서의 일관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그림 5]. 하
나는 플랫폼의 범위, 두 번째로는 비교되는 인터랙션의 레벨, 즉 시각적 표현인
지, 태스크인지, 세 번째로는 상황, 즉 사용 중 일관성 혹은 이동에 있어서의 일
3)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체제,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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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등과 같이 속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다(Richter et al, 2006).

그림

[

6]

범위에 따른 일관성

플랫폼끼리의 차이점은 인풋과 아웃풋 방식의 차이에서 온다. 태스크
(task)가 같다면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많은 경우 태스크가
같지 않다. 수평적 또는 인터유저빌리티(interusability)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들이 가능한 명확하게 인터페이스들 사이에서 차별화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
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설명한다(Richter et al, 2006). 따라서 김성우
(2010)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성은 획일적으로 똑같게 맞추는 일관성
(Consistency)이 아닌 독립적인 A, B, C, D를 통해 태스크를 완수할 때
A~D간에 상호 협업함으로써 일련의 경험을 제공하는 일관성(Coherence)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표준화할 때 UX 생태계에서 각 디바이스의 UI는
그 단말기의 고유 특성에 맞게 지역 최적화(local optimization) 하되 전체적
으로는 동질의 UX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표 2]의 UX표준화 4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 요소들을 매치해보았다. 이 4단계 구분은 4장에서 사
례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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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크로스 플랫폼에서

표준화 4단계

UX

단계

Style

Layout, Color, Icon, Font

단계

Interaction

Structure, Flow, Input/Output, Rule

단계

Experience

Needs, Goal, Contents

단계

Eco-System

Sync, Shift, Share

1
2
3
4

2.4 플랫폼 특성에 따른 읽기 유형
Ÿ

Ÿ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매체에서 글을 읽는데 있어서 읽는 상황과 글의 성격, 플랫폼
의 특성에 따른 유저들의 멘탈 모델(mental model)에 따라 읽기에 대한
몰입도가 각각의 다를 것이다
둘째 플랫폼의 특성을 따르고 있는 글의 경우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읽기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트렌드모니터(2010)와 닐슨(Nielson, 2010)조사에 따르면 [그림 7]에서 보듯
이 전반적으로 휴대폰에서 읽기에 관련된 기능은 선호되지 않았지만 소통을
위한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련 다이어리는 높
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이나 개인적인 글 읽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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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렌

니

처

출 :트 드 모 터, 2010
그림

[

7]

출 : Nielson, 2010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2005년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작은 모니터의 한계로
기피되는 휴대폰 북이 인기를 끌면서 신흥문화(Emerging Culture)로 자리를
잡았다. 이 휴대폰 북은 자동 스크롤, 자동 페이지 넘김 기능을 넣어 단점을
보완하고 고유의 장점인 손안에 도서관, 한손 컨트롤, 언제 어디서나, 불을 끄
고도, 매우 사적인(privacy) 측면들을 살려서 독자들에게 접근한다. 휴대폰을
통해 써지고 읽히는 휴대폰 북은 책을 즐겨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가벼운 주제, 읽기 쉬운 짧은 문장, 상호 작용성 등이 읽기성공으로 이
끄는 요인으로 본다. 요시(Yoshi)라는 작가의 ‘Deep Love’는 휴대폰 북에서
성공을 이루고 영화, TV 드라마, 만화에서 만들어지다가 결국에 책으로까지
출판을 하게 되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영상과 소리를 담은 공포소설도 있고,
편지 형식으로 접근한 작품도 있다(nbcnews.com, 2005). 이것은 휴대폰의 특
성에 맞는 주제와, 형식, 읽는 방식 등이 잘 맞아떨어져 정서적인 면에서 읽
기 태도가 향상되어 몰입이 가능해지고 멀티모달리티의 사용으로 경험이 확
장이 된 좋은 예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iPad(태블릿PC)는 신문과 잡지, 책을 읽는데 가장
선호되는 매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태블릿PC가 인쇄매체를 대
체할 수 있는 진지한 글 읽기로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책과 유사한 경험을 주는 전자책(E-reader)이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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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이 종이책보다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퍼 스튜디오(Harper Studio)4) 출판사 부사장은 “전자책은
단지 전자 형태로 전달하는 종이책이어서는 안 되고 이 매체를 활용하여 경
험을 향상시킬 무언가 역동적인 것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링크, 이면의 이야
기, 나레이션, 동영상, 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Carr, 2010). 독일의 리서치
센터(DFKI)에서 개발한 text 2.0 은 태블릿PC를 위한 읽기에 있어서 아이
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개념이다. 사용자 눈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
여 어느 부분을 읽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파악하여, 특정 부분을 읽을 때 관
련 이미지가 등장하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사전이 나타나고, 읽
다가 놓치면 화살표로 알려준다. 또한 대충 읽을 경우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
은 흐려진다(Wired.com, 2010). 이러한 멀티모달리티는 편의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험의 강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신문잡지

책

Entertainment

Internet

그림

[

8]

선호하는 매체

(Cooper Murphy 2010)

PC모니터 상에서 글을 읽는 것은 책으로 읽는 경우 보다 더 뇌에 스트레
4) 하퍼스튜디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인 하퍼콜린스
(HarperCollins)의 독립 출판브랜드이다.

- 22 -

스를 주며, 클릭, 스크롤링 등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또한 링크된 사
이트를 찾아가보는 것은 더 낮은 집중을 하게 하므로 쉽게 산만해진다(Mangen
2008). 이러한 PC의 산만한 글 읽기는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적독 방식과
콘텐츠를 한눈에 파악해야하는 속독 방식으로 읽기 행동이 나타난다.
TV는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는 공감각적인 매체이며 읽기보다는 보는 매
체로 사용자들에게 익숙하다. 또한 사람들과 TV시청 경험을 공유하면서 말하
는 즐거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Lee, B. and R.S. Lee, 1995). 엔터테인먼트
의 대표매체였던 TV는 이제 PC, 태블릿 PC, 휴대폰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림 8] 그러나 스마트 TV로 진화하면서 인터넷에서의 경험이 옮겨
오고 읽기에 대한 수요는 커지겠지만 기존 TV에 대한 인식은 남아 있을 것
이다. TV에 적합한 읽기 방법으로 시청각을 사용한, 즉 소셜 기능을 포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기 태도를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표 3]과 같이 8가지로 플랫폼의
특성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플랫폼 특성들은 본 연구의 결과물인
디자인 가이드를 만드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표 3] 플랫폼 특성 ( MP:모바일 폰, TP:태블릿, PC::컴퓨터 )
특성

우선순위

특성

Small screen

MP<TP<PC<TV

Big Screen

화면 구성

Simple

TV<TP/MP<PC

Complex

집중도

Immovable

TV<PC<TP<MP

Por

표

접근성

Uni-modal

MP/TP/PC/TV

Multimodal

습득속도

One-way

TV<MP/TP/PC

Interactive

참여도

Private

MP<TP<PC<TV

Public

글의 성격

Lean Forward

TP<<MP<TV

Lean Back

마음자세

Single Tasking

TV<MP<TP<PC

Multitasking

읽기방식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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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관련사항

- 24 -

3장

디지털 리딩에서
멀티모달리티를 통한 몰입감
3.1 디지털 리딩의 특징 및 의미
3.2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
3.3 디지털 리딩의 몰입 요인
3.4 디지털 리딩에서 멀티모달 특성
3.5 멀티모달 요소를 통한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
3.5 디지털 리딩의 읽기 단계 요소

- 25 -

- 26 -

3. 디지털 리딩에서 멀티모달리티를 통한 몰입감

디지털 환경에서 글 읽기를 할 때 사용자들이 글 읽는 목적에 따라 콘텐
츠에 따라 다양한 앱을 사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물리적 단절감이 몰입
감을 방해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다른
앱을 사용하게 만드는 읽기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앱을 디자인하기 위하
여 디지털 리딩의 몰입과 멀티모달리티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디지털 리딩의
단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디지털 리딩의 특징 및 의미를 살펴보고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것이다. 또한 멀티모달리티의 장점에 대
해서 살피고 읽기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의 특성이 어떻게 몰입을 돕는지 고
찰해 볼 것이다. 전통적 읽기의 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접목 시켜 읽기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할 것이다. 읽기 과정이 콘텐
츠마다 어떻게 다를 것인지는 5장에서 설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3.1 디지털 리딩의 특징 및 의미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읽기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읽기 방식의 변화로 웹서핑, 키워드 찾기, 대강 읽기, 비선형적으로 읽기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사람들이 깊이 읽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Carr, 2010). 다매체에서
다양한 모달리티(modality)5)는 글 읽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모두 수반 한다
[표 4]. 앤 맨젠(Mangen, 2008)은 독서의 행위는 시각뿐 아니라 촉각을 동반
하는 멀티 감각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독서를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
다고 한다. 니콜라스 카(Carr, 2010)는 인터넷은 맛과 냄새를 제외한 모든 감
5) 인간 또는 기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의 성격이며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
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운동감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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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동원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마우스 클릭, 스크롤, 하이퍼링크, 경고음
등의 멀티모달리티는 독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디바이스를 통한 읽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적절한 모달리티의 사용은
디지털 매체의 장점을 더욱 부각 시켜 사용자의 경험을 증대 시키고 지속적
인 흥미를 통해 읽기에 대한 몰입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표

[

4]

다매체에서 읽기의 장, 단점

장점(Pros.)

단점(Cons.)

빠른 정보 유입
편의성
구체성
지속적인 관심
공유와 참여의 용이

깊은
낮은
쉽게
모든
VDT

사고 방해
집중도
산만해짐
종류의 글을 적독
증후군

김미량(Kim, 2000)은 정보화 시대에 독서의 의미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디지털 매체
에서 독서는 개인적이고 사색적인 전통적인 독서의 개념에 디지털의 즉각성,
역동성, 복합성, 용이성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헤리스(Hayles
2005)는 디지털 매체에서 읽기는 더 이상 읽기에만 머물지 않으며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읽기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월쉬(Walsh, 2007)는 디지털 환경
에서 문어와 구어 또는 정지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모달
리티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멀티모달 텍스트(multimodal texts)라
고 불렀다. 또한 피셔(Fischer, 2003)는 전통적인 책이나 이북을 읽는 행위 자
체는 같겠지만, 홀로그램, 동영상, 하이퍼텍스트, 상호작용 그리고 상상이 못미
치는 무언가는 결국 인간 체험의 지평을 넓게 확장시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다양한 활동과 연루되는 전자읽기 자체가 ‘읽기’의 의미를 규정지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강민정과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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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 Eune, 2012)이 주장한 디지털 리딩은 아날로그리딩의 개념에 멀티
모달리티의 특성이 합쳐진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해준다[그림 9].
아날로그리딩
디지털 리딩
멀티모달리티

그림

[

9]

디지털 리딩의 특징

3.2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

칙센트 미하이(1975)는 몰입(flow)을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
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 일컫는
최적의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 한다. 그는 플로우를 8가지 구성요소로 정의 하
였다. 첫째,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둘째, 행위에
집중할 수 있고, 셋째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보이며 넷째, 즉
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으며 여섯째, 본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고 일곱째, 자아
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며 여덟째, 몇 시간이 흘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일 때이다. 이러한 플로우의 경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수많
은 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모든 피험자들은 여러 행위 중 읽기에서 몰입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ato, 1988).
칙센트 미하이의 연구를 토대로 웹스터와 트레비노(webster and trevino,
1994)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재미있고 탐색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용자의 인식을 몰입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호프만과 노박(Hoffman
& Novak, 1996)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몰입은 네트워크 항해를 하는 동안 발
생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에 집중하고
상관없는 생각들과 인식들이 사라질 때 플로우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때 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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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미하이(1977)의 몰입과 같이 행동과 의식이 합쳐지고 나와 환경, 자극과 반
응,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한다. Chen(2000)은 웹환경에서 경
험하게 되는 몰입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경험하는 몰입과 유사하며 도전, 통제
감, 즐거움들이 웹 환경에서 몰입 구성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더글라스와 하가든(Douglas & Hargadon, 2000)은 하이퍼텍스트 리딩에서
플로우(Flow)를 설명하기 위해 위의 세 단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플로우
(flow)는 독자가 몰두(immersion)와 관여(engagement)를 수월하게 잘 수행할
때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몰두(Immersion)는 친숙한 이야기 전개방식에 독
자가 완전히 흡수된 상태를 의미하며, 관여(engagement)는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스키마와 읽고 있는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식하여 같이 결합하거
나 하나를 뒤엎는 능력에서 온다. 전자는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고 후자는 독
자의 참여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맨젠(Mangen, 2008)은 하이퍼
텍스트 리딩에서의 몰두(immersion)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독자가 상상력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몰두를 의미하
는 현상적 몰두(phenomenological immers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게임과 같
이 화면 안에 기술적 특징이나 물질적 디바이스에 의해서 지속되고 창조되는
가상의 세계에 대한 기술적 몰두(technological immersion)이다. 전자는 인지
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기술적 특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데에서 오는 정서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뉴만(Newmann, 1992)은 학
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관여(engagement) 수준을 참여도와 관련된 행위적 반
응, 집중의 정도와 관련된 인지 과정, 호기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관심도의 측
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리딩에서 몰입(flow)은
[표 5]에서와 같이 호기심, 동기부여에서 오는 정서적 몰두와 이해를 통한 인
지적 몰두, 독자의 개입을 통한 참여적 몰두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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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몰입의 유형
더글라스와 하가든

뉴만(1996)

맨젠(2008)

관심도
(호기심 열정:

기술적 몰두

Interest)

Immersion)

몰두

immersion)

인지 과정
(집중의 정도:

현상적 몰두

(Immersion)

인지적 몰두

(phenomenological

(cognitive

concentration)

Immersion)

immersion)

행위적 반응
(참여도:
Participation)

(2000)

디지털 리딩의 몰입
정서적 몰두

(technological

(affective

관여
(Engagement)

3.3 디지털 리딩의 몰입 요인

몰입
(Flow)

참여적 몰두
(participatory
immersion)

이순영(Lee, 2006)은 독서 동기(motivation)와 몰입(engagement)에의 영향
요인을 크게 네 가지 범주(텍스트 요인, 독자 내적 요인, 교사와 교실 환경 요
인, 가족과 가정환경 요인)로 정의 하였다. 또한 맨젠(Mangen, 2008)은 책이
라는 물질성을 읽기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읽기 앱을 디자인 할 때 고려할 요
소로 가정환경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텍스트 요인은 텍스트에 기인한 흥미 요인으로서 많은 학자들
에 의해서 언급 되었다(schallert & Reed, 1997; Garner et al.,1989). 이순영은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해 1)정보전달의 글 보다는 이야기를 선호하고 2)삶과 관
련된 주제 3)예상치 못한 스토리 전개 4)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정 주제에
매혹된다는 것을 밝혔다. 넬(1988)과 매퀼란과 콘데(Mcquillan & Conde,
1996)는 콘텐츠를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누어 픽션이 더 몰입이 잘되는 것을 증
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몰입이 안 되는 논픽션의 글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 나타나는 차이를 다루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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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내적 요인에 있어서 개인의 독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것은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으로 반듀라(Bandura)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
자 자신이 목표 수준까지 특정 행위를 완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Schunk & Zimmerman, 1997). 자아 효능감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며(Schunk, 1990),
이순영(2006)은 독자로서 자아 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 수
준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 수준
은 읽기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읽기 태도는 학습자가 읽기 상황
에 접근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읽기와 관련된 느낌의 체계이다
(Alexander & Filler,1976). 스펄링과 헤드(Sperling & Head, 2002)는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읽기 태도와 높은 동기가 읽기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읽는 동기가 읽기 행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기(정혜승, 2006)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읽는 동기를 하나의 요인을 선정하
여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순영(2006)은 독서 동기나 몰입이 독자가 속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교사와 교실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올드파더와 맥래프린(Oldfather & McLaughlin, 1993) 연구에 의하면 교실환
경에 있어서 학생 수가 많고 덜 개인적이며 보다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교사
중심적 상황이 학습자의 동기와 몰입 독서 경험을 떨어뜨린다고 정리하였다.
이렇듯 읽기는 장소에 따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리
딩의 경우 디바이스들의 휴대성이 용이해지면서 프린트북과 같이 여러 상황
에서 글을 읽게 되므로 특정 콘텐츠를 특정 플래폼에서 읽을 때 몰입이 잘
되는 환경을 컨텍스트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로 맨젠(Mangen, 2008)은 전통적 읽기에서 간과해왔던 몰두
(immersion)의 요소로서 텍스트의 물질성(materiality of text)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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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 활동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디지털 기술은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또
한 우리가 디지털 텍스트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읽기 방식과
습관들이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리뉴 외(Morineau et al.)는
물리적 경험에 있어서 이북(e-book)은 전통적 책과는 다르게 외부적 표시를
제공하지 않으며 텍스트와 물질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고 말한다. 맨젠
은 디지털 리딩에서 이러한 플랫폼과 텍스트 사이의 단절은 텍스트의 물질성
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담
고 있는 플랫폼을 하나의 요인으로 선정하여 플랫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몰입(flow)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정된 네 가지 요인
을 각 요소별로 세분하여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설계한다.

3.4 디지털 리딩에서 멀티모달 특성

모달리티란 인간 또는 기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의 성격이며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다(안세열 외, 2008). 제임스와 세베(Jaimes &
Sebe, 2004)는 멀티모달리티를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컴퓨터 입출력 수단(마우스, 키보드, 기타 센서)을 순차적 또는 여러 개를 동
시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오비앗과 코헨(Oviatt & Cohen, 2000)에
따르면 멀티모달 인풋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인식기반
시스템 능력향상, 표현력 향상이 있다. 멀티모달 아웃풋에서는 시너지효과, 전
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증가, 콘텐츠에 대한 맵핑 향상, 집중도에 도움이 있
다. 이러한 멀티모달 인풋과 아웃풋의 장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디
지털 리딩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가 주는 4가지 장점을 유추할 수 있다.
1)사용성 향상: 멀티모달 인풋이 주는 접근성 향상과 시스템인식 능력의
향상은 콘텐츠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도움으로서 독서 앱의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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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온다.
2)참여도 향상: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표현기능의 노출은 독자
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집중도 향상: 멀티모달 아웃풋은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 시켜
집중도를 향상 시킨다.
4)이해력 향상: 멀티모달 아웃풋은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을 통해 텍스
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최적화된 모달리티로 맵핑을 함으로서 깊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읽기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의 장점을 표 2에 정리해보았다.
표

[

6]

멀티모달 리딩의 장점
멀티모달리티의 장점

읽기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의 장점

접근성 향상
사용성 향상
Input

인식기반 시스템 능력 향상
표현력 향상

참여도 향상

집중도 향상

집중도 향상

시너지 효과
Output

전달 가능 정보 양 증가

이해력 향상

콘텐츠에 대한 맵핑 향상

3.5 멀티모달 요소를 통한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

위에서 살펴본 디지털 리딩의 특성, 몰입감,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여 그림 2에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을 정의하였다. 즉, 디지털
리딩의 몰입을 사색을 통한 인지적 몰두가 주를 이루는 전통적 읽기와 멀티
모달 인풋과 아웃풋에서 오는 사용성, 참여도, 집중도, 이해력 향상을 통한 정
서적, 인지적, 참여적 몰두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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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멀티모달 인풋의 사용성에서 오는 긍정적 읽기 태도와, 사운드, 움직이는
이미지 등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아웃풋은 집중도를 향상 시켜 정서
적 몰두를 가져온다.
2)멀티모달 아웃풋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 콘텐츠에 가장 적합한 모달리티
로의 맵핑,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은 인지적 몰두를 돕는다.
3)멀티모달 인풋에 있어서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을 적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돕는 표현 기능은 수동적인 읽기에 비해 참여적인 몰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

10]

멀티모달리티를 통한 몰입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나 기능 또는 콘텐츠를 표현하는데 있어
서 인간의 오감과 컴퓨터 입출력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멀티모달 요소
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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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리딩: 인지적 몰두
디지털 리딩 의 몰입

INPUT:

(Flow)
멀티모달리티:

OUTPUT: 이해력 향상
INPUT:

그림

[

11]

사용성 향상

OUTPUT: 집중도 향상
참여도 향상

정서적 몰두
인지적 몰두
참여적 몰두

디지털 리딩의 몰입

3.6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의 단계 요소

2장에서 언급했듯이 멀케이(Mulcahy)는 전통적 읽기 과정을 1)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프리뷰 단계, 2)읽는 동안에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해보는 단계 3)읽고 난 후에 생각을 요약하고 자신의 언
어로 견해를 만들고 공유하는 세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의 과정은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읽기 뿐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영역까지 독서의 범주로 포함이 되고 있다. 박인
기(Park, 1996)는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달은 독서의 실질적 프로
세스(Process)를 바꿀지도 모른다고 예견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변
화된 읽고 쓰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이쉐와 아미차이햄버거 (Eshet-Alkali and
Amichai- Hamburger, 2004)가 주장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의 5가지 주
요 기술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컴퓨터로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ool, 1997). 이 5가지
기술들은 아래와 같다.
① 하이퍼텍스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며 자신의 지식을 세우는 가지치기
기술(branching skill)은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을 하
는데 있어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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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들의 타당성과 질을 평가하는 정보 기술(Information skill)은 접근
단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가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이다.
③ 그래픽 화면이 나타내는 지침을 해석하는 사진 시각 기술 (photovisual skill)은 텍스트 이외에 다른 시각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회 감정 기술 (socioemotional skill)은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공유에 필요한 기술이다.
⑤ 기존의 것에서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는 복제기술
(reproduction skill)은 읽기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읽은 것으로 부터 창조로 이
어지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이 5가지 기술을 전통적인 리딩의 단계에 접목시켜 디지털 리딩의 단계
를 이루고 있는 항목들을 접근, 판단, 이해, 공유, 창조 5가지 항목으로 추출
할 수 있다. 추가로 이 5가지 항목에 이외에 많은 읽기 관련 앱을 조사한 결
과 디지털 리딩에서 중요시해야 할 또 한 가지 단계로서 6)사이버 공간에
산재해 있는 콘텐츠들을 한 곳에 수집하는 단계가 있다. [표 7]은 디지털 리
터러시 기술과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6단계를 매치하여 설명한 표이다.
이 6단계의 순서 및 각 단계별로 중요시 되는 고려 요소들을 밝혀 보고자 5
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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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디지털 리딩의 읽기 과정

리딩 단계

읽
기
전

디지털 리터러시(Eshet.

2004)

디지털 리딩 의 단계

가지치기 기술 (Branching skills)
비선형 하이퍼텍스트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지식세우기

접근
정보를 접하게 되는 단계
고려요소: 접근 방법

정보 기술 (Information
정보의 질, 타당성평가

판단
원하는 콘텐츠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프리뷰 단계
고려요소: 판단을 돕는 주관적/객관적
판단요소

skills)

글의
내용을
예측

수집
나중에 읽기 위해 저장하는 단계
고려요소: 저장할 필수정보 및 분류
기준

읽
는
중

읽
은
후

예측이
맞는지
모니터
링하고
시각화

생각을
요약하
고
자신의
언어로
견해를
만들고
공유

사진시각 기술 (Photo-visual skills)
그래픽적인 화면에서 지침 읽기

이해
본문을 읽는 단계
고려요소: 정보전달의 아웃풋과
반응을 표현하는 인풋 요소

사회감정 기술

공유
읽은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 및
평가하는 단계
고려요소: 공유 하는 정보의 유형 및
방법

(Socio-emotional skills)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 이해와
사이버 공간에 적용 자신의
데이터,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평가
복제 기술
(Reproduction skills)

기존에 것에서 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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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읽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
고려요소: 창조하는 콘텐츠유형

4장

디지털리딩 앱에 관한 사례연구
4.1 콘텐츠에 따라 각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UX특성 비교
4.1.1 신문 앱 - 조선일보
4.1.2 성경 앱

– YouVersion

4.1.3 크로스 플랫폼 뉴스앱과 성경앱 비교 분석

4.2 읽기 단계에 따라 태블릿PC용 읽기 앱 비교 분석
4.2.1 접근단계
4.2.2 판단단계
4.2.3 이해단계
4.2.4 공유단계
4.2.5 창조단계

4.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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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리딩 앱에 관한 사례연구

이번 장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에 따른 비교분석과 읽기 단계에 따른 분
석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 환
경에서 지원되는 읽기 앱들 중에서 신문 앱과 성경 앱을 플랫폼 별로 분석하
였다. 이 분석을 통해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 되게 가져가야할 요소와 플랫
폼 특성을 따라야하는 요소를 밝혀보았다. 또한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콘텐츠와 상관없이 각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콘텐츠별 차이점을 밝
혀보았다. 두 번째로 앞에 문헌연구에서 도출한 읽기 단계 따라 몰입을 돕는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유사한 태블릿PC용 읽기 앱 세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 세 가지 앱 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몰입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였다.

4.1 콘텐츠에 따라 각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UX특성 비교
4.1.1 신문 앱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013년 신문 열독 점유율 조사에서 23.7%로 1위를 차지하였
다. 또한 2005년도에 유비쿼터스 미디어랩[그림12]을 통해 종이신문 형식을
갖추면서 사진을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바뀌는 신문과 방송이 융합되는 방식
의 T-paper와 E-paper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였다(최재원, 2005). 이러한 조선
일보의 멀티모달 신문은 2011년에 4개의 플랫폼에서 제공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종이신문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디자인 측면으로 사례연구를 하게 되었다.
각 플랫폼에서 조선일보의 정보전달 방식을 비교 조사하고 일관성이 적용되
는 범위와 플랫폼을 따르는 범위를 파악하여 플랫폼과 읽기방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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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

12]

조선일보 유비쿼터스 미디어 랩

1) 조선일보 PDF버전과 디지털 버전 분석

[표 8]에서 보듯이 종이신문 형식에서 신문을 좌우로 넘기다 원하는 기사
를 선택하여 상세히 읽고, 넘긴 페이지 수를 통해 얼마나 읽었는지 알 수 있
는 방식은 종이신문 경험과 일관성을 보인다. 플랫폼 특성에서 오는 차이점은
사용성과 경험의 효과 면에서 기사에 대한 몰입도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강
한 색 대비와 화려한 칼라, 어두운 배경, 채널을 돌리는 듯한 경험 등은 TV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종이신문의 지루한 텍스트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읽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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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조선일보 종이신문 형식

Style

Interaction

Experience

Eco-syste
m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
텍스트+PDF
형식
현재 위치
숫자표시
글로벌
내비게이션
하단에 항상
노출

디지털
텍스트+PDF형
식
현재 위치
이미지표시
힌트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
숨김

지면 보기만
제외하고 PC의 형식

상위레벨:
수평이동

상위레벨:
수평이동

상위레벨: 한 페이지
안에 리스트
형식.(수직이동)

상세기사:
디지털
텍스트 팝업

상세기사:
디지털 텍스트
팝업

검색어 따라
검색
사진을
넘기듯
종이형식신문,
디지털 신문
섹션을 분리
아이폰(유료):
2000원/month
안드로이드폰
(무료)
조선일보
독자 무료

PC

디지털
텍스트+PDF형식
현재 위치 지면상
표시

→

디지털
텍스트+PDF형
식
현재 위치
숫자표시

같은 레벨에서
수평이동

부분적
으로
일관적

or

→

검색기능 없음

검색어, 기고자,
발행일에 따라 검색

책장을 넘기듯

스크롤

채널을 돌리듯

종이형식신문,
디지털 신문
섹션을 분리

종이형식신문,
디지털 신문 분리
또는 통합

종이형식신문,
디지털 신문
분리 또는 통합

모두 무료

모두 유료:
500원(2시간)/day

팝업

PDF

일관적
플랫폼
특성

지면선택
팝업
날짜로
검색가능

지면선택

일관적

의 강렬한
색상과
명도대비
TV

상세기사:
페이지이동

상세기사:
페이지이동
or

일관성

TV

PDF

부분적
으로
일관적
일관성
없음
플랫폼
특성
부분적
으로
일관적

유료:
원/month
조선일보 독자
무료
10000

일관성
없음

[표 9]는 디지털 버전 신문으로, 종이신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간 업데
이트되는 뉴스를 디지털 텍스트로 플랫폼에 맞춰 편집한 형태이다. 스마트폰
과 아이패드에서는 조선일보 서체로 통일하여 종이신문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플랫폼 간의 눈에 띄는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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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에서는 문단을 짧게 쪼개고 문단 사이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두어 짧은
집중으로 기사 전체를 리드미컬하게 읽어 나가도록 돕는다. 아이패드는 스크
롤 없이 모든 페이지를 책장을 넘기듯이 이동하며 움직이는 이미지가 없고
불필요한 내비게이션 요소들을 숨김으로 읽을 때 집중하기 매우 좋다.
표

[

9]

조선일보 디지털신문 형식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일관성

리스트 형식의 심플한
레이아웃

이미지 위주의 잡지와
같은 레이아웃

다양한 기능의 복잡한
레이아웃

플랫폼 특성

조선일보 폰트

조선일보 폰트

시스템 폰트

부분적으로
일관적

중요도 알 수 없음

중요도에 따른 편집

중요도에 따른 편집

부분적으로
일관적

짧은 문장, 짧은 문단,

그리드 형식의 집중된
기사

헤드라인 텍스트
위주의 가능한 많은
기사

플랫폼 특성

주요 메뉴만 노출

기사내용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 숨김

다양한 종류의 메뉴와
링크 노출

플랫폼 특성

현재위치 숫자 표시

현재위치 표시 없음

현재위치 표시 없음

부분적으로
일관적

상위레벨: 메뉴 통해
이동

모든 레벨에서
수평이동

부분적으로
일관적

상세기사: 수평이동

모든 레벨에서
수평이동
메인: 플립핑

상위레벨: 메뉴 통해
이동
상세기사: 수직,
입체적 이동
(목록
상세,
관련기사)
메인: 스크롤

서브: 플립핑

서브: 스크롤

플랫폼 특성

메인기사: 플랫폼끼리
불일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메인기사: 플랫폼끼리
불일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Style

Interacti
on

메인: 스크롤(Scroll)
서브:
플립핑(Flipping),스크롤
메인기사: 플랫폼끼리
불일치
Experie
nce

텍스트, 이미지
채널

SNS

채널

↔

채널, 댓글

SNS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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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일관적
플랫폼 특성

일관성 없음
플랫폼 특성
부분적으로
일관적

Eco-syst
em

아이폰(유료):
2000원/month
안드로이드폰(무료)
조선일보 독자 무료

모두 무료

디지털 버전은 무료
PDF 유료:
500원(2시간)/day

일관성 없음

2) 분석 결과

PDF버전은 고정된 같은 콘텐츠를 플랫폼 특성에 따라 보여주는 방식만
최적화 하였으므로 일관성 부분에서 큰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시
간 업데이트 뉴스가 올라오는 디지털 버전에서는 메인을 차지하는 뉴스가 플
랫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페이지 숫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플
랫폼을 이동하여 다시 읽고자 할 때 자신이 읽은 뉴스와 읽지 않는 뉴스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메인 뉴스의 불일치와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는 뉴스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플랫폼을 이동하여 읽을 때 혼란을 겪게 된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플랫폼 특
성과 멘탈 모델이 충돌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이패드, TV의
이동 방식이 멘탈 모델에서 수평적이라면 수직적인 PC의 플랫폼 특성을 따르
게 된다. 스마트폰과 Pad와 같이 인풋과 아웃풋 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대체

로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4.1.2 성경 앱 – YouVersion

뉴스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가장 오래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
린 책이다(Guinnessworldrecords). 성경은 소설과 같이 깊은 몰입이 필요한
책 중 하나이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스토리를 이해하려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다. 유버전(Youversion)으로 알
려진 디지털 바이블은 멀티모달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잘 성취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유버전은 전세계에서 1억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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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크로스 플랫폼 디지털 성경 앱이다(Sherman, 2013). 이 사례연구에서
는 플랫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조선일보 사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각각의 플랫폼이 전체 크로스플랫폼 경험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
지 밝혀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13]에서 보듯이 유버전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바로 성경 본문
을 보여주기 전에 읽기를 돕는 기능들의 메뉴를 보여준다. 또한 모바일 버전
에서 는 첫 페이지에 검색 기능을 상단에 눈에 띄는 위치에 강조하여 디자인
되어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을 보면 검색 옵션 또한 모바일 버전에서만 유
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 이것은 모바일 버전이 주로 검색이나 구체적인 구
절을 찾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메인

본문

그림

[

13]

검색옵션

유버전 스마트폰 버전

[그림14]를

보면 태블릿 버전에서는 현상적 몰입을 돕도록 디자인 되어 있
다. 독자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페이지를 기억했다가 먼저 보여주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전체적인 페이지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이의 질감과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메뉴바 영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색 또한 매우 제한하여 시각
적인 방해요소들을 배제시켰다. 또한 어떤 버튼을 누르더라도 화면전환을 하지
않고 기능들이 화면 위에 나타남으로서 계속해서 읽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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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되었다. 메뉴를 배치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성경 버전, 노트, 북마크, 계획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태블릿 버전이 정독을 하도록 의도되어졌음을 시
사한다.

첫 화면

메뉴 선택화면

그림

[

14]

메뉴순서

유버전 태블릿 버전

PC버전의

경우 두 면으로 나뉘어 한 면에는 성경을 다른 한 면에는 기능
을 배치하였다. 이 오른쪽에서 읽기를 돕는 기능들은 왼쪽 성경에 반응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들이 한눈에 관련 기능들을 파악하여 멀티테스킹을 하기에
용이 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따라서 PC버전은 정독 보다는 읽고 공유하고 관
리기능과 같은 복잡한 활동들에 집중되어 있다[그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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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

유버전

버전

PC

각 플랫폼의 특성들이 다름에도 유버전의 기능들은 세 플랫폼 모두
에서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분석결과 플랫폼들 사이에 일관성과 다양한 멀티
모달 기능들은 독자들이 성경을 각 플랫폼에서 끊김 없이 읽도록 돕는다. 플
랫폼끼리 멘탈모델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이의 일관성은 유지되었다.
유버전은 각각의 기능들이 플랫폼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어서 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표 10].
비록

표

[

10]

유버전의 플랫폼별 비교분석
모바일 폰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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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

레이아웃, 칼라, 아이콘, 폰트

레이아웃

텍스트

그래픽

:

기능

= 5:1

폰트
인터랙션

-

:

기능

= 10:1

텍스트

:

기능

= 1:1

칼라, 큰아이콘, 아이콘
적극 사용

모노톤, 작은 아이콘,
아이콘 적절한 사용

아이콘 텍스트 동시사용
아이콘 장식적 사용

시각 요소에 의존적

시각적 방해요소 없음

시각 요소의 보조적 사용

전체적 흑백
배경칼라 옵션:
검정색/흰색

칼라

텍스트

전체적 모노톤
배경칼라옵션:
검정색/흰색

일관성
없음
일관성
없음

-

-

-

-

목표:
작은 스크린에서가독성

목표:
시각적 방해요소 피함

목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화

글꼴/사이즈: 조정가능

글꼴/사이즈: 조정가능

사이즈: 조정가능

부분적
일관성

흰색, 회색, 검정색
배경칼라옵션: 없음

-

일관성
없음

구조, 플로우, 인풋/아웃풋, 규칙

첫페이지

메인메뉴 (홈페이지)

본문텍스트
(홈페이지 없음)

본문텍스트와 기능들
(홈페이지)

일관성
없음

메뉴위치

상단: 주요기능들
하단: 부가 기능들

상단: 대부분의기능들
하단: 없거나
읽어주기 기능

상단: 주요 기능들
하단: 실행버튼

일관성
없음

메뉴
우선순위

검색>성경>계획>
북마크>노트>라이브>
도움말

성경>버전들>노트>
북마크>계획>라이브>
히스토리

바이블>마이 (나의활동)
>커뮤니티 (공유)>모바일
(플랫폼)

일관성
없음

페이지
조정

스크롤: 같은 장
플립: 장 이동

스크롤: 같은 장
플립: 장 이동

스크롤: 같은 장, 장이동
플립: 장 이동

부분적
일관성

페이지
전환

아래서 위로 덮음

팝업으로 가림

페이지 전체 바뀜

일관성
없음

경험

-

필요성, 목표, 콘텐츠

모달리티

텍스트, 오디오

텍스트, 오디오

텍스트, 오디오

일관성
없음

하나의
문장위에
서 기능

버튼을 누르면 기능
나타남 (노트, 공유,
복사, 북마크,
하이라이트칼라
(아이콘버튼형식)

노트필기, 공유, 복사,
북마크 버튼이 나타남
(텍스트버튼)

커뮤니티 노트 & 나의
노트가 왼쪽 컬럼에
업데이트됨

부분적
일관성

공유도구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SMS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일관성
없음

주목표

찾기, 계획하기

읽기, 노트

공유하기, 노트

일관성
없음

에코시스템

-

동기화

노트, 북마크, 계획하기

노트, 북마크,
계획하기

노트, 북마크, 계획하기

일관적

동기화, 이동,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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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노트, 계획하기, 실시간
이벤트

노트, 계획하기,
실시간 이벤트

노트, 계획하기, 실시간
이벤트

4.1.3 크로스 플랫폼 뉴스앱과 성경앱 비교 분석
[표11]을

일관적

보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콘텐츠 모두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가 사용성, 이해력, 참여도 측면에서 유익을 제공하였다. 스
마트폰에서는 멀티모달 기능들이 사용성 측면에 집중되어있다. 신문의 경우 메
인 아이디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성경에서는 성경 구절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왔다. 태블릿의 경우엔 멀티모달리티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집
중되어 있다. 신문에서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관심을 끌고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정서적 몰입에 집중하였다. 성경
의 경우엔 신문과는 반대로 시각적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성경구절에 대한 자
세한 해석 또는 묵상을 위한 노트와 소통을 위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인지적
몰입을 도왔다. PC버전의 경우 멀티모달리티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돕는다.
신문에서는 SNS, 리뷰글, 관련기사 연결과 같은 기능들에 주력하여 사용자들
의 뉴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고 성경의 경우에
는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트도 읽고 자신의 생각도 적을 수 있는 인터페
이스와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멀티테스킹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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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신문과 성경앱 비교

11]

콘텐츠의
특징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신문 (조선일보)
짧은 이야기 (비선형)
최신 텍스트
얕은 몰입
독자들이 손가락으로 쉽게
흥미있는 기사를 찾기위한
목록형식 레이아웃
이동중 쉽게 읽을 수 있는
짧은 문장 및 문단 구성
요지의 쉬운 파악

디지털 성경(Youversion)
긴 이야기 (선형)
오래된 텍스트
깊은 몰입
찾기기능에 쉽게 접근하고
선택하기 위한 컬러로된 큰
아이콘. 쉽게 읽기 위한
선명한 색대비
문장을 쉽게 찾기
독자들의 본문 이해를
돕기위해 시각적 방해물
제거. 다양한 버전 및
커뮤니티 글남기기 기능.
현상적 몰입
독자들이 읽으면서
멀티태스킹으로 커뮤니티에
글남기기, 북마크, 그리고
공유하는 기능
멀티태스킹

독자들의 기사 이해를 돕는
멀티모달 정보 (글, 사진,
비디오)
정서적 몰입
기사에 반응하는 SNS, 리뷰나
심층분석, 관련기사에 접근하는
다양한 기능

PC

즉각적 피드백

멀티모달리티의 이점

사용성

이해

참여

결론적으로 유버전에서의 각 플랫폼에서 나타난 발견점은 조선일보 사례
와 유사했다. 다음 [표12]는 두 번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에서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

12]

읽기 특성

읽기 방법

스타일

상호작용

플랫폼별 읽기 관련 요소들의 특징
스마트폰

태블릿

짧은 문장
가벼운 주제
빠른 업데이트
빠른 서치
속독

선형 읽기
무거운 주제
높은수준의 집중
정독
느린 읽기

읽기를 돕는 색대비
짧은 문장 및 문단

집중을 위한 낮은 색대비
스타일
종이책과 유사

키메뉴 노출
계층적 변이
종횡이동
북마크>찾기>노트

주의분산 요소들을 숨김
메뉴바의 최소화
메뉴의 덧씌우기
종횡이동
북마크>노트>메모 및
노트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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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멀티태스킹
다양한 문장 종류
확장적 읽기
빠른 서치
속독
기능들에 기반한
다양한 스타일
모든 것을 한페이지에
표현
모든기능노출
메뉴바꾸기 페이지
본문관련 기능
같은페이지로
종이동
노트,

북마크>찾기>리뷰
경험
에코시스템
멀티모달리
티의 이점

찾기중심

읽기중심

리뷰중심

읽기전
(예측)
사용성

읽기중
(모니터링)
이해

읽기후
(창조)
참여

4.2 태블릿PC용 읽기 앱 분석

이 사례연구에서는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을 돕는 멀티모달 요소들과
원칙들을 이끌어냈다. 마셔블(Mashable, 2013)6)에서는 나중에 읽기 앱 베스트
5 (5 Best Read-It-Later Apps)로서 포켓(Pocket), 인스타페이퍼(Instapaper),
리더빌리티(Readability), 에버노트(Evernote), 리드킷(Readkit)을 선정하여 보
도하였다. 또한 Appadvice.com(2012), LifeHacker.com(2013)과 같은 여러 블로
그 에서 가장 유사한 세 가지 읽기 앱인 인스타페이퍼(insrapaper), 포켓
(Pocket), 리더빌리티(Readability)를 비교분석하여 보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도 이 세가지 앱을 앞 장에서 도출한 읽기 단계별로 분석하여 단계별
로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들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앞 장에서 읽기 단계를 크게 5단계인 접근, 판단, 이해, 공유, 창조의 단계
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에 맞춰서 태블릿용 세 가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과 특징들을 비교하였다.

4.2.1 접근단계

인스타페이퍼는 5가지 콘텐츠 접근경로를 제공한다. 그 5가지는 1)웹사이
트에서 저장한 글 2) 검색한 글 3) 브라우저에서 URL통해 방문한 글 4) 친구
들이 공유해준 글 5) 인스타페이퍼 자체에서 추천해준 글 이다. 그 중에서
6) 마셔블(Mashable)은 영미권 뉴스 웹사이트로서 소셜미디어 뉴스에 집중되어 있다. 타임
(Time)지는 마셔블을 2009년에 25 베스트 블로그 중에 하나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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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4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 앱은 오직
웹 콘텐츠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자들이 다운받은 PDF나 이북을 읽
고 싶으면 다른 앱을 사용해야한다. 이때 이 앱을 떠나는 순간 독서활동은 방
해받게 된다. 포켓의 경우엔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로
서 저장한 글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를 읽을 수 있는 방법
은 없다. 리더빌리티는 위의 5가지 접근방법 중에서 친구들이 공유한 글을 제
외하고 4가지 접근 경로를 제공 한다[그림 16].

Instapaper

Pocket
그림

[

16]

Readability

접근단계

4.2.2 판단단계

이 단계는 이 콘텐츠가 내가 찾는 콘텐츠인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필터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제목, 대표이미지, 요약 글을
봄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인지를 판단한다. 또 한편으로 자료의 출처,
공유수, 조회수, 별점, 리뷰글을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을 통해 콘텐츠를 저장할 때 판단을 도왔던 정보들이 저장한 콘텐츠와 함께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저장한 콘텐츠들 사이에서 다시 판단을 해
야 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앱 모두 원하는 콘텐츠인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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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제목과 프리뷰를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동, 삭제, 공유와 같은 버튼을 통
해 관리를 한다.
[표13]를 보면 인스타페이퍼는 콘텐츠의 유형 또는 접근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의 템플릿만을 제공한다. 책과 같이 매우 차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독자들이 보기(seeing) 보다는 읽기(reading)를 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독자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차분해지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앱들에는 나타나지 않
는 저자의 이름이 판단단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논문과 같이 지식 콘텐츠를
읽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종합해 보면 인스타페이퍼는 지식을 얻기 위한 진지
한 읽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포켓(Pocket)은 같은 콘텐츠를 갤러리뷰와 리스트뷰로 선호도에 따라 바
꿔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인스타페이퍼와는 다르게 두 가지 뷰 모두
이미지를 포함한다. 텍스트로만 보여주는 것 보다 훨씬 쉽게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러나 사진속의 색, 아이콘의 색, 로고의 색들이 콘텐츠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시선을 빼앗는다. 정서적 몰입을 위해 관심을 모으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 이다.
리더빌리티(readability)는 인스타페이퍼와 포켓의 절충 형으로 보인다. 저
장한 콘텐츠일 경우 텍스트뷰로만 보여주고 추천 콘텐츠일 경우엔 이미지와
텍스트뷰 두 가지로 보여준다. 새로운 콘텐츠의 경우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은 콘셉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고 사용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있어서 효과
적이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 뉴스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텍스
트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리스트뷰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 앱
은 콘텐츠의 유형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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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3]

판단 단계 비교

저장

추천(공유)

없음

인지적 몰입
지식에 적합
하나의 정보

정서적 몰입
정보에 적합
목록/갤러리 보기

4.2.3 이해단계

인지적. 정서적 몰입
정보 및 지식에 적합.
접근방법에 따라 다른 두
템플릿

이해단계는 본문을 읽는 단계로서 인스타페이퍼와 리더빌리티는 콘텐츠
안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만 제공한다. 그러나 포켓은 콘텐츠와 관련된 무비클
립을 저장하여 나중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 앱 모두 뉴스기사와
관련 글을 제공하거나 읽으면서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노트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메뉴는 사라졌다가 스크린을 탭하면 다시 나타나도록 디
자인되어 메뉴로 인해 산만해지지 않게 하였다. 포켓과 리더빌리티는 스크롤
기능만 제공하는 반면 인스타페이퍼는 스크롤링(Scrolling)과 플립핑(flipping)
기능 모두 제공함으로서 책의 경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사실상
콘텐츠에 따라 화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멘탈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
지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 앱 모두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like, share, open in brower,
move to archive기능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가독성과 관련된 밝기, 폰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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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 글자크기와 같은 설정기능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앱 전체적으로 텍스
트 위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스타페이퍼는 가독성에 있어서 좀 더 섬
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반면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
는 포켓은 가독성에 관련해서 가장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4.2.4 공유 단계

세 앱 모두 공통적으로 이메일, 복사,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공유 기능을 제
공한다. 인스타페이퍼는 적절한 숫자의 공유 서비스 링크를 제공하며 공유 서
비스 이름 옆에 브랜딩 아이콘과 함께 보여주어 공유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
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포켓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공유서비스 링크를 제공한다. 브랜딩 아이콘도 없이 알파벳 순서로 배치하여
원하는 공유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찾기 매우 어렵다. 리더빌리티는 위에서 언
급한 공통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세 앱 모두 외부 공유 서비스 링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공유한 글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앱을 떠나야 한다. 읽으면서
바로 그 콘텐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좋아요와 같은 간단한 평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좀 더 콘텐츠에 깊은 몰입이 가능 할 것이다.

4.2.5 창조 단계

창조기능은 어떤 앱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에 창조활동을 위한 외부
어플리케이션으로 링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리서치를 위해 콘텐츠를 읽는 사
람들은 읽는 동안 바로 생각을 적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 툴은 콘텐츠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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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4]

단계

읽기 단계에 따른 앱 3가지 읽기 비교 분석
인스타페이퍼
(INSTAPAPER)

리더빌리티

포켓(POCKET)

(READABILITY)

접근

저장한글(web

browser

plug-ins): Y

저장한글(web

browser

저장한글(web

browser

plug-ins): Y

plug-ins): Y

검색(웹사이트, 앱내부)

검색(앱내부)

검색( 웹사이트, 앱내부)

웹브라우저:

N/A

웹브라우저:

N/A

N/A

N/A

추천한글:

공유된글:

Y

Y (link, liked)

추천한글

: Y

뷰 모드:

N/A

리로드:

노출)

Y (

뷰 모드:
리로드:

뷰 모드:

Y

노출)

리로드:

Y (

Y

Y

Y

숨겨짐)

Y (

편집(폴더로이동)

큼직한 편집(Bulk

카테고리:
나중에읽기, 좋아한것들,
저장

카테고리:
홈 (모든 아이템),
선호목록, 저장

카테고리:
읽기 목록, 즐겨찾기,
아카이브

조직화: 폴더로 정리

조직화: 태그

N/A

edit)

편집(아카이브, 삭제)

판단
(아웃풋)

Saved

News

Output:

Output:

Output:

Output:

제목
출판매체
미리보기글
저자
진행상태와 페이지양을
나타내는 점

제목
출판매체
미리보기글
이미지

제목
출판매체
미리보기글

제목
출판매체
미리보기글
이미지
게시시간

Input:

Input:

Input:

삭제, 폴더로이동, 복사

삭제, 태그, 아카이브,
좋아요, 공유

삭제, 아카이브, 좋아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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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인풋/
아웃풋)

최적화된 화면 (광고 없음,
숨겨진인터페이스)

최적화된 화면 (광고 없음,
숨겨진인터페이스)

콘텐츠 유형:
기사, 이미지

콘텐츠 유형:
기사, 이미지, 비디오

콘텐츠 유형:
기사, 이미지

콘텐츠 정보:
제목, 출판매체, 게시날짜,
저자, 페이지표시,

콘텐츠 정보:
제목, 출판매체,(저자),
(게시날짜), 이미지

콘텐츠 정보:
제목, 출판매체, 게시날짜

화면전환: 플립핑, 스크롤링

화면전환: 스크롤링

화면전환: 스크롤링

실행:
좋아요, 공유,
브라우저에서 열기, 삭제,
화면전환 방식, 폴더로 이동

실행:
좋아요, 공유, 브라우저에서
열기, 읽기 여부 표시,
리로드

실행:
좋아요, 공유, 브라우저에서
열기, 삭제, 아카이브

보기설정:
밝기조정, 글꼴(14),
배경칼라, 글자크기, 행간,

보기설정:

보기설정:

Brightness, Typefaces(2),

Brightness, Typefaces(5),

BG color, Type size,

BG color, Type size,

Column width

Justifying,

Column width

실행:
링크복사, 링크메일보내기,
전체글 메일보내기, 전체글
복사

실행:
링크복사, 이메일,
사파리에서 열기, 크롬에서
열기, 신고하기

실행:
링크복사, 이메일, 사파리

공유 서비스:

공유 서비스:

공유서비스:

최적화된 화면 (광고 없음,
숨겨진인터페이스)
Output

Input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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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텀블러(Tumblr),
핀보드(Pinboard)
링크된 앱:
굿리더(Goodreader)에서
읽기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텀블러(Tumblr),
핀보드(Pinboard)
에버노트(Evernote)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9 more

링크된 앱:
에코폰(echofon),
옴니포커스(omniffocus)
+ 4 more

Creating

Link to Evernote

Link to Evernote,

N/A

이 사례연구는 읽기 단계를 연결을 함으로서 몰입을 돕기 위한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UX요소 추출하였다. 접근단계에서
는 인스타페이퍼가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게
때문에 독자들이 여러 앱을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접근단계에서 흐름
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만을 제공하게 때문에 다운받은
오프라인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의 앱 안에서 원하는 콘텐
츠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 단계에서는 리더빌리티와 같이 새로운 콘
텐츠와 저장한 콘텐츠로 나누어 콘텐츠 유형에 맞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정서적 몰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단계에서는 포켓과 같이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면 이해가 빠르고 좀 더 오래 집중 할 것이
고 인스타페이퍼와 같이 가독성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서 인지적 몰
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앱도 공유와 창조를 위한 기능들이
앱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15]에서 왼쪽은 사례연구에서 추출한 UX요
소들이고 오른쪽 칸은 각 단계에서 몰입을 돕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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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단계

15]

디지털리딩 에코시스템을 위한

요소 추출

UX

추출된 요소

제안

접근방법:
웹사이트에서 저장한글

1)

검색한 글

2)

주소쳐서 브라우징한 글

3)

친구들에 의해 공유된글

Ÿ

4)

앱에서 추천한글

접근

다른 저장매체(디바이스 내부, 외부
클라우드)로부터 파일 오픈하는

5)

기능:

기능

리로드, 편집, 폴다, 키워드삽입,

Ÿ

콘텐츠유형:

관심가는 인물의 책 리스트
볼수있도록 읽기 리스트 공유기능

텍스트, 이밎, 비디오
조작화:
폴더, 키워드, 콘텐츠 유형
마지막으로 읽었던 페이지 보여줌
아웃풋:
제목, 출판매체, 미리보기 글, 이밎,

Ÿ

진행상황표시, 게시날짜

접근 방법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플렉서블 뷰와 기능 제공 기능

판단

Ÿ
인풋:

조회수, 공유, 좋아요 같은 가치판단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폴더로이동, 삭제, 복사, 태그,

Ÿ

저장할 때 자동 키워드 추출

Ÿ

접근 기능

Ÿ

관련 지식

Ÿ

표현 도구 (노트, 하이라이트,

아마이브, 좋아요, 공유
아웃풋:
텍스트, 이밎, 비디오
이해

인풋:
화면이동(스크롤링, 플립핑)

손글씨, 스크랩)

아카이브(읽은것/안읽은것), 좋아요,
공유, 브라우저에서열기, 보기설정
공유

Ÿ

공통 기능:
이메일, 복사, 트위터, 페이스북

창조

플립보드와 같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 리스트, 코멘트 노출

Ÿ

코멘트, 좋아요/별점 기능

Ÿ

앱 내부에 노트 또는 스크랩같은
편집기능

에버노트로의 링크

Ÿ

독자가 참고문헌으로 발췌시
문헌들의 자동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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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앞의 사례연구를 통해 여러 차원에 걸쳐져 있는 UX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로 플랫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고 콘텐츠에 따라 각 플랫
폼 별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보았다.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유사한 태블릿용 읽기 앱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읽기 단계별로 나타나는 공
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더 나은 방향의 것들로 취사선택 하였다. 또한 세 앱
에서 제공하지 않는 읽기를 돕는 기능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여기
서 정리된 UX요소들과 아이디어들은 6장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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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설문조사 및 분석
5.1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및 우선순위 요소 검증
5.1.1 설문 개요
5.1.2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관관계
5.1.3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 경험
5.1.4 읽기를 위한 기능
5.1.5 디자인 가이드 및 소결

5.2 디지털 리딩의 읽기 단계

5.2.1 설문 개요
5.2.2 디지털 리딩 관련 전체적 질문
5.2.3 디지털 리딩의 단계별 요소에 대한 질문
5.2.4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및 소결

5.3 몰입의 영향 요소 및 읽기 단계 중요도 검증

5.3.1 설문 개요
5.3.2 콘텐츠에 따라 읽는 동기와 플랫폼 상관관계
5.3.3 플랫폼에 따라 몰입이 잘되는 장소
5.3.4 콘텐츠에 따라 각각의 플랫폼에서 선호되는 읽기단계

5.4 디자인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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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조사 및 분석

디지털 리딩의 몰입을 돕는 크로스 플랫폼 앱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몰입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상관관계와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에 따라 필요로
하는 UX요소들을 밝히고자 3차에 걸쳐 설문을 하였다[그림 17]. 이 설문들을
통해 디자인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프레임워크와 디자인 가이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관관계와 크로스 플랫폼에
서 읽기의 몰입감에 관련된 요소들을 밝혔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콘텐츠에 따른 읽기 단계 및 단계별 요소들의 우
선순위를 밝혔다.
세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리딩의 몰입의 영향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각 플랫폼에서 중요시 하는 읽기 단계를 밝혔다.

그림

[

17]

설문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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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및 우선순위 요소 검증
5.1.1 설문 개요

1차 설문 조사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플랫폼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읽기
방식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글
의 성격과 디바이스와의 심리적 거리를 파악하고 몰입감에 있어서도 어떤 콘
텐츠를 어떤 디바이스에서 읽을 때 향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글
을 읽을 때 사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디자
인 가이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메일과 같은 개인적인 글을 읽
을 때와 뉴스와 같은 대중적인 글을 읽을 때 선호되는 디바이스를 파악하고
논문과 같은 집중을 요하는 글과 SNS와 같이 순간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글을
읽을 때 적절한 디바이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20-30대 남자 22명과 여자 30명 총 5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표 16]. 참여자들 중 20명은 비교적 글을 자주 읽는 대학(원)생들이고, 나
머지 32명은 직장인들이다. 프로필 관련 질문을 제외한 총 20개 질문을 하였
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표 17].
표

[

16]

참여자
남자

여자

학생

직장인

학생

직장인

합계

대

6

3

10

3

22

30

대

0

13

4

13

30

합계

6

16

14

16

52

20

피험자들에게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스마트 TV 4개의 플랫폼 사용을
가정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실제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면서 응답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TV의 경우
는 보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스마트TV의 경험은 기존의 IPTV등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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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지고 응답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

17]

플랫폼 특성에 따른 읽기 설문 내용

프로필

나이, 성별, 사용기기, 직업
페이지 논문 또는 소설,
이메일
만화책,
신문이나 뉴스,
SNS 업데이트 글
10

콘텐츠에 따라
선호하는 플랫폼

각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스마트폰
태블릿PC
PC
TV

스마트TV
관련 질문

주사용 목적
읽고 싶은 글
읽기를 향상 시킬 요소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 경험

플랫폼에 상관없이 읽기편한 글
끊김 없이 읽고 싶은 글
크로스 플랫폼에서 만족스러운 읽기 경험을 위해 기대하는 것
크로스 플랫폼에서 가장 일관성을 느끼기 바라는 것
각 플랫폼에서 읽기에 필요로 하는 기능
각 플랫폼의 조선일보 메인 화면에서 매끄러운 읽기(seamless
reading)의 방해 요소

5.1.2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관관계
(1) 콘텐츠에 따라 선호하는 플랫폼

사용자들은 10페이지 논문 또는 소설을 읽을 때 태블릿PC를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그 이유로 화면의 크기와 휴대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특히 책과의 유사한 사이즈를 마음에 들어 하였다. PC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과 공부하는 자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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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논문/소설 읽기용 선호 플랫폼

18] 10p

이메일을 읽을 때는 스마트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자주 간편하게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고 바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
로 들었다. 또한 장소에 따라 이메일을 확인하는 디바이스가 다른 것을 언급
하기도 하였다.

그림

[

19]

이메일 읽기용 선호 플랫폼

만화책을 보는데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태블릿PC를 선호하였다[그림 20].
이동 중에 읽을 수 있고 편안한 자세로 읽을 수 있으며 그림을 보기에 적당
한 화면 사이즈와 화면과의 거리를 이유로 꼽았다. 만화는 그림을 포함한 엔
터테인먼트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TV에 대한 선호도를 기대하였지만 상당히
저조한 반응이었다.

그림

[

20]

만화책 읽기용 선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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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뉴스의 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선택이 되었다[그림 21].
읽기를 꺼리는 TV플랫폼에서도 12.8%를 기록하였다. 사람마다 다른 생활패
턴과 뉴스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 특성을 보이는데 PC를 선
택한 사람은 한눈에 많은 뉴스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댓
글을 달수 있는 쌍방향성과 검색, 스크랩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들은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정보
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뉴스를 보는 습관 때문에
스마트폰을 선택하였다. 태블릿PC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콘텐츠와 마찬가
지로 적절한 화면 사이즈와 휴대성을 들었다. 하지만 대체로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디바이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 콘텐츠가 플랫폼
간의 이동을 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 보인다.

그림

[

21]

신문이나 뉴스 읽기용 선호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의 업데이트 글을 읽는데 있어서 스마트
폰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그림 22]. 그 이유로는 빠른 접근성과 짧은
문체, 개인적인 정보라는 측면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나온 스마트폰의 휴대성(Portable), 작은 화면(Small Screen), 사적인(Private)
특성과 잘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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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업데이트 글 읽기용 선호 플랫폼

22] SNS

(2) 각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스마트폰에서는 5.1.2의 (1)의 설문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SNS에 대한 선
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23]. 이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글, 실시간 업
데이트가 되는 성격의 글, 짧은 문체의 글, 소통에 관한 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적독과 속독이 적합한 매체이다.

그림

[

23]

스마트폰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태블릿PC에서는 논문이나 소설 같이 글의 양이 많고 높은 집중을 요하며
선형적인 글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독, 통독, 적독, 속독, 지
독이 적합한 플랫폼임을 알 수 있다[그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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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태블릿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PC에서는 특정한 글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글이 선
호되었으며 다독, 적독, 속독의 읽기방식이 적합한 플랫폼임을 알 수 있다
[그림25].

그림

[

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25] PC

[그림

26]에서 스마트TV에서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중적이고 여럿이 함께 보아도 무방한 성격의 글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신문과 인터넷 TV등에서 여러 시각 청각의 멀티모
달리티와 다양한 매체에 걸쳐있는 뉴스는 TV에서 텍스트로 접근하였을 때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콘텐츠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읽기보다
는 훑어보는 식의 속독이 적합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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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6]

스마트TV에서 선호하는 글의 종류

위의 설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림 27]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

27]

플랫폼과 글의 특성

위의 결과를 집중도, 기능의 복잡성을 두 축으로 두고 4개의 디바이스를
비교하고, 또한 각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 양과 디
바이스의 휴대성을 [그림 28]에서 비교해 보았다.

그림

[

28]

플랫폼과 글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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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에 대한 기타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
마트 TV가 되더라도 읽기를 꺼려하지만 읽어야할 동기가 주어진다면 TV에
서도 읽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영화와 관련된 글이
라든지 TV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을 검색해서 검색결과를 읽는 등의
TV기능에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글에 대해서는 읽기 의지를 보였다.
TV에서 읽기를 꺼리는 사용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요소가 무엇인지 알
아보기 위해 스마트 TV에서 소설과 같은 글을 읽을 때 함께 들어가면 더 읽
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 요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시각
과 청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29]. TV라는 매체가 시청각의
멀티모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V에 대한 멘탈 모델과 부합
하는 요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그 소설과 관련된 정보
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

에서 읽기에 도움이 되는 요소

29] TV

5.1.3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 경험

플랫폼에 상관없이 읽기 편안한 텍스트 유형으로 이메일이 73.3%로 가장
선호되었다. 또한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매끄러운(seamless) 읽기를 바라는 글
의 종류로는 논문을 제외한 뉴스, 소설, 이메일, SNS 글 모두 골고루 선택이
되었다. 크로스 플랫폼에서 만족스러운 읽기 경험을 위해 기대하는 것으로 좀
전에 사용했던 플랫폼과 동일한 경험이 62.2%, 각 플랫폼을 따르는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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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일관성에 대한 니즈
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크로스 플랫폼에서 가장 일관성을 느
끼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메뉴구성, 정보구조와 같은 구조
(Structure)에 대한 일관성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다음으로 기능(Function)에
대한 일관성,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스타일(Style)일관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
다[그림 30].

그림

[

30]

플랫폼 이동시 일관성을 요하는 것

플랫폼 특성을 따르는 것이 크로스 플랫폼에서의 일관성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따르는 디
자인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두개의 답안이 같은 관점에
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크로스 플랫폼에서 매끄러운
(seamless) 경험을 위해서는 조선일보 디지털 버전 같이 플랫폼 특성만을 고
려하여 모든 것을 다시 디자인하기 보다는 조선일보 PDF버전처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있을 경우에 플랫폼 특성에 맞춰
디자인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5.1.4 읽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
[표 18]에서

보듯이 책갈피는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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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었다. 그 다음으로 노트, 스크랩, 검색기능을 필요로 하였다. 차이점으
로는 스마트폰에서는 책갈피를 제외하고 검색기능이 가장 선호되었고 태블릿
PC에서는 노트, 스크랩이 검색보다 더 선호가 되었다면 pc에서는 노트, 검색
기능이 책갈피와 같은 비중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 TV에서는
스크랩, 관련 이미지 사운드가 선택이 되었다. 이 결과를 비추어서 생각해보
면 스마트폰에서는 검색에 더 치중하고 태블릿PC에서는 읽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PC에서는 기록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을 원하고 TV에서는 사용
하기 가장 간편한 기능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봤을 때 각
플랫폼에 필요로 하는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플랫폼 기능의 불일치가 불가피

하다.

표

[

18]

각 플랫폼에서 읽기에 필요한 기능

플랫폼

중요도 순서에 따른 읽기에 필요한 기능

스마트폰

책갈피

>

검색

태블릿PC

책갈피

>

노트, 스크랩

PC

노트, 책갈피, 검색

>

스마트TV

책갈피

이미지, 사운드

>

>

스크랩

노트, 스크랩

>

>

검색

> SNS

>

리뷰글

리뷰 글, 스크랩

5.1.5 디자인 가이드 및 소결
(1) 디자인 가이드

>

검색 >노트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관성(Coherence), 몰
입감(Flow), 경험증대(Multimodal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을 도출하였
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가로축에 일관성(Coherence)은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의 과정 속에서 각 플랫폼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매끄러운 플랫폼 이동을 유도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언
제 어디서나 검색 하여 프리뷰를 보고 태블릿PC를 통해 집중해서 읽고,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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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PC에서 다시 궁금한 부분을 찾아가며 리뷰 글을 쓰고 TV에서는 관
련 동영상, 시청각이 사용된 새로운 버전의 TV 북을 통해 경험을 확장한다.
세로축은 각 플랫폼 안에서 그 특성을 따르는 글을 통해 읽기 태도를 향
상 시켜 몰입감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가운데 축은 각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
는 기능들이 수반하는 멀티모달리티를 통해 읽기의 경험을 확장시켜서 지속
적인 관심과 동기부여를 통해 읽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

31]

읽기 강화 위한 디자인 방법

크로스 플랫폼의 일관성 측면에서 플랫폼 이동시 이전 플랫폼의 경험을
유지하되 우선순위는 정보의 구조, 기능, 시각적 요소 순으로 일관성을 유지
한다. 그러나 이전 플랫폼에서 경험이 이동한 플랫폼의 멘탈 모델과 충돌한다
면 현재 플랫폼의 특성을 따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플랫폼끼리의 기능은
주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19]은 앞에서 도출한 플랫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읽기 방식, 글의 특
징들을 매치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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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9]

플랫폼 특성과 읽기와의 상관관계

관련 특성
짧은 문장,
문단
방해요소
숨김
찾아서 보는
글
정보 파악
느림

특성

(Less)

Small screen

Simple

플랫폼 우선순위

특성

MP < TP < PC < TV

Big Screen

읽기 보다는 보기

Complex

필요한 요소 모두
노출

표

TV < TP/MP < PC

(More)

관련 특성

Immovable

TV < PC < TP < MP

Por

빠른 업데이트 글

Uni-modal

MP/TP/PC/TV

Multimodal

정보파악 빠름

수동적 읽기

One-way

TV < MP/TP/PC

Interactive

공유, 참여 적극적
읽기

사적인 글

Private

MP < TP < PC < TV

Public

대중적인 글

진지한 글

Lean Forward

TP < PC < MP < TV

Lean Back

재미위주의
가벼운 글

선형적 읽기

Single Tasking

TV < MP < TP < PC

Multi-Tasking

비선형적 읽기

[표 20]는 플랫폼에 따른 읽기 특징과 읽기 방법, 그리고 앞에서 조선일보
분석에 사용하였던 표준화 4단계에 따른 읽기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를
정리한 것이다. 이 두 표에서 나타난 특성들은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
에서 디자인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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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

플랫폼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
스마트폰

태블릿PC

PC

TV

읽기 특징

짧은 호흡으로 읽기
가벼운 주제
빠른 업데이트 글

선형적 읽기
높은 집중의 장문의글
진지한 글

여러 글 한꺼번에
띄엄띄엄 읽기
다양한 종류의 글

보는 듯이 읽기
TV매체와 관련된
글

읽기방식

적독, 속독

정독, 지독, 통독

다독, 적독, 속독

속독

Style

짧은 문장, 짧은
문단
문단 사이 충분한
스페이스

책과 유사한 편집

한눈에 들어오도록
편집

강한 색, 채도
대비, 어두운 배경

Interaction

주요 내비게이션
노출
쌍방향성
수평, 수직 이동

글자 이외의 요소
숨김
쌍방향성
수평이동

필요한 기능 모두
노출
쌍방향성
수직이동

리모컨을 통한
편리한 조작
수평, 수직 이동

Experience

책갈피, 검색, 노트,
스크랩, SNS

책갈피, 노트, 스크랩,

노트, 책갈피, 검색,
리뷰글, 스크랩

책갈피, 스크랩,
이미지&사운드

Eco-System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

경험확장

(2) 소결

이 장에서는 클라우드 콘텐츠 개발과 크로스 플랫폼에서의 독서 앱의 몰
입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크게 일관성(Coherence), 몰입도
(Immersion), 경험증대(Multimodality) 세 가지 차원에서 읽기를 지속할 수 있
게 도와주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에서 플랫폼 특성에 맞는 글과 형식이 읽기 태도를 향상 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태블릿PC, PC, TV 4개 플랫폼의 특
성을 파악하여 각 플랫폼과 읽기와의 상관관계를 8가지로 정리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조선일보를 표준화 4단계 스타일(style), 인터랙션
(interaction), 경험(experience), 생태계(eco-system)로 분석하였다. 인풋과 아
웃풋이 유사할 경우 일관성이 유지 되고 플랫폼 이동시 멘탈 모델이 충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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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몰입감을 위해 일관성 보다는 플랫폼의 특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앞에서 연구한 플랫폼 특성이 사용
자들의 멘탈 모델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일관성을 지켜야하는 우선순위와
각 플랫폼에서 읽기에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로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표
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성(Coherence)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플랫폼 특성에 맞게 디자인
하여 읽기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고 몰입감(Flow)을 높여주며,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기능을 통해 몰두(Immersion)를 도와 지속적인 읽기를
돕는 멀티모달 요소(Multimodality)를 검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 단계
에 대해서 연구해 볼 것이다.

5.2 디지털 리딩의 읽기 단계
5.2.1 설문 개요

앞의 설문조사에서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글과 형식이 읽기 태도를 향상
시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콘텐츠의 특성이 반영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독
자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주어 몰입감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이
패드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콘텐츠는 지식습득을 위한 논문과 정보습득을 위
한 뉴스임을 밝혔다. 따라서 아이패드에서 이 두 콘텐츠의 읽기 단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어떤 요소들이 몰입감에 도움을 주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대상은 대학원생들과 교직/연구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40
대 남자 18명과 여자 16명 총 3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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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

설문 대상자
남자
대학원생

대

2

20

여자
교직연구직

교직연구직

6

대

3

9

40

대

1

3

합계

6

12

30

대학원생

1

7

합계
8

5

18

4

8

9

34

프로필 관련 질문을 제외한 총 17개 질문을 하였고 7문항은 같은 질문으
로 콘텐츠만 바꿔서 질문하였다. 응답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표시하거나 복
수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관련 없는 항목은 N/A를 표시하도록 했다[표 22]. 순
위는 설문 참여자들이 1-6등까지 순위중 하나를 표시하면 이들이 정한 순위
들을 항목별로 합산한 후 평균을 내서 각 항목이 전체 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순위는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표

[

22]

설문조사 질문 리스트

프로필

나이, 성별, 직업, 아이패드 사용유무

디지털
리딩
관련 질문

글을 읽을 때 필요한 단계
디지털 환경에서 위의 6단계를 거칠 때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 경험 유무
읽을 거리를 찾아 다닐 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요인.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디지털
리딩 의
단계별
요소에
대한 질문

콘텐츠에 접근 방법
읽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돕는 요인
글을 수집할 때 포함시켜야할 필수 정보
글을 태블릿PC에서 읽을 때 몰입감에 도움을 주는 것
공유하고 싶은 방법
글을 읽은 후 콘텐츠를 만든다면 있다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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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디지털 리딩 관련 전체적 질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읽을 때 60% 이상이 읽기 6단
계를 거치는 동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응답하였다. 원인으로는 흥미로
운 정보에 유혹되는 것이 54.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읽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입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없는 정보의 노출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읽을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
한 응답은 첫 번째로 글에 대한 몰입(2.48)이 가장 중요하게 나왔고 두 번째
로 콘텐츠찾기(2.81)와 가치평가(2.84)로 응답이 나왔다. 괄호 안 숫자는 1위-6
위까지 선택된 순위를 평균을 낸 숫자로서 작을수록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TTEST 결과 콘텐츠 찾기와 가치평가 항목의 중요도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1.697 df=30 p=0.00069). 따라서 디지털 리딩의 6단계 중에서
글에 대한 몰입을 담당하는 이해 단계,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 접근 단계, 가
치를 평가하는 판단 단계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32]

디지털 리딩의 어려움

읽기 단계에 대한 질문은 사용자들에게 6개의 항목을 제시하여 1-6단계까
지 읽기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여 각 항목 별로 순위의 평균을 내었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뉴스의 경우 접근(1.17) 판단(2.36) 이해(2.8), 수집(3.7)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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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 단계는 거의 35%가 불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주요 단계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서앱에서는 창조 단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논문의 경우
접근(1.39) 판단(2.76)&수집(2.83), 이해(3.2), 창조(5.11)순으로 읽기 단계가 나
오고 공유(23.5%)는 가장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주요단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판단과 수집 단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선택이 되어 가치 판단 후
바로 수집을 하는 사람과 수집 후 가치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
에 판단 단계에서 수집의 기능이 필요하고 수집 후에도 가치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판단을 돕는 요소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

33]

뉴스와 논문의 읽기 과정

5.2.3 디지털 리딩의 단계별 요소에 대한 질문

콘텐츠접근 방법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그림 34]을 보면
두 콘텐츠모두 검색을 통한 접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뉴스는 SNS통
한 공유(48.3%)가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포탈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있었다.
논문은 북마크(41.4%)를 통한 접근을 선택하였고 기타의견으로 다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따라가며 접근한다고 하였다. 논문은 대체로 필요한 자료를
찾은 후 저장해두고 나중에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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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뉴스와 논문에 있어서 선호되는 접근 방법

[그림 35]에서 보듯이 뉴스와 논문을 읽을 때 가치판단 요소의 우선순위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먼저 주관적 판단 요소인 제목, 대표 이미지, 요약 글과
같은 전체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 다음으로 객관적 판단 요소인 출처,
발행저널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뉴스는 날짜, 논문은 저자가 중요시 되었고 객관적인 판단 요소
인 공유숫자, 인용숫자가 같은 순위로 선택이 되었다.

그림

[

35]

뉴스와 논문의 가치판단 기준 우선순위

수집에 있어서는 저장할 때 포함시켜야할 필수정보를 복수선택 하도록 하
였다. 뉴스는 가치판단 할 때 고려요소들과 제목, 출처, 날짜순으로 같았고 논
문은 제목을 제외하고 가치판단 요소로 요약 글과 출처 수집할 때는 저자와,
게재 날짜가 중요시 되어 콘텐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응답으로 키워드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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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는 태블릿PC에서 글을 읽을 때 몰입감을 주는 요소로 우선순위
를 체크 하게 한 결과이다. 이때의 숫자는 작을수록 몰입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콘텐츠모두 빠른 접근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뉴스는 SNS
를 통한 소통(2.89), 배경 지식(3.14) 순으로 선택이 되었다. 소통은 동기부여
가 되어 몰두하게 되고 배경 지식은 이해를 도와 기사 내용에 몰입하기 쉬워
질 것이다. 그러나 빠른 접근과 2, 3위의 다른 요소들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다른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몰입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논문은 빠른 접근(2.0), 표현도구(2.52), 종이로 읽을 때와 유사한
경험(2.52) 모두 비슷한 중요도로 선택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논문은 디지털
의 특성과 아날로그적 특성 모두 중요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통은
가장 몰입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

36]

몰입을 돕는 요소

뉴스를 읽은 후 공유하고 싶은 방법으로 좋아요와 같은 간단한 평가 69%,
SNS통한 짧은 리뷰 51.7%, 블로그에서 긴 리뷰는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성 글에 대해서는 긴 글을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은 65.5%가 간단한 평가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SNS통
한 짧은 리뷰는 31%가 선택하였고 카페나 블로그에서 긴 리뷰는 17%로 선택
되었다. 뉴스에 비해 SNS통한 리뷰는 적게 선택 되고 긴 리뷰는 더 많은 수
가 선택한 것을 미루어 논문과 같이 전문 분야의 글은 블로그와 카페같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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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룹하고만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창조에 있어서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복수선택을 가능하
도록 하였다. 뉴스는 글쓰기 37.9%, 블로그 24.1%, 프리젠테이션 17.2%로 선
택되었다. 논문은 글쓰기 65.5%, 프리젠테이션 41.4%으로 응답하였다. 창조
단계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뉴스는 34.5%(10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반면
논문은 17.2%(5명)만이 선택을 하였다.

5.2.4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및 소결
(1)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콘텐츠에 접근하는 단계에서 창조의 단계까지 읽기의 전 과정을 거치기
위해 독자들은 콘텐츠별, 기능별 여러 앱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의 설문
참여자들의 경우 뉴스를 읽을 때 접근, 판단, 이해, 수집, 공유의 과정을 완수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대략 3개의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1). 구글 검색에서 기사를 찾아 읽거나 플립보드(SNS와 연동하여 기사의 인
기도를 알 수 있는 소셜 매거진 앱)에서 좋아하는 뉴스 사이트를 구독하여 콘
텐츠에 접근하고 검색 결과나 콘텐츠리스트에서 가치를 판단한다. 또한 인스
타페이퍼(콘텐츠수집 앱)에서는 콘텐츠를 저장하여 정독하고 SNS툴을 이용하
여 생각을 공유한다. 논문의 경우 접근, 판단, 수집, 이해, 창조의 과정을 거치
기 위해 대략 4개의 앱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에서 논문을 찾
고 에버노트(기록 및 수집 앱)에 저장하고 PDF reader(문서 읽기 앱)로 파일
을 열어 정독한 후에 구글독스(문서작성 앱)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창조를 한
다. 이때 앱에서 앱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 심리적 단절감은 몰입감
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읽기 과정을 하나의 흐
름으로 연결시켜주는 앱을 디자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리딩 에코
시스템을 제안한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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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뉴스 기사를 앱 안에서 검색하고 검색 결과도 뉴스에 맞게
이미지 위주로 SNS와 연동하여 보여줌으로서 가치판단을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을 읽을 때에도 정제된 화면에서 읽은 후 독자의 내면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수집을 하거나 공유를 한다. 이때 수집된 글은 앱 안
에 저장 폴더로 들어가고 공유된 글은 다른 독자들에 의해 접근 가능하게 된
다. 논문을 읽을 때에도 검색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고 판단한 후에 수집을
하고 수집된 글은 저장 폴더 안에서 정리가 되면 정독을 하면서 글을 발췌하
거나 생각을 기록 한다. 기록한 문서는 또다시 공유 되거나 저장 된다. 따라
서 [그림 37]의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은 여러 앱에 산재해 있는 기능들을
콘텐츠에 맞게 하나의 흐름으로 끊김 없이 연결함으로서 디지털 리딩의 몰입
(flow)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림

[

37]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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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의 단계별 몰입감을 위한 멀티모달 요소들을 우선
순위에 맞게 [그림 38]에서 콘텐츠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그림 37]에서 알파
벳 소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앱들을 [그림 38]에서 읽기 단계에 맞게 매치시켰
다. 이것은 하나의 앱 안에서 콘텐츠에 따라, 읽기 단계에 따라 바뀌는 요소
들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모듈을 불러오는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이 앱들은
단계별 특징적인 요소를 가진 여러 앱들 중에 하나를 예시로서 사용한 것임
을 밝힌다.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은 읽기 과정에서 콘텐츠마다 사용되는 여러 다른
앱들을 하나의 앱에 수용하기 위해 [그림 38]와 같이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콘텐츠별 읽기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순차적으로 연
결한다.
① 이 큰 흐름 안에서 접근 방법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각 단계에서 파생된
곁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순차적인 흐름을 연결한다.
②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 과정을 하나의 앱 안에 수용하기 위해 각각
의 읽기 단계를 모듈화 시켜 콘텐츠에 따라 읽기 단계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③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콘텐츠에 맞게
멀티모달 요소들을 최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나의 앱 안에서 연결된 읽기 단계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
전체적인 몰입(flow)을 돕는다. 각 단계에서 콘텐츠에 맞게 제공되는 멀티모
달 요소들은 독자들의 긍정적 읽기태도, 깊은 이해, 쉬운 참여를 도움으로서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몰두(immersion)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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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8]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의 원칙

- 88 -

(2) 소결

디지털환경에서 읽기는 책에서의 경험과 다르게 멀티모달 특성을 나타내
기 때문에 몰입감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을 갖는다. 디지털 리딩의 몰입감은
동기유발을 위한 정서적 몰두, 상상력에 의한 인지적 몰두, 참여를 통한 참여
적 몰두로 정의 되었다. 디지털 리딩의 읽기 단계 구성은 접근, 판단, 수집, 읽
기, 공유, 창조 6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읽기 단계와, 단계별 고려요소에 있어서 콘텐츠별 차이점
을 살펴보았다. 뉴스는 대체로 접근, 판단, 읽기, 수집, 공유로 나타났고 논문
은 접근 판단 수집 읽기 창조의 5단계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
뉴스는 주로 검색과 공유된 기사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을 하고 논문은 검색
과 저장한 글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단계에서 몰입
감을 돕는 요소로 논문은 디지털의 특성인 빠른 접근과 아날로그적 특성인
표현도구, 프린트된 논문을 읽을 때와 유사한 경험이 모두 중요시 되었다. 뉴
스의 경우는 빠른 접근 외에 SNS를 통한 소통과 배경지식이 중요시 되었다.
디자인프레임워크로 콘텐츠접근에서 창조까지 하나의 앱 안에서 이루어
지는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읽기 단계들의
비중이 각각의 플랫폼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이 적용된 태블릿PC용 독서앱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해 볼 것이다.

5.3 몰입의 영향 요소 및 읽기 단계 중요도 검증
5.3.1 설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딩에 있어서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콘텐츠, 플랫폼, 읽는 동기, 컨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그림 39]
은 이 같은 요인들이 디지털리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장에
서는 각 요인별로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요인의 조합이 몰입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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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

39]

디지털 리딩의 몰입의 영향 요인

1) Contents

지식경영에서 많이 등장하는 DIKW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콘텐츠를 데이
터, 정보, 지식, 지혜로 나누고 있다(Ackoff,1989). 본 연구에서는 DIKW 피라
미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정보와 지식 전달을 콘텐츠 유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보의 대표적인 콘텐츠
인 뉴스와 지식의 대표적 콘텐츠인 논문을 콘텐츠 요소로 선정하였다

2) Motivation

동기는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성취 목적(goals),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aspects)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Wigfield & Guthrie, 1997). 그 중에
서 목적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퀼란과 콘데
- 90 -

(Mcquillan and Conde, 2006)는 과제(assignment)를 위해 글을 읽는 경우와
즐거움(pleasure)을 위해 읽는 경우를 비교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하여 글을 읽을 때 몰입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 과제라고 대답한 경우에도 그 과제가 자신의 관심과
일치할 때 몰입이 잘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디지털 리딩의 경우 플랫
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Kang & Eune(Kang, Eune, 2011)의 연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따라 몰입이 잘되는 콘텐츠가 다른 것을 볼 때 플랫폼의 몰
입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책과는 다르게 플랫폼 안에 인터페
이스, 네비게이션, 인터랙션 디자인이 몰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Cho &
K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기에 따라 몰입이 잘되는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3) Platform

문헌 연구에서 전통적 읽기와 디지털 리딩에서 몰입에 영향을 주는 차이
점이 텍스트의 물질성에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마샬 맨루한(McLuhan,
2002)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표현을 통해 메시지의 내용은 미디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디지털 읽기에서도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생
기는 물리적 경험의 차이가 선호하는 콘텐츠가 달라지게 만들고 몰입의 차이
도 가져온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Kang and Eune (2011)의 설문 결과
는 몰입이 잘되는 콘텐츠가 플랫폼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Kang and Eune (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디지털 리딩이 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폰, 테블릿, 랩탑을 선정하여 비교분석 할 것이다.
4)

Context(Place)

컨텍스트를 시간과 장소와 사건으로 나누어 모두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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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와 플랫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2012년 8월에 구글에서 멀티스크린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한 멀티스크린 월드는 각 플랫폼이 주로 사용되는 장
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Google, 2012).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와 비
슷하게 집안(at home), 집 이외의 공간(out of home), 그리고 이동중
(on-the-go)인 공간을 컨텍스트로 고려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용 장소를 보
다 세분하여 집안의 공간인 거실, 화장실, 침실과 집 이외의 공간인 사무실/연
구실, 카페, 도서관, 공원벤치 이동 중인 공간인 버스/지하철로 구분하였다. 각
각의 장소는 시간성과 플랫폼을 사용할 때 자세, 심리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실은 공개된 휴식공간이지만 침대는 개인적이면서 편안한 공간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사무실은 형식적이면서
오래 머무는 장소이고 지하철은 임시 공간이며 공개된 장소이다. 따라서 디지
털 리딩의 몰입이 콘텐츠 유형, 플랫폼과 함께 사용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표23]와 같이 정리된다.
표

[

23]

디지털 리딩에서 몰입의 영향 요인과 요소

요인

요소

콘텐츠

뉴스, 논문

동기

재미, 과제

플랫폼

모바일 폰, 태블릿, 랩탑

컨텍스트

집안(화장실, 침대, 거실),
이동중(버스/지하철),
집 이외의 공간(사무실/연구실, 카페, 도서관, 공원벤치)

매퀼란과 콘데(Mcquillan and Conde, 1996)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
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읽을 때 몰입감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과제로 주어진
글을 읽을 때 몰입이 잘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그 글이 자신의 관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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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에 있어서는 소설(fiction)이 논픽션보다 더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몰입을 제공하는 글들은 독자에게 개인
적으로나 지적으로 이점을 제공한다고 인지했을 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인 읽기에 해당하는 결과이므로 디지털 리딩에서 다
른 변수들과 결합하였을 때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설문에서는 몰입에 있어서 플랫폼과 콘텐츠 유형의 상관관계를 밝
혔었다. 이 연구결과에 몰입의 영향 요소로서 읽는 동기와 장소를 추가하여
3차 설문에서는 이러한 몰입의 영향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았다. 또
한 2차 설문에서 밝힌 콘텐츠별 읽기 단계들이 플랫폼에 따라 어떻게 비중이
달라지는지 조사해보았다.
현재 대학원생이거나 석사이상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
직 또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20-40대 남녀 40명에게 질문하였고 총 32명이 응
답을 완료하였다.
[표 24]을 보면 프로필 관련 질문을 제외하고 총 14문항을 질문하였고 온
라인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의 유형은 순위를 표시하는 형식과 복수
선택을 하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순위는 설문 참여자들이 각 항목에 대해서
순위를 표시하면 이들이 정한 순위들을 항목별로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각
항목이 전체 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순위는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의 차이가 크
지 않을 경우에는 T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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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4]

몰입 영향 요인의 상관관계를 위한 설문 문항

프로필

성별, 나이, 아이패드 사용유무

콘텐츠에 따라
읽는 동기와
플랫폼 상관관계

Ÿ
Ÿ

여러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경우
여러 플랫폼에서 논문을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경우

몰입에 있어서
플랫폼과 장소의
상관관계

Ÿ
Ÿ
Ÿ
Ÿ
Ÿ
Ÿ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노트북으로 뉴스를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스마트폰으로 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태블릿으로 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노트북으로 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특정 플랫폼에서
선호되는
읽기관련 활동
파악

Ÿ
Ÿ
Ÿ
Ÿ
Ÿ
Ÿ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항목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항목
노트북으로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항목
스마트폰으로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항목
태블릿으로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항목
노트북으로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항목

5.3.2 콘텐츠에 따라 읽는 동기와 플랫폼 상관관계
뉴스와 논문을

읽는데 있어서 읽는 동기와 플랫폼 유형의 상관관계를 밝
히고자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몰입이 잘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Ÿ
Ÿ
Ÿ
Ÿ

재미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읽을 때
재미를 위해 태블릿PC에서 읽을 때
재미를 위해 PC에서 읽을 때
주어진 과제를 위하여 스마트 폰에서 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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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주어진 과제를 위하여 태블릿PC에서 읽을 때
주어진 과제를 위하여 PC에서 읽을 때

1) 뉴스

뉴스를 여러 플랫폼에서
[그림 40]와 같이 나타났다.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되는 조합에 대한 결과로

그림

[

40]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읽기

뉴스의 경우 과제 또는 재미를 위해 PC에서 읽는 것과 재미를 위해 스마
트폰에서 읽는 경우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항목은 차
이를 나타내었지만 [표 27, 28]에서 보듯이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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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5]

노트북에서 읽는 동기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
응
1

표

[

재미피씨
과제피씨

26]

-

.5294

표준편
차
2.688
2

차이의 95%
신뢰구간

평균의
표준오차

.46102

하한

상한

-.408

1.467

5

4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1.148

33

.259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478

33

.636

읽는 동기에 따라 노트북과 스마트폰 몰입 차이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
응
1

재미스마트
폰 재미피씨

.1765

표준
편차
2.152
8

차이의 95%
신뢰구간

평균의
표준오차

.3692

하한

상한

-.5747

.9276

주목할 만한 사실은 [표 27]에서 보듯이 스마트폰의 경우 재미를 목적으로
뉴스를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된다고 응답한 반면 과제를 목적으로 뉴스를
읽을 경우에는 가장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통해 스
마트폰에서 뉴스를 읽을 때는 읽는 동기가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

27]

스마트폰에서 동기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
응
1

재미스마트
폰 과제스마트
폰

-1.4706

표준
편차

2.464
7

평균의
표준오
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227

-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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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1

t

자
유
도

유의확률
(양쪽)

-3.479

33

.001

뉴스를 읽는데 있어서 읽는 동기와 플랫폼이 몰입에 주는 영향력의
성을 [표 30, 31]에서 검증해 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8]

유의

뉴스를 읽을 때 읽는 동기가 몰입에 주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응
1

표

[

재미
과제

29]

-

-.5490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2.631
2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65

.2605

8

-.0322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2.107

101

.038

뉴스를 읽을때 플랫폼이 몰입에 주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dependent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8.392

2

29.196

10.165

.000

집단-내

577.294

201

2.872

합계

635.686

203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표 34]에서 보듯이 대응표본 집단을 통
해 따로 비교해 본 결과 이 두 플랫폼은 몰입에 있어서 영향력이 무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플랫폼의 몰입에 대한 영향력은 pc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

30]

뉴스를 읽을 때 스마트폰와 태블릿이 몰입에 주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
응
1

스마트폰
태블릿

-

.0882

표준
편차
1.842
6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235

-.3578

.5342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395

67

.694

요약하면 뉴스는 동기와 상관없이 PC에서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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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과
매퀼란과

스마트폰에서는 플랫폼 보다는 읽는 동기가 더 몰입이 영향을 준다.
콘데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재미를 목적으로 할 때 더 몰입이 잘되지
만 플랫폼에 따라서 읽는 동기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2) 논문
[그림

41]에서 보듯이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C가 가장 몰입이 잘되
는 플랫폼으로 드러났다.

그림

[

41]

디지털 환경에서 논문 읽기

동기에 따른 차이는 T검증을 해 본 결과 [표 31]에서 보듯이 무의하게 나왔다.
표

[

31]

논문을

에서 읽기

PC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
응
1

과제PC
재미PC

-

-.5588

표준
편차
2.148
9

평균의
표준오차

.3685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308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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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51
6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33

.139

논문을

읽는데 있어서 PC다음으로 태블릿에서 읽는 것이 몰입이 잘된다
고 응답이 나왔고 T검증 결과 태블릿에서도 읽는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는 과제를 위해 논문을 읽는 것은 뉴스에서와 마찬
가지로 가장 몰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플랫폼과 읽는 동기의 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 항목별로 그룹을
만들어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표 32]에서 보듯이 재미와 과제에 대한 응
답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읽는 동기의 몰입에 대한 영향
력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

32]

논문을 읽을 때 읽는 동기가 몰입에 주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평균
대응
1

재미
과제

-

-.2059

표준
편차
2.107
7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087

-.6199

.2081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987

101

.326

플랫폼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플랫폼끼리 응답을 묶어 일원배치 분산 분
석을 통해 유의성 검증을 해본 결과 [표33]에서 보듯이 유의하게 나왔다.
따라서 논문을 읽을 때 몰입감은 읽는 동기보다는 플랫폼 유형이 더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이라는 콘텐츠 특성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
을 다루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독자층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기 요인은 큰 영향요소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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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3]

논문을 읽을 때 읽는 플랫폼이 몰입에 주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dependent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03.098

2

101.549

50.113

.000

집단-내

407.309

201

2.026

합계

610.407

203

3) 요약

위의 설문 내용을 아래 [그림 42]에서 정리해보았다. 빨간색 영역은 몰입
이 잘되는 항목들이고 노란색은 그다음으로 선택이 된 항목들이다. 뉴스
는 세 플랫폼 모두 재미를 위해 읽을 때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플랫폼 보다는 읽는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은 아래 그림을 보면 읽는 동기보다는 플랫폼에 따라서 몰입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1차 설문에서 소설/논문
을 읽는데 있어서 선호되는 플랫폼으로 태블릿PC로 선택 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 설
문에서는 소설과 논문을 글의 성격 보다는 글의 양을 기준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질문했었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논문만을 따로 묶었고
또한 실제로 논문을 읽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공통점으로 두 콘텐츠 모두 PC에
서 읽는 것이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는 언어에 있어
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하였기 때문에 영어 콘텐츠를 읽는 경우에 PC
가 주는 편의성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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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

콘텐츠에 따라 몰입의 영향 요소 차이

5.3.3 플랫폼에 따라 몰입이 잘되는 장소

2012년 8월에 구글에서 조사한 멀티스크린 사용자들의 행태 연구에 따르
면 컴퓨터는 69%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 태블릿은 79%가
집에서, 21%가 집 밖에서 사용되며 또한 스마트 폰은 60%가 집에서, 40%는
집 밖에서 사용 된다고 한다. 읽기에 있어서도 몰입을 돕는 장소로서 플랫폼
별로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선택이 되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
타났다. 가장 몰입이 잘되는 장소로 내 침대와 버스/지하철이 선택되었다. 그
다음으로 집화장실, 거실, 커피샵이 두 번째로 몰입이 잘되는 장소로 선택이
되었다. 세 번째로 사무실/연구실, 공원벤치, 도서관이 선택되었다. 이 구분은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 [표34]과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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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4]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읽을 때 몰입이 되는 장소 그룹의 유의성 평가

일원배치 분산분석
Dependent

집단-간
집단-내
합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1.412

2

5.706

37.336

.000

54.563

357

.153

65.975

359

몰입이 가장 잘되는 그룹에 속한 두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래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침대라는 장소 또한 가장 편안하지만 하루 생활 중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은 장소이다. 가장 몰입이 덜 되는 장소 그룹
을 보면 업무 또는 공부를 하는 오래 지속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 장소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림 43]에서 보면 스마트폰으로 논문을 읽는 데에 있어서 몰입이 잘되는
공간으로서 뉴스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선택되었다. 가장 몰입이
잘되는 공간으로는 두 콘텐츠 모두 버스/지하철이 가장 많이 선택 되었다. 이
것은 콘텐츠의 특성보다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뉴스는 주로 집 안의 공간에서 논문은 집 밖의 공간에서 몰입이 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읽는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업무이기 때
문에 집안의 공간과는 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

43]

스마트폰에서 뉴스/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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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을 보면 뉴스를 태블릿으로
침대와 거실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그림

[

44]

읽을 때에 몰입이 잘되는 장소로 내

태블릿에서 논문을 뉴스/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사무실/연구실, 커피샵은 두 번째로 많이 선택 되었다.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을 때에는 주로 집 안에서 몰입이 잘되고 집 이외의 공간에서는 대체로 차
분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소에서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화장실이나 버스/지하철과 같은 임시 공간에서는 태블릿으로 읽는 것이 몰입
이 가장 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블릿에서 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로서 사무실과 연구실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커피샵과
도서관이 선택되었다. 뉴스와 다르게 논문을 태블릿에서 읽을 때에는 집안의
공간 보다는 집 밖의 조용한 공간에서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를 보면 노트북으로 뉴스와 논문을 읽는데 있어서 몰입이 잘되는
장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콘텐츠 모두 90% 이상이 사무실/연구실
에서 가장 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 세 번째로
는 커피샵이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 반면에 집 안의 공간과 일시적으로 머무
는 공간은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노트북이라는 특성이 업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연구실이 절대적으로 높게 선택이 된 것으로 보인
다. 많이 선택된 세 장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노트북을 놓고 편안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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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공간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사용
할 때 취할 수 있는 물리적 자세에서부터 몰입의 조건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

45]

노트북에서 뉴스/논문을 읽을 때 몰입이 잘되는 장소

장소라는 시간과 함께 컨텍스트를 포함하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몰입에 있어서 장소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콘텐츠의 유형
보다는 플랫폼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설문 결과를 종합해 [그림 46]와 같이 시각화시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뉴스는
Ÿ 플랫폼 보다는 읽는 동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
Ÿ 플랫폼에 따라 몰입이 되는 장소가 다르다.
-노트북: 집 밖에 조용한 장소
-태블릿: 집 안에 편안한 장소
-스마트폰: 집 안과 밖에 일시적인 장소
2. 논문은
Ÿ 동기 보다는 플랫폼에 더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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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집 밖에서 더 몰입이 잘된다.

3. PC는
Ÿ 콘텐츠 유형이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Ÿ 읽는 동기가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Ÿ 세 플랫폼 중 가장 몰입이 잘된다.
Ÿ 주로 집 밖에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에서 몰입이 잘된다.
4. 태블릿은
Ÿ 대체로 스마트 폰과 유사한 결과를 갖는다.
Ÿ 뉴스: 재미를 목적으로 할 때 몰입이 잘된다.
Ÿ 논문: 동기가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Ÿ 콘텐츠에 따라 몰입이 되는 장소가 다르다.
-뉴스는 집안의 공간
-논문은 집 밖의 공간에서 몰입이 잘된다.
5. 스마트폰은
Ÿ 콘텐츠, 장소, 읽는 동기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
Ÿ 논문 보다는 뉴스가 더 몰입이 잘된다.
Ÿ 재미를 위해 읽을 때 몰입이 잘된다.
Ÿ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몰입이 잘된다.
6. 장소는 시간과 읽는 자세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플랫폼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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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6]

디지털 리딩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상관관계

- 106 -

5.3.4 콘텐츠에 따라 각각의 플랫폼에서 선호되는 읽기단계
2차 설문조사에서는 뉴스와 논문의 읽기 단계를 밝혀냈다. 3차 설문에서는
이 단계들의 중요도를 플랫폼 별로 알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그
림 47]에서 보듯이 뉴스를 읽을 때 중요시 되는 항목들의 중요도는 모든 플랫
폼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항목

47]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통해 항목들 사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37]에
정리해보았다.
표

[

35]

뉴스 읽기 단계 요소별 중요도 유의 확률
유의 확률(p)

스마트폰

접근, 읽기(0.002 - 유의) / 읽기, 판단(0.09-무의)
판단, 수집(0.03 - 유의)/ 수집, 공유(0.714 무의)

태블릿

접근, 읽기(0.01 - 유의) / 읽기, 판단(0.04 - 유의)
판단, 수집(0.003 - 유의)/ 수집, 공유(0.14 무의)

노트북

접근, 읽기(0.08
판단, 수집(0.2

무의)

– 무의
-

/

) /

/

/

읽기, 판단(0.008 - 유의)
수집, 공유(0.01 유의)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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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표 36]에서 보듯이 스마트폰은 읽기단계의 중요도가 접근(1.53)
> 읽기(2.50)/판단(3.26) > 수집(4.00)/공유(4.13)로 나타났고 태블릿은 접근
(1.52) > 읽기(2.26) > 가치판단(3.03) > 수집(4.16)/공유(4.53)로 정리가 된다.
PC의 경우 접근(1.72)/읽기(2.28) > 가치판단(3.22)/수집(3.63) > 공유(4.53)로
나타났다. 접근단계와 읽기 단계는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했다. 눈에 띄는 차
이점으로 수집은 PC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다.
표

[

36]

뉴스를 읽을 때 플랫폼별 읽기단계 중요도
뉴스 읽기단계

읽기 단계의 중요도

스마트폰
태블릿

접근>판단>읽기>수집>공유

노트북

접근

>

읽기/판단

접근

>

읽기

접근/읽기

>

>

>

판단

수집/공유
>

판단/수집

수집/공유
>

공유

논문에서는 플랫폼 별 중요한 단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48]에서 보듯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중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

48]

읽기 단계에 있어서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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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표 37]에서 보듯이 항목 별로 비교해본 결과
스마트폰은 접근과 읽기, 읽기와 판단의 차이는 무의미 하나 접근과 판단은
유의 확률이 0.012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근(2.0)/읽기(2.53)
> 읽기(2.53)/판단(2.97) > 수집(4.0)/공유(4.48) > 창조(5.74)로 볼 수 있다. 태
블릿은 접근(1.9)/읽기(2.23)/판단(2.8) > 수집(3.87) > 공유(5.0) > 창조(5.73)
로 나타났고 PC의 경우 접근(1.91) > 읽기(2.72)/판단(3.16)/수집(3.34) > 창조
(4.63)/공유(5.48)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표

[

37]

논문 읽기 단계 요소별 중요도 유의 확률
유의 확률(p)

스마트폰

접근, 읽기(0.11-무의) / 읽기, 판단(0.36-무의) / 읽기, 판단(0.012-유의)
판단, 수집(0.001-유의)/ 수집, 공유(0.39-무의) /공유, 창조(0.00-유의)

태블릿

접근, 읽기(0.29 - 무의) / 읽기, 판단(0.21- 무의) /
판단, 수집(0.001-유의)/ 수집, 공유(0.017 유의)/공유, 창조(0.01-유의)

노트북

접근, 읽기(0.025 유의) / 읽기, 판단(0.19 무의) /
판단, 수집(0.62 무의) / 수집, 창조(0.007 유의)/ 창조, 공유(0.125-무의)

*p < .05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38]과 같다. 읽기 앱을 디자인할 때 논문을
위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인터페이스는 접근, 읽기, 판단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비슷한 비중을 두고 디자인해야하고 노트북에서는 접근에 더
욱 신경 쓰고 읽기 판단 수집에 같은 비중을 두어 디자인해야할 것이다.
표

[

38]

논문을 읽을 때 플랫폼별 읽기단계 중요도
논문 읽기단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읽기 단계의 중요도
접근(읽기)>판단(읽기)>수집/공유>창조

접근>판단/수집>읽기>창조

접근/읽기/판단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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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공유

읽기/판단/수집

>

창조/공유

>

>

창조

5.4 디자인 방향 제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리딩 앱 디자인을 위해 콘텐츠를 크게 두 가
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온라인을 통해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성 글과
다운을 받아서 오프라인 상에서 읽는 지식전달의 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
다. 설문에서 정보성 글인 뉴스와 지식을 대표하는 논문으로 나누어서 설문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두 유형의 콘텐츠를 읽기위한 UX 디자인 방향을 [표
39]에서 제안한다.
표

[

39]

디자인 방향 제안

디자인
에코시스템

디지털 리딩앱은 [그림37]의 에코시스템에서 보여주듯이 콘텐츠에 따라
최적화된 읽기 과정 전체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도록 한다.

그림

[

디자인
프레임워크

의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보여주듯이 크로스 플랫폼에서 읽기를 할

31]

때 플랫폼에 따라 강조하는 읽기 단계와 단계별 요소들을 최적화 시킨다.
표

[

을 참고하여 각각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별로 중요시 되는 읽기

36, 38]

단계를 강조해서 디자인한다.

그림

[

콘텐츠

를 고려하여 스마트폰에서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성 글을

46]

먼저 보여 주는 것을 제안한다. 태블릿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모두 보여주되
온라인 콘텐츠에 비중을 둔다.

는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PC

의 비율로

1:1

보여준다.

읽기 과정은 [그림

에서 보여주듯이 읽기 단계가 모듈화 되어 하나의 앱

37]

안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읽기 단계와 요소들이 재구성 되도록
디자인
가이드

한다.
표18]에 따라 플랫폼 별로 읽기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

화면에 배치한다.
그림38]에 원칙 4를 참고하여 콘텐츠 별로 읽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

요소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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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읽기 앱 디자인 전략
6.1 읽기 앱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 과정이 끊김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앱을 디자인하
기 위해 단계별 고려 요소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각 단계를 대표
하는 아이패드용 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을 선정하고 그 앱들이 어
떤 단계를 아우르고 있는지, 단계별로 어떤 몰입감이 요구되는지 분석하여 멀
티모달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6.1.1 읽기 관련 태블릿용 앱
1) Google Search

검색을 통한 접근을 분석하기 위해 구글 아이패드용 앱을 선택하였다. 구
글 태블릿용 앱은 브라우저 같이 URL 입력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텍스트와 음성으로 검색, 히스토리를 통한 컨텐츠 접근이 가능하다. 검색결과
에서는 원하는 콘텐츠인지 판단을 돕는 제목, 사진 같은 주관적 판단요소와 공
유수, 별점 같은 신뢰성을 주는 객관적 판단요소들이 제공된다. 저장이나 북마
크 같은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유도 구글+와 이메일만 허용 된다[그림49].

접근(검색)

접근

판단(주관적)

그림

[

49]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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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앱

웹페이지

2) Goodreads

웹 기사와 다르게 책과 같이 많은 양의 글을 읽을 때 시간적 경제적 투자
를 필요로 하므로 가치 판단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 그룹 안에서
책을 리뷰 하는 Goodreads7)는 독자가 책을 검색해서 주/객관적 판단 요소 통
해 가치판단을 하고 읽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거나 자신이 읽었던 책을 데이
터베이스로 만들고 별점과 리뷰를 공유하고 또한 앱 안에서 전자책으로도 읽
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그림50].

접근(검색)

판단, 공유

그림

[

저장
50] Goodreads

이해

아이패드 앱

3) Instapaper

2008년 1월에 출시한 인스타페이퍼(instapaper)는 기사를 저장한 후 나중
에 읽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뉴욕타임즈(Damon Darlin, 2010)와 월스트
리트 저널(Emily Glazer, 2011)에서 호평을 받고 2011년도에는 2백만명 이상
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다.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한 설치를 하면 수집 버튼이
브라우저 상단에 나타나고 그 버튼을 눌러 수집한 후 앱에서 광고, 불필요한
내비게이션을 없앤 최적화된 화면을 통해 집중해서 읽는다. 시각적으로 편안
한 서체, 글자크기, 책과 유사한 명도대비 페이지 이동 방식 등은 인지적 몰
7) 이 앱은 2012년에 천만 가입자와 한 달에 2천만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고 2007년도에
천만이 넘는 책이 추가되었다(Ellen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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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을 도와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그림51].

저장, 판단

접근(공유)

그림

[

51] Instapaper

이해, 공유

아이패드 앱

4) Flipboard

플립보드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들을 모아 매거진 형식으로
보여주는 앱이다. 애플은 플립보드를 2010년도에 올해의 아이패드앱으로 발표
하고 긍정적으로 리뷰 하였다(Yarow, 2010). 커버페이지에서 SNS상에 지인들
이 올리는 소식을 풀스크린 이미지로 보여주고 리스트 화면도 이미지 위주의
구성으로 정보성 글에 흥미를 자극시켜 정서적 몰입감을 가져온다. 출처, 공
유수, 댓글 수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읽은 후에도 바로 SNS를 통해 공감을 표현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어 참여적
몰입감 또한 잘 유도하고 있다[그림52]

접근(공유)

접근(구독)

그림

[

판단
52] Flip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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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앱

이해, 공유

5) PDF Reader

PDF Reader는 2011년 아이튠즈의 유틸리티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앱으로
선정된 디지털 텍스트 리더(reader)이다8). 읽기에 있어서 참여적 몰입감을 돕
는하이라이트, 밑줄, 텍스트박스, 포스트잍, 손글씨와 같은 표현도구와 빠른 접
근성을 위한 검색, 전체 페이지 프리뷰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며 클
라우드를 통한 씽크, 노트협업 기능들이 제공된다. 다양한 파일 타입 pdf, MS
office doc, iwork , ePubs, and comic book 지원하고 사진을 불러와서 볼 수
있다[그림53].

저장

이해

미리보기

그림

[

53] PDF Reader

도구

아이패드 앱

6) Evernote

에버노트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앱
으로서 뉴욕타임즈 머스트해브 탑 10에 선정되었다(Tedeschi, 2010). 텍스트작
성, 음성 녹음, 공유, 협업(프리미엄버전) 기능, 웹 컨텐츠 저장, 모든 플랫폼에
서 동기화등 멀티모달리티를 이용한 기록 뿐 아니라 웹사이트 컨텐츠를 편집
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돕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 중에 기록할
경우 위치기록 기능 또한 제공한다. 에버노트는 창조나 수집 후에 창조를 위
한 읽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편집, 공유, 정리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그림54].
8) https://itunes.apple.com/us/app/pdf-reader-ipad-edition/id367816156?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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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이해

창조

그림

[

54] Evernote

공유

아이패드 앱

6.1.2 분석 및 요약

[표 40]는 전체 과정이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몰두가 서로 교차하면서
몰입(flow)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몰입감을 멀티
모달 요소들이 도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

40]

단계
Apps
Google

읽기단계에 따른 요소추출
정보접근

가치판단

정보수집

이해

공유

창조

검색
(기록,텍
스트,음
성)
히스토리

주관적 판단
요소
타이틀,
이미지,
동영상, 날짜
주관적판단요
소
타이틀,작가,설
명,페이지수,
북커버,
객관적판단요
소
평가수,별점,리
뷰,

N/A

Output: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키워드에
하이라이트
Input:페이지넘기기
하이라이트 on/off

google+

N/A

Goodreads

검색
공유

Instapaper

저장
공유

주관적판단요
소
타이틀,미리보
기글,
출처,페이지수

Goodrea

분류기준
읽은책,
읽는책(진행
정도)
읽을책

분류기준
읽을 것
(Read later)

좋은것(Like
d)

읽은것(Arch
ive)

Flipboard

구독

주관적판단요

Email

N/A

텍스트,이미지,진

Output:

행상황
Input:페이지넘기기(플릭
킹or탭),챕터이동,북마크,
화면조정(타입사이즈,
배경색)

텍스트,이미지,동
영상,진행상황
Input:페이지넘기기(프릭
킹or스크롤),화면조정,페
이지이동옵션,좋아요,삭제
,폴더이동,브라우저에서보
기
Output:

텍스트, 이미지,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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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d

별점,코
멘트)
(

Faceboo

N/A

k
Twitter,tu
mblr
pinboard
evernote
Email,
Copy
Faceboo

N/A

공유

소
타이틀,이미지,
추천자,올라온
시간,출처,커버
객관적판단요
소: 공유숫자

동영상, 사운드
Input:댓글, 평가, 공유,
나중에 읽기

N/A

Output:

PDF

k

텍스트, 이미지,
진행상황,
Input: 북마크,
하이라이트, 밑줄,
텍스트박스, 포스트잍,
손글씨, 도형, 검색, 전체
프리뷰, 책장넘기기,
페이지 이동, 프린트

분류기준

Reader

Private

저장

Downloads
Inbox

추가 순서

N/A

텍스트,이미지,음성메모,
웹사이트전체&발췌,위치,
파일첨부
Input: 편집
(사진첨부,음성메모,
타입핑), 확대, 화면이동,
공유, 삭제, 검색

분류기준:
모든노트,
노트북,
태그, 위치

저장

Email

Email

Faceboo

Output:

Evernote

Twitter

k
Twitter
Email

N/A

텍스트,
이미지,
음성메모
,웹사이
트전체,
웹사이트
발췌,
위치,파
일첨부

[표 41]에서 보듯이 읽기단계는 앱의 목적과 다루는 컨텐츠의 특성에
순서가 다소 가변적이며 단계별 요소들은 컨텐츠의 성격과 양, 포커스
읽기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41]

따라
하는

아이패드 앱에서 추출한 읽기 순서

읽기 단계 및 몰입감
접근) : 웹컨텐츠
접근(검색/참여적몰두)
판단(주관적/정서적몰두)
Goodreads (판단, 공유): 책
접근(검색/참여적몰두) 판단(주·객관적/정서적몰두) 수집, 공유, 이해(정서적, 참여적, 인지적
몰두)
Instapaper(수집, 이해): 웹컨텐츠
수집(참여적몰두) 접근(저장/인지적몰두) 이해(인지적,참여적몰두) 공유(참여적몰두)

→
→

Google (

→

→

→

→

이해, 공유): 뉴스기사, SNS글
접근(구독/참여적몰두) 판단(주·객관적/정서적몰두) 이해,공유(정서적,인지적,참여적몰두)

→
→
→
창조 수집 모든 컨텐츠
수집 창조 참여적몰두 →접근 저장 인지적몰두 →이해
Flipboard (

이해): PDF 파일
접근(저장/인지적몰두) 이해(참여적,인지적몰두)
PDF reader (

Evernote (
,

(

,

):
)

(

/

)

,

공유(참여적 몰두)

[표42]는 읽기 단계에 따른 멀티모달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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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읽기 단계에 따른 멀티모달 요소

42]

접근

가치판단

정보수집

이해

공유

창조

[Output]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Context: 진행상황,
위치, 관련자료,
날짜시간
Contents:

탐색]
검색
브라우
징
[

읽기
단계
에
따른
멀티
모달
요소

몰입
의
유형

보관]
저장
히스토
리
[

주관적
판단요소]
북커버, 타이틀,
작가, 설명,
페이지수, 출처,
날짜, 장소
[

[

객관적
판단요소]
공유숫자,
조회수, 별점,
리뷰, 평가수

참여적
인지적

정서적, 인지적

제공]
구독
공유
추천

[

분류구조]
모두
읽을 것
읽는 것
읽은 것
좋은 것
폴더생성
태그
위치
[

참여적

[Input]

검색,
책장넘기기,
페이지이동, 챕터이동,
북마크
Access:

Expression:

하이라이트, 댓글,
평가, 공유,
View: 화면조정,
브라우저에서 보기
Action: 삭제, 신고,
편집, 프린트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컨텐츠
타입]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메
모,
웹사이
트전체,
웹사이
트발췌,
위치,
파일첨
부
[

Faceboo
k
Twitter
Email
Copy
Tumblr
Pinboard
Evernote
google+

참여적

참여적,
인지적

6.2 리서치를 위한 읽기 앱
6.2.1 리서치 앱의 목표

디지털 매체에서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것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김미량, 2005). 그중
에서 리서치를 위한 읽기가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읽기라고 볼 수
있다. 리서치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부
터 대학 교수, 연구원, 회사에서도 크고 작은 리서치 업무를 한다. 이들의 최
종 목표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비단 이러
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한 일반인들도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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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리서치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 하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 인
터넷에 배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앱은 리서치를 목적으로 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읽고 창조하는 단계까지 아우르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앱이 될 것이다.
테노피어 외(Tenopir et. al, 2008)는 미국의 대학교수들의 학문을 위한 읽
기 패턴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논문을 읽는 숫자는 늘어나지만 논문 한편 당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논문들
이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글을 읽
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깊이 있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과거
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집중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에 많은 글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퓨(Pugh,1978)는 아카데믹 글을 읽을 때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5가지 테크
닉을 발견하였다.
1) Scanning: 학생들이 찾고자하는 단어나 구절을 알 때 구체적인 정보의
위치를 찾아낼 때 사용한다.
2) Search reading:학생들이 찾고자하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모르는 상태에
서 토픽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한다.
3) Skimming: 텍스트 안에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파악할 때 또한 몰입해서 읽을지 말지 판단할 때 사용한다.
4) Receptive reading: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인 평가나 노트 필기하
는 것 없이 읽는 것을 의미한다.
5) Responsive reading: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아이디어에 몰입하는
것에 의해서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능동적인 읽기(Active
reading)과 같은 개념이다. 능동적 읽기(Active Reading)란 비판적인 생각과
- 120 -

학습의 조합이다. (Adler,

M.J. and van Doren, 1972)

이러한 읽기의 기술들은 리서치를 하는데 있어서 모두 필요한 기술들이
며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읽기 기술들을 보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목표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중(Focused)
읽기의 흐름을 깨지 않는 산만해지지 않도록 집중을 도와야 한다.
Ÿ 빨리 읽기(Fast reading)
빠르게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고 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Ÿ 깊은 이해(Deep comprehension)
깊은 이해는 내용을 충분히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Ÿ

이 세 가지 목표는 앞 장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몰입 유형인 정서적, 인
지적, 참여적 몰입이 충족 될 때 달성이 될 것이다. 방법으로는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향상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접근성을 유도하고, 아이게이즈(Eye-gaze)
와 제스처(Gesture)를 활용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집단
지성으로 깊고 빠르고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6.2.2 목표달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

1) 플랫폼 특성 반영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글을 읽을 때 집중을 돕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플랫폼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플랫폼을 따라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하며 사용자들의 멘탈모델에 맞게 각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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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들이 주력하는 테스크를 다르게 한다[그림 55].

그림

[

55]

크로스 플랫폼 디자인 방향

2) 읽기 과정 연결
리서치 과정에서 여러 앱을 사용함으로서 리서치 과정상에서 산만해지지
않도록 리서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는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따른다[그림56].

그림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3) 상황에 맞는 콘텐츠
제공
앞 장에서 기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과 장소에 적합한 콘텐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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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리스트를 먼저 보여줌으로서 바로 몰입이 가능해진다[그림57].

그림

[

57]

장소와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

4) 콘텐츠에 최적화된 템플릿
콘텐츠 유형에 맞는 템플릿과 기능들을 읽기 단계에 맞게 제공하여 빠른
판단과 몰입을 돕는다[그림 58]. 새로운 콘텐츠일 경우 중요도에 따라 면적을
나누어 독자들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장한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그림

[

58]

콘텐츠에 따른 템플릿

5) 멀티모달 인풋
아이게이즈(eye-gaze)를 통하여 읽고 있는 위치를 파악 및 선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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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실행을 시킴으로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줄임으로 해서 집중하도록 돕는다[그림59].

그림

[

59]

멀티모달 인풋

6) SNS를 통한 집단 지성
SNS를 통한 공유 수, 댓글 수와 같은 객관적 정보를 통해 가치 판단을
돕는다. SNS를 통해 공유된 그룹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다[그림60].

그림

[

60]

그룹 하이라이트

7) 접근성 강화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통한 즉각적인 접근을 유도한다. 메인화면에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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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세 과정(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중 어느 테스크 던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를 바로 클릭하여 읽고, 읽다
가 중단한 글의 정확한 위치로 다시 찾아 들어가 읽기를 지속하도록 도우며,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로도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그림 61].

그림

[

61]

어느 읽기 단계로도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하나의 앱 안에서 토글링(toggling) 버튼을 통해 저장한 글과 새로운 글을
쉽게 오갈 수 있게 한다[그림62].

그림

[

62]

저장한글과 새로운 글 사이에서 쉬운 이동

New

Stuff메뉴에서 상하로는 카테고리 이동 좌우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콘텐츠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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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3]

다른 콘텐츠로 쉬운 이동

읽으면서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노트를 펼치고 읽으면서 원하는 글을 발
췌하여 노트에 붙이고 자동으로 레퍼런스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64].

그림

[

작성한 글을 원하는
하게 한다[그림65].

64]

자동 레퍼런스 저장 기능

포맷으로 저장하여 추후에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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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5]

컴퓨터에서 호환을 위한 포맷팅

6.2.3 앱 구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서치를 위한 읽기 앱에서는 앞에서 사례연구에
서 도출한 바와 같이 탐색, 보관, 제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콘텐츠
에 접근하도록 제안한다.
① 탐색: 검색을 통한 접근,
② 보관: 저장 또는 다운받은 콘텐츠를 모아둔 My Cloud 라는 메뉴를
통한 접근
③ 제공: SNS, 구독, 관심 인물 팔로잉을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
는 New Stuff 메뉴를 통해 접근
이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또는 특징들은 이미 다른 앱에서 제공하고 있
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DRE)을 반영한 앱은 존재
하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앱으로서도 처음이라도 볼 수 있다. [표43]는 카
테고리 구성과 기능들을 보여주며 기능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
을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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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

연구를 위한 앱 카테고리 구성

읽기 단계

대 분류

소분류

몰두유형

유사 앱

콘텐츠 예시

검색

검색 및 저장

참여적

Google

뉴스/논문

저장한 웹 콘텐츠
다운 받은 문서
My Cloud

캡처한 이미지

인지적

Instapaper
Evernote

논문

읽기 전
저장한

URL

추천 글
구독한 글
SNS

New Stuff

정서적
인지적

Flipboard

뉴스

Readmill

논문/뉴스

팔로잉
소셜 하이라이트

읽는 중

전체 또는 그룹하고
공유

인지적/정
서적
(Fast)

문단별 댓글

문단 중간에 코멘트
및 공유

참여적/인
지적

Youversion

논문/뉴스

문단에 포커스

포커스 된 문단만
강조 / 문단과 관련
이미지

인지적/정
서적

Circa

뉴스

단어 정의

위키피디아에서 검색

인지적

Dropbox

논문/뉴스

논문: 인용한 글
리스트와
인용된 글 리스트

정서적

뉴스: 관련 뉴스

인지적/정
서적

Circa

뉴스: 코멘트

인용한 글/
인용된 글

IDEO
Future

논문

book9)

뉴스

참여적

Flipboard

공유

참여적

Flipboard

논문/뉴스

저장

참여적

Flipboard

논문/뉴스

Evernote

논문/뉴스

문서 작성

발췌, 노트,
발췌시 레퍼런스
자동 정리

정서적
참여적

포맷팅

doc, ppt

로 저장

정서적
참여적

읽은 후

논문/뉴스

9) Ideo Future Book은 독자, 출판사, 저자들이 다른 포맷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고, 소
비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IDEO에서 실시한 디지털
리딩에 대한 디자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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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읽기 앱 ‘Researcher’ 디자인
7.1 인터랙션 디자인
7.2 비주얼 디자인

7.2.1 브랜드 아이덴티티
7.2.2 태블릿 버전
7.2.3 모바일 폰 버전

7.3 사용자 테스트

7.3.1 사용자 테스트 방법
7.3.2 심층 인터뷰 및 설문 결과

7.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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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읽기 앱 ‘Rsearcher’ 디자인
7.1 인터랙션 디자인

설문에 따르면 태블릿의 경우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 과정 모두에
걸쳐 있다. 모바일의 경우는 대부분이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고자 하지만 패드
는 새로운 콘텐츠와 저장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이 처한 콘텍스트
에 달려 있음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림66]에서와 같이 메인
화면에서 세 가지 테스크를 바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신 뉴스, 마지막으로
읽었던 페이지, 작성하던 문서를 보여줌으로서 한 눈에 자신이 하던 리서치
테스크를 골라서 이어 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

66]

태블릿 메인화면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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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한 결과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사무실이면 학술검색 결과, 뉴스 검
색 결과 순으로 보여 준다[그림67].

그림

[

67]

검색 결과 페이지

메인에서 들어온 콘텐츠 리스트 페이지는 사용자가 집인 경우에 New
Stuffs먼저 보여주고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곳이면 저장한 콘텐츠인 My
cloud를 먼저 보여준다. 이러한 저장 기능은 에버노트(Evernote)나 드롭박스
(Dropbox)와 유사하지만 저장콘텐츠 뿐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로 같은 앱 안
에서 접한다는 면과 사용자가 먼저 접하게 되는 콘텐츠를 장소에 맞게 제공
한다는 면에서 사용자들이 리서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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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vernote

Dropbo
그림

[

68]

저장기능을 가진 앱

My Cloud에서는 디폴트로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날짜순으로 보여주지만
필터링 기능을 통해 웹에서 저장한 콘텐츠, 다운 받은 문서, 캡처한 이미지,
생성한 폴더, 앱에서 작성한 노트만 찾아서 볼 수 있다. 또한 마이 클라우드
(My Cloud)에서 뉴스터프스로(New Stuffs) 상단에 토글링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이동한다. 저장된 콘텐츠들은 제목, 날짜, 요약글 또는 이미지 순으로 배치
하여 보여준다. 이것은 앞의 연구에서 밝힌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다[그림 69].

그림

[

69] My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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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뉴스터프스(New Stuffs)메뉴에서는 앞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SNS를 통하여 주로 뉴스에 접근한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SNS에서
뉴스들을 상단에서 접근하기 쉽게 배치하였다[그림 70].

그림

[

사람들이
공유되는

화면

70] New Stuffs

그 다음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카테고리를 골라 구독하여 받아보도록
하였다. 플립보드(Flipboard)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페이퍼(Paper)에
서도 SNS와 연관지어 뉴스의 인기도를 파악하고 SNS에서 공유된 뉴스들을
따로 모아 보여주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그림71].

Flipboard

Paper

그림

[

71]

콘텐츠 구독을 통한 접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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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 업데이트 된 뉴스를 중요도 순서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여 보
여주고 공유된 숫자를 보여줌으로서 뉴스기사의 인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마셔블(Mashable)과 플립보드(Flipboard)와 유사하지만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뒤에서 기능이 달라진다[그림72].

Mashable

Flipboard
그림

[

를 통한 가치 판단 사례

72] SNS

같은 관심 분야의 사람을 팔로잉하여 그들이 공유한 뉴스기사들을 보고
또한 그들이 읽었던 책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들의 관심분야
키워드가 상단에 노출되어 관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해당 컨텐츠만 읽어 볼
수도 있다. 팔로잉 하는 사람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추천하여 팔로
잉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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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3]

팔로잉을 통한 정보 접근

읽기 화면에서는 간단한 좌우 플릭킹(Flicking)인터랙션으로 읽기 목록 페
이지와 노트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탭을 하면 본문 콘텐츠를 전체 화면
으로 볼 수 있다[그림 73].

그림

[

74]

논문 읽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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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기 화면에서는 문단 별로 강조하여 독자로 하여금 짧은 목표를 달
성하도록 하여 짧은 집중으로도 장문의 글을 읽는데 어렵지 않도록 디자인
하였다[그림 74].

그림

[

75]

뉴스 읽기 화면

스크롤할 때 문단별로 관련 이미지를 매치하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
켜 내용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그림 75].

그림

[

76]

스크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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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에서 보듯이 궁금한 단어를 응시 한 상태로 3초간 멈추면 그 단어
에 하이라이트가 그려지고 몸을 앞으로 살짝 화면에 가까이 움직이면 [그림7
8]과 같이 팝업에서 위키피디아에 연결하여 의미를 알려준다.

그림

[

77]

멀티모달 인풋

그림

[

78]

-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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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그림79]과 같이 몸을 뒤로 빼면 [그림80]과 같이 현재 문서에 인용된 레퍼
런스와 이 논문이 인용된 문서 리스트를 한 눈에 보여줌으로서 읽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81]은 뉴스 본문 화면에서 줌아웃 하였을 때
관련뉴스와 코멘트를 모아놓은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림

[

그림

[

80]

79]

줌 아웃

논문 줌아웃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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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1]

뉴스 줌 아웃 화면

[그림82]을

보면 소셜 하이라이트를 통하여 빠르게 요지를 파악 하도록 돕
고 또한 특정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본문 안에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논문의 경우는 설문 결과 소셜 기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같이 논문을 공저하는 연구 그룹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다.

그림

[

82]

문장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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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서에서 하이라이트 한 부분들만 따로 모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그림

[

83]

하이라이트 전체 보기

글을 읽다가 자신의 생각을 손쉽게 노트에 정리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에 쓰기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좌측으로 플릭킹(Flicking)을 하면 읽기 화면이
줄어들면서 오른쪽으로 노트 페이지가 나온다[그림84].

그림

[

84]

노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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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문에서 발췌를 원하는 글이 있을 때 문장을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
노트에 드래그 하여 붙이거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노트에서 확인
한다. 이때 하단에 레퍼런스가 각주와 같이 정리되어 출처를 따로 검색하여
찾지 않아도 된다. 저장한 글에는 번호로 태깅 되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작
성한 글과 저장한 글 모두 선택해서 지우거나 위 아래로 옮겨가며 글의 구조
를 쉽게 바꿀 수 있다[그림85].

그림

[

85]

발췌 기능

태블릿은

주로 읽기에는 편리하지만 생산성을 위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
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읽기는 창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읽는 것과 동시
에 발췌와 노트 작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태블릿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읽으면서 드래프트로 작성된 노트는 컴퓨터에서 다시 정교하게 편집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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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따라서 드래프트 상태의 문서를 컴퓨터에서 호환이 잘되는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문서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워드(Microsoft
Word)의 DOC포맷과 발표용 대표 어플리케이션의 파워포인트(Power Point)
의 기본 저장 포맷인 PPT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였다(Aamodt).

그림

[

86]

포맷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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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비주얼 디자인

7.2.1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서처의 이미지와 읽기라는 기능을 상징하는 메타포로서 안경을 선택하
였다. 둥근 안경알에 뾰족한 안경테가 나타내는 시각이미지를 앱 전체 스타일
에 반영시켜 둥근 느낌과 뾰족한 느낌이 공존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또한 읽
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의 전체 읽기 과정을 지원하는 앱의 기능을 세 가
지 색상으로 나타내었다.

+

그림

[

87]

브랜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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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배경 칼라는 [그림88]과 같이 종이의 느낌과 유사한 노란색을 띠
는 미색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면서 책에서 느껴지는 아날로
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그림

[

88]

리서처 앱 아이콘

[그림89]

전시포스터로서 설문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Reseaecher’ 앱에 대한 컨셉을 설명한 것이다. 전체 브랜드 칼라를 사용하여
읽기 프로세스가 강조되도록 종이사이즈를 가로 형으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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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9]

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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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태블릿 버전
[그림 90]은

메인 페이지에서는 브랜딩에 사용한 세 가지 칼라를 반영하여
읽기 전, 읽는 동안, 읽는 후의 콘텐츠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한 눈에 바로 파
악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읽다가 중단한 글의 경우 어디까지 읽었는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또한 퍼센티지로도 표현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
었다. 이것은 칙센트 미하이가 주장한 몰입의 8가지 요소 중에서 셋째 수행하
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보이며 넷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에 부합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

90]

태블릿 버전의 메인 화면

[그림89]는

앞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장한 콘
텐츠를 보여주는 카테고리이다. 여기서 그리드 안에 있는 콘텐츠들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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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로 만들 수도 있다. 읽지 않은 콘텐츠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여 주목성을
주었다. 작성한 문서의 경우 초록색을 사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왼쪽 카테고리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

91] My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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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그림

92] New Stuff

그림

93] Following

[

[

화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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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그림

[

94]

95]

목록과 본문페이지의 중간 단계

본문 페이지에서 문단별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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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96]

스크롤시 이미지 전환

그림

[

97]

검색 화면

- 153 -

그림

98]

소셜 하이라이트

그림

99]

그룹 하이라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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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0]

그림

[

관련 뉴스와 코멘트

101]

레퍼런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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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그림

[

102]

103]

페이지별 레퍼런스 페이지

자동 레퍼런스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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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4]

노트 작성 중에 목록에 접근

그림

[

105]

포맷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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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모바일 폰 버전

모바일 폰 버전의 경우 태블릿과 다르게 첫 화면에서 뉴스터프(New
Stuff) 리스트를 보여준다[그림 106]. 설문조사 결과 태블릿에서는 다운 받은
글과 새로운 글에 대한 선호도가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모바일 폰에서는 주
로 뉴스 콘텐츠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바일 폰에서 SNS콘
텐츠를 가장 많이 읽기 때문에 SNS에서 공유된 뉴스들만 따로 모아 상단에
서 보여주도록 디자인하였다. 화면에서 한 행씩 좌우로 스크롤 하면 지나간
뉴스들을 볼 수 있다. 상하로는 자신이 미리 설정해 둔 관심 카테고리 콘텐츠
들을 볼 수 있다. 카테고리 타이틀 우측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해당 카테고리 콘텐츠로 제공이 된다. 관심 뉴스는 탭을 해서 자세히
읽거나 드래그해서 하단에 마이 클라우드(My Cloud)폴더로 저장할 수 있다[그
림107]. 리스트 화면에서는 앞에 연구 결과에서 뉴스 콘텐츠에서 중요한 정보로
밝혀진 타이틀, 날짜, 출처, 이미지 정보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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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6]

모바일 폰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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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7]

관심 콘텐츠 저장하기

마이클라우드(My Cloud)에서는 태블릿 버전과 마찬가지로 색상과 아이콘
으로 콘텐츠를 구별한다. 읽지 않은 콘텐츠는 오렌지색으로 주목성을 높였다
[그림 108]. 또한 본인이 작성한 콘텐츠는 읽은 후 단계를 나타내는 초록색으
로 표시하여 빠르게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색은 다 읽은 콘텐츠
를 나타낸다. 하단 쏘팅(sorting)을 위한 카테고리 버튼이 있는 회색 바는 스
크를을 하면 사라지고 반대로 스크롤을 하면 다시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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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탠다드 인터랙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

108]

마이 클라우드(My

Cloud)

그림 109에서 보듯이 본문 페이지에서는 책을 넘기는 인터랙션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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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좌우로 플릭킹(Flicking)을 하면서 읽어나간다. 하단에는 페이지 수를 나타
내는 작은 도트(dot)가 있다. 태블릿 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단별로 나누어
한 화면에 한 문단씩 관련 이미지와 함께 보여준다. 모바일 폰과 같이 작은
화면에서는 짧은 목표를 설정해줌으로서 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하단에 회색 박스에서 왼쪽 버튼은 이 콘텐츠에 대한 코멘트를 보거나
쓰거나 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은 링크

그림

[

109]

읽기 페이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 [그림108]의 왼쪽
그림과 같이 소셜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한다. 하단에 회색 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하이라이트한 문장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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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0]

소셜 하이라이트

7.3 사용자 테스트

7.3.1 사용자 테스트 방법

앞에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아이패드용으로 제작하였다. 그 결과물을 실제로 사용자에게 사
용하게 하여 그 앱에서 제공 되는 기능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리서치 몰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층 인터뷰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는 질적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는 주된 방법중 하
나이다. 심층 인터뷰는 종종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다(Legard et al 2003).
참여자는 석 박사 대학원생 6명과 교수 2명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였다.
iPad mini retina기기에서 2048 x 1536의 해상도로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단순히 기능을 상상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태
블릿 안에서 구현된 것을 보면서 응답하였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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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방법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5점 척도로 하여 리
서치를 하는데 있어서 몰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였다. 5점 척도의
응답 범주는 기존의 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 매우 도움이 된다 5) 대단히 도움이 된다로 하여 체크하
도록 하였다. 기존의 긍정의 정도와 부정의 정도로 나누는 방식과 다르게 도
움이 되는 정도 차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가장 선호되는 기
능을 파악하여 리서치를 위한 읽기 앱에서 핵심으로 가져가야 할 기능이 무
엇인지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멀티모달 인풋을 통한 화면 전환 방
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첫화면에서 최근 뉴스, 읽다가 중단한 글, 작성하던 글로 접근 하는 기능
이 리서치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2) 저장한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서 접근 가능하는 기능이
몰입에 도움이 되는가?
3) 읽으면서 동시에 발췌하고 노트하는 기능이 리서치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4) 논문의 경우 본문 중간에 코멘트를 달고 공동 저자와 토론 하는 기능이
논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가?
5) 작성한 글을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doc나 ppt포맷으로 저
장하는 기능이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가?
6) 전체적으로 리서치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한 것이 몰입에 도움
이 되는가?
7) SNS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이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가?
8) 같은 분야 사람이 포스팅 하는 기사와 그들의 북리스트에 접근 하는 것
이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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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때 어떤 방법(모달리티)으로 검색하는 것이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10) 전체 레퍼런스 기능 또는 기사에 대한 의견을 불러 올때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은?

7.3.2 심층 인터뷰 및 설문 결과
1) 몰입을 돕는 기능의 기여도

전체 결과로서 가장 몰입을 돕는 기능들 중에서 글을 읽으면서 출처를 자
동 저장해주는 기능이 5점을 기준으로 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
뷰에서도 대부분의 의견들이 레퍼런스 정리하는 일이 가장 성가신 일이며 몰
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글을 읽으면서 필요한 글을 발췌할
때 출처를 함께 기록해야한다면 읽기의 몰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 레퍼런스 저장 기능에 있어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읽으면서 동시에 발췌하고 노트할 수 있는 기능이 몰입을 돕는지에 대해
서 4.71점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작은화면을 둘로 쪼개서
보더라도 사용자들은 화면 사이즈에 대한 불편함 보다는 편리한 노트작성과
아날로그방식에서와 같은 쉬운 접근성과 직관적인 발췌 기능이 주는 편리함
이 몰입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노트
기능을 한 화면 안에서 오버레이 형식으로 본문 텍스트 위에 나타나거나 에
버노트의 경우엔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노트기능을 제공하였다. 하
지만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면서 읽고 적는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더 몰입을
돕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DOC파일이나 PPT로 저장해주는 기능도 4.38로서 높은 필요
성을 나타내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플랫폼 이동할 때 데이터의 호환성이
텍스트를 작성하는데 핵심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는 플랫폼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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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는 데에서 오는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절약 할 수 있
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크로스 플랫폼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엔 다
른 플랫폼에서 작성한 파일에 접근이 쉽게 가능해야하고 그 파일이 새로 바
뀐 플랫폼 환경에서 호환이 잘될 때 끊김없는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태블릿에서 읽으면서 글을 발췌하고 생각을 정리했던 드레프트 상태의 노트
들이 PC에서 전문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호환성이 좋은 포맷으로 저장되
는 기능은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리서치 작업을 하는데 몰입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저장한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서 접근 가능한 기능에 대
해서도 4.38으로 몰입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뷰 참여
자는 교수로서 강의를 위해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운 받은 논문
과 뉴스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능은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리서치에 있
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콘텐츠를 읽을
때 좋아요와 같이 여러 앱에서 관심 콘텐츠를 저장 하지만 다시 찾아 들어가
서 봐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researcher와 같이 첫화면 상단에 토글 버
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저장한 콘텐츠를 쉽게 오갈 수 있다면 읽기를 이
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두 가지 메뉴를 쉽게 오가는 인터페이스
에 대해서 대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렇게 두가지 측면을 모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많이 나와있다.
하지만 인스타페이퍼(Instapaper)의 경우 사용자의 참여적 측면 보다는 수동
적으로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텍스트 위주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오히려 읽기가 지루해 질 수 있다. 플립보드(Flipboard)도 새로운 콘텐
츠만 제공하다가 최근에 사용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요구에 맞춰 수
집기능인 my magazines을 추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여 내가
편집자가 되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여러 기사들을 큐레이팅하여 소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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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보여주는 측면에서 정서적 몰입을 잘 유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읽고
저장한 기사들이 의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읽는 목적
과 수집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리서처(Researcher)는 궁극
적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찾고 수집하고 읽는 것이 결국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루어지므로 몰입이
쉽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와 저장한 콘텐츠가 장소에 따라
먼저 접하는 콘텐츠가 달라지도록 스마트하게 작동한다.
본문 중간에 코멘트를 달고 특정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능에 대해서
도 4.38점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웹상에서 많은 뉴스 기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코멘트를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서처들의 눈은 자
신이 원하는 내용에 포커스 되어 있어서 뉴스던지 논문이던지 본문 안의 특
정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그룹 하이라이트 기능
과 마찬가지로 공동 저자그룹끼리 뿐 아니라 그룹과제 또는 수업 자료를 읽
고 토론 하는 목적으로도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룹 하이라이트 기능이 주는 몰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4.13점으로 나타
났다. 한 대학원생 참여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줄
쳐 놓은 글은 매우 잘 읽히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 소수 그룹끼리 콘텐츠를 읽으면서 하이
라이트를 하는 기능은 학교 과제로 같은 콘텐츠를 읽을 때에도 편리할 것 같
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룹과제 할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한
응답자는 다른 사람이 줄쳐 놓은 것은 나와 다른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될수 있지만 온오프 기능으로 콘트롤 할 수 있다면 좋은 기능이
라고 응답하였다.
첫화면에서 최근 뉴스, 읽다가 중단한 글,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로 접근하
는 기능에 대한 몰입의 기여도는 3.88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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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긍정적인 응답이었지만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몰입을
위해 필수 기능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같은 분야 사람이 포스팅 하는 기사와 그들의 북리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점수는 3.75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의 경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리서치를 위한 앱이라면 좀 더 전문적
이고 리서치에 포커스된 기능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SNS에 올라오는 뉴스기사들이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3.57로 나타
났다. 한 응답자는 자신은 페이스북을 정보를 모아보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오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SNS
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이 앱에 그다지 필수적인 기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SNS사용 여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뉴스피드 기능은 우선순위에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읽기에서 멀티모달 인풋
읽기에 있어서 화면전환이라던 지 실행을 시킬 때 몰입을 가장 방해하지 않
는 안는 인풋 방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다. 두가지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는 복수선택을 하도록 하였고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를 고르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읽는 도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검색하는 모달리티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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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1]

단어 검색 화면

보기는 다음과 같았다.
1) 탭하여 단어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른다.
2) 음성으로 단어를 선택한후 음성으로 실행한다.
3) 탭하여 단어를 선택하고 음성으로 실행한다.
4) 눈으로 단어를 응시하여 선택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제스처를 하여 실행한다.
5) 눈으로 단어를 응시하여 선택하고 태블릿을 기울여서 실행한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 눈으로 응시하여 선택하고 가까이 들여다 보고 실행
하는 것이 5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탭하여 단어 선택하고 탭하여 실행하는
것이 37.5%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레퍼런스 기능 또는 관련 기사 화
면을 불러오는 인풋 기능으로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모달리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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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레퍼런스 불러오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위의 질문과 다르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
었다. 두 번째 응답으로는 패드를 기울이거나 음성 모달리티 사용이 선택되었다.
첫 번째에 제스처 인풋을 1순위로 선택한 사용자에게 왜 두 번째 것에서
는 탭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는 제스처는 작은 동작이고 기능
의 성격과 매치가 잘되는 반면에 몸을 뒤로 빼는 동작은 너무 동작이 커서
몰입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탭을 선호한 사용자에게 왜 그런지 물었을 때 제스
처 인풋의 경우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쓰는 것 자체가
몰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탭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좋다
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8명의 참여자 중 세 명은 탭 기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몰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
은 중요한 발견 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눈으로만 집중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유
사한 관점으로 맨젠(2008)은 우리 몸 특히 손과 손가락의 역할이 읽기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리딩에서 그러한 측면이
많이 간과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디지털
리딩에서도 아날로그 리딩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몰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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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문과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탭 기능은 그대로 살리되 추가적인
모달리티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것은 조시 클라크
(Clark, 2012)의 책에서도 언급되었다. 제스처를 추가하는 이유는 보통 시간이
걸리는 사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지만 앱에 표준적이지 않은 제스처를
추가했을때는 눈에 보이는 UI요소를 사용해서 같은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읽는 중간에 순간순간의 검색 기능은 간단한
제스처가 빠르게 접근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효율적인 모달리티이
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능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조시 클라크(Clark, 2012)는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진
제스처는 표준이 된다고 말하며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리서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9가지 항목 중 6항
목이 4점 이상으로 매우 몰입을 돕는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항목도 3점 이
상으로 어느 정도 몰입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분석해 보면 리서치 하는데 있
어서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능일 경우에 매우 선호하는 것을 나타났고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앱은 다른 읽기 앱들과의 확실한 차별을 위하여 전문성을 띤 기능을 우선적
으로 개발해야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리서치 과정을 하나의 앱으로 연결하였을 때 몰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4.5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리
서치를 할떄 여러 앱을 열어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앱에서 앱으로 이동할 때
시간도 소요도 있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앱에 모아둔 기능은 매우 도
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보이스 인풋과 읽어주는 기능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시니어 연구자이거나 눈이 어둡고 특히 디지털 화면에서 읽기가 힘들어지
기 때문에 읽어주는 기능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운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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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른 잡무를 하고 있을 때 논문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빠르게 내용
을 파악하고 자투리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여러 논문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논문은 하나만 집중해서 읽기 보다는 여러 논문을 비교해가며 읽기
때문에 여러 창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7.4. 소결

리서처(researcher)는 디지털 리딩의 몰입을 돕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앱이다. 이 앱은 리서치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하여
사용자들이 리서치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러 어
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창을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
각 플랫폼에서 선호되는 콘텐츠와 기능을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여 플랫폼
별 제공되는 콘텐츠의 순서와 기능을 최적화 시켰다. 스마트폰의 경우 SNS에
서 공유된 뉴스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수집기능을 강조한 반면에 탭블릿의
경우엔 읽기 기능을 강조하였다.
콘텐츠에 따른 읽기 과정의 차이와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논문은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뉴스는 공유기능을 제공하였
다. 뉴스의 경우엔 연구결과에 따라 수집 기능을 읽기 화면에 넣어두었다.
디지털 리딩의 몰입의 영향 요인인 플랫폼, 콘텐츠, 동기, 컨텍스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폰에서는 저장한 글
보다는 새로운 글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패드에서는 장소에 따
라 저장한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 앱의 특징은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각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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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플랫폼을 이동할 때 이 전 플랫폼에서의 경험이 다음 플랫폼에서
플러스가 되도록 디자인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쉽게 정보를 수집
하고 본문을 읽을 때에도 그룹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빠르게 내용을 파악
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태블릿에서는 저장한 콘텐츠를 바로 찾아 읽을
수 있고 이미 프리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태
블릿에서는 읽기 기능을 강조하여 빠르게 내용을 발췌하고 전체적으로 생각
을 정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읽으면서 쉽게 결과물의 초안을 만들어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하기 편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그 몰입도를
검증하기는 어려우나 디자인 목업 상태를 통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
정적이었으며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모두 구매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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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결과 요약
8.2 한계점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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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8.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1)디지털 리딩에 대해서 정의하고 2)디지털 리딩에서 몰입이 어
떻게 이루어지며 3)디지털 리딩의 몰입요인들은 무엇이며 요인들 간에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밝혔다. 또한 4)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각 플랫폼이
읽기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는지 5)콘텐츠별 읽기 단계와 단계
별 기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6)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한 ‘Researcher’
라는 리서치용 읽기 앱을 디자인하여 위의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디지털 환
경의 발전으로 수많은 콘텐츠들을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읽기 과정도 변화되어 기존에 서점을 가거나 대출하는 행위들이 모
두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고 책을 선별하는 방법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또한
읽기에 있어서도 깊게 읽기 보다는 얕고 넓게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블로그를 통해 생각을 적고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을 읽는 것 자체만을 따로
떼어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리딩
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디지털 리딩은 전통적인 읽기에 멀티모달리티의 특성
이 합쳐진 것으로 접근 판단 수집 이해 공유 창조의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러한 디지털 리딩의 몰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정서적 몰두
(Affective Immersion), 인지적 몰두(Cognitive Immersion), 참여적 몰두
(Participatory Immersion)로 읽기 단계마다 요구되는 몰입의 유형이 달라진
다. 정서적 몰입은 독자의 내적인 동기와 관련된 것이며 사용성과 편리함에서
오는 기쁨이 이에 해당된다. 인지적 몰입은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으
로 빠른 파악과 정확한 이해, 깊은 사고를 의미한다. 참여적 몰입은 독자가
읽으면서 내용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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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또한 디지
털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측
면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flow)은 앞의 세
가지 몰두가 교차해서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동반하고, 빠른 판단, 빠른 파악, 빠른 접근이 이루어지며, 정확
한 이해와 깊은 사고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리딩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플랫폼, 콘텐츠, 컨
텍스트, 동기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모바일 폰의
경우 뉴스 또는 SNS콘텐츠를 선호하고 이동 중이거나 침대와 같이 잠시 머
무는 장소에서 몰입이 잘되고 재미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주로 몰입이 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은 논문과 소설 뉴스와 같이 다소 긴 글을 읽을
때 선호되고 집안의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며 장소에 따라 선호되는 콘텐츠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미와 과제 모두에 대해서 큰 선호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바일 폰에서는 읽기 관련기능 중 북마크와, 검색기능이 중요시 되었고
태블릿은 북마크, 노트와 스크랩 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노트북에서는 노트
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디자인 할 때 스마트폰
은 주로 콘텐츠를 찾아 저장하고 태블릿은 읽으면서 노트하거나 스크랩하고
노트북에서는 주로 글을 작성하는 기능에 집중하도록 제안 하였다.
콘텐츠에 따른 읽기 과정에 있어서 논문은 접근 > 판단 또는 저장 > 이해
> 창조로 나타난 반면에 뉴스는 접근 > 판단 > 이해 > 저장 > 공유로 나타
났다. 뉴스 논문 모두 검색 기능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뉴스는 주로 공유된
글이나 구독한 글을 읽는 반면 논문은 북마크한 글을 읽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읽기의 과정이 순환함으로서 독자가 콘텐츠 소비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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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까지를 모두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을 동반한다.
1)콘텐츠에 적합한 읽기 단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한다. 2)접근 방법과
기능에 따라 비순차적으로 연결시킨다. 3)각각의 읽기 단계는 모듈화 되어 콘
텐츠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다. 4) 각각의 모듈화 된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
들은 컨텐츠에 맞게 최적화된다.
이러한 원칙과 앞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리서치를 위한 읽기 앱
인 ‘Researcher’라는 크로스 플랫폼 앱을 디자인 하였다. 이 앱의 가장 큰 특
징은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을 반영하여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의 일
련의 과정을 하나의 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버전과 태블
릿 버전을 만들어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시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디자
인 되었다. 새로운 콘텐츠와 저장한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 포함시켜 쉽게 접
근할 수 있고 각각에 적합한 템플릿을 통해 정서적 몰입을 도왔다. 읽으면서
쉽게 발췌하고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노트기능은 모듈화 시켜 새로운 글을 읽
을 때에도 저장한 글을 읽을 때에도 같은 노트를 불러들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읽기 단계가 서로 인접하게 디자인 되어 동선을 최소화 시켰다. 작성한
노트는 PC에서도 호환이 잘되는 포맷으로 My Cloud에 저장할 수 있으며 다
시 읽기 화면으로 불러와서 읽을 수 있는 순환하는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
이 앱의 리서치 몰입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결과로서 사용자들은 이 앱의 순환하는 구조에 대해서 매우 효율적이며
집중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능으로
레퍼런스 자동저장 기능과, 작성한 문서를 PC용으로 포맷팅 해주는 기능, 읽
으면서 동시에 발췌하고 노트하는 기능, 저장한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는 기능, 그룹하이라이트, 본문 중간에 코멘트 하는 기능으
로 나타났다. SNS를 통하여 일반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리서치에 집중된 기능들을 선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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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면 전환에 있어서 선호되는 모달리티로 사용자들은 단어검색과 같이 순
간의 액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스처를 선호했지만 페이지 전환과 같은 큰
이동에 대해서는 손으로 탭하거나 태블릿 자체를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다. 따
라서 화면 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모달리티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 결과 글을 읽을 때 여러 모달리티 중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몰입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많은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 리딩에서의 몰입은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플랫폼의 물리적 특성
과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상황, 동기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잘 파악하여 몰입으로 이끄는 장치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디자이너들의 숙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 정보를 읽는데 있어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견 점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를 위한 앱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개발을 기획하는 전략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구조화 시키는 단계에 까지 충분한 가이드와 인사이트를 줄 것이다.

8.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계획

이 연구는 설문조사, 사용자 인터뷰, 사례연구와 같이 정성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 완벽히 프로토타입이 구현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테스크를 주어
얼마나 시간이 단축 되었으며 이해도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는지 같
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는지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읽기에 전반에 있어서 플랫폼들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만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리서처들이 리서치를 위해 각각의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제안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제 리서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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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속도, 양, 정확도, 기억력, 만족도, 응용력 측면에서 정량
적인 실험을 통해 앱의 효용성에 대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할 것이
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힌 세 가지 몰입감인 정서적 몰두, 인지적 몰두, 참여
적 몰두 하나씩 집중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
가 있을 것이다.

- 181 -

- 182 -

참고문헌
학술논문
김미량

(2000).

정보화 사회의 독서매체 확장을 위한

一考

한국독서학회,

(5),

클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에서의 지속가능한

UX

.

65-81.

김성우.

(2010). N-Screen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김윤화
제

스크린 플레이

(2009). 3

21권 11호

박성익, 김연경.

통권

(1996).

(3 Screen Play)

서비스 추진 현황, 방송통신정책

464호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박인기

P.553-561

14(1), 93-115.

讀書와 媒體環境 『한국독서학회』
.

, (1), 123-147.

안세열, 김학균, 정영준, 구명완, 멀티모달 상황인지 인터페이스 최싱 기술 동향,
KT미래연구소,

이순영

(2006).

독서연구

Telecommunication Review

제18권 3호

2008년 6월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 359-381.

정혜승.

(2006)

최인자

(2008).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
디지털 시대, 문학 고전 읽기 방식.

16호

『한국독서학회』

, (19),

97-129.

홍인선.

(2000)

인터넷 매체 활용과 독서지도, 한국출판 연구소

2000.6

Ackoff, R. L.( 1989 ) "From Data to Wisdom", Journal of Applies Systems
Analysis, Volume 16, p 3-9.
Alexander, J. E., & Filler, R. C. (1976). Attitudes and read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Chen, H., Wigand, R. T., & Nilan, M. (2000). Exploring web users’ optimal
flow experience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13(4), 263-281.
Cho, E., & Kim, Y. K. (2012). The effects of website designs, self-congruity,
and flow on behavior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6(2),

- 183 -

31-39.
Csikszentmihalyi, M.(1975). Play and Intrinsic rewards. Journal of humanistic

－

psychology, 15, 41

63.

Csikszentmihalyi, M., Larson, R., & Prescott, S. (1977). The ecology of
adolescent activity and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3),
281-294.
Dale, E. (1969)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3rded.).NewYork
,NY:DrydenPress.
Douglas, Y., & Hargadon, A. (2000, May). The pleasure principle: immersion,
engagement, flow. In Proceedings of the eleventh ACM on Hypertext and
hypermedia (153-160). ACM.
Eshet-Alkali, Y., & Amichai-Hamburger, Y. (2004). Experiments in digital
literacy. CyberPsychology & Behavior, 7, 421-429.
Garner, R., Gillingham, M. G., & White, C. S. (1989). Effects of'seductive
details' on macroprocessing and microprocessing in adults and children.
Cognition and Instruction, 6(1), 41-57.
Hoffman, D. L., & Novak, T. P. (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The Journal of
Marketing, 50-68.

–

Jaimes, A., & Sebe, N. (2007). Multimodal human

computer interaction: A

survey. Computer vision and image understanding, 108(1), 116-134.
Kellogg, W. (1987), Conceptual consistency in the user interface: Effects on
user performance, In Proc. of Interact '87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Stuttgart.
Lee, B. and R.S. Lee. (1995). How and Why People Watch TV: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Interactive Television.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5(6): p9
Lee, O., & Brophy, J. (1996). Motivational patterns observed in sixth-grade
science classroom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3(3),

–

303

318.

Legard, Robin, Jill Keegan, and Kit Ward. "In-depth interviews." Qualitative

- 184 -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2003): 138-169.
Lorch, Robert F., Elizabeth P. Lorch, and Madeline A. Klusewitz. "College
students' conditional knowledge about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2 (1993): 239.
Mahajan, R. & Shneiderman, B. (1997). Visual and Textual Consistency
Checking Tools for Graphical User Interfaces. IEEE Trans. Softw. Eng. 23,
11 (November 1997), 722-735.
Mangen, A. (2008), Hypertext fiction reading: haptics and immersion. Journal

–

of Research in Reading, 31: 404

419.

McKenna, M. C., & Kear, D. J. (1990).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626-639.
McKenna, M. C., Kear, D. J., & Ellsworth, R. A. (1995).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934-956.
Mcquillan, J., & Conde, G. (1996). The conditions of flow in reading: Two
studies of optimal experience. Reading Psycholog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7(2), 109-135.

é

Morineau, T., Blanche, C., Tobin, L., &Gu guen, N. (2005). The emergence of
the contextual role of the e-book in cognitive processes through an
ecological and functional IJDesign Manuscript Template, Version 2 (Nov.
2008) for Word 2007 on Windows systems 21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2(3), 329-348.
Oldfather, P., & McLaughlin, H. J. (1993). Gaining and losing voice: A
longitudinal study of students’ continuing impulse to learn acros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ontext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3, 1-25.
Oldfather, P., & Wigfield, A. (1996). Children’s motivations for literacy
learning. Developing engaged readers in school and home communities,
89-113.
Oviatt, S., & Cohen, P. (2000). Perceptual user interfaces: multimodal
interfaces that process what comes naturally. Communications of the ACM,

- 185 -

43(3), 45-53.
Polson, P., Muncher, E. and Engelbeck, G. (1986), A test of a common
elements theory of transfer, Proc. of CHI'86, ACM, New York, 78-83.
Pool, C.R. (1997). A new digital literacy: a conversation with Paul Gilster.
Educational Leadership, 55:6-11.
Richter, K., Nichols, J., Gajos, K., & Seffah, A. (2006). The many faces of
consistency in cross-platform design.

In CHI '06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EA '06).
Rohit Mahajan and Ben Shneiderman. 1997. Visual and Textual Consistency
Checking Tools for Graphical User Interfaces. IEEE Trans. Softw. Eng. 23,
11 (November 1997), 722-735.
Schallert, D. L., & Reed, J. H. (1997). The pull of the text and the process
of involvement in reading. Reading engagement: Motivating readers through
integrated instruction, 68-85.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Schunk, D.H., & Zimmerman, B.J., Developing self-efficacious readers and
writers: The role of social and self-regulatory processes. In J.T. Guthrie,
&A. Wigfield(eds), Reading Engagement: Motivating Readers Through
Integrated Instruction (pp. 34-50).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s, 1997.
Skadberg, Y. X., & Kimmel, J. R.(2004). Visitors' flow experience while
browsing a Web Site: Its Measurement, Contributing Factors and

－

Consequ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3), 403

422.

Sperling, R. A. & Head, D. M.(2002) Reading attitude and literacy skills in
pre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4).
Tenopir, C., King, D. W., Edwards, S., & Wu, L. (2009, January). Electronic
journals and changes in scholarly article seeking and reading patterns. In
Aslib proceedings (Vol. 61, No. 1, pp. 5-32).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Walsh, M. (2007). Reading visual and multimodal texts: how is

- 186 -

‘reading’different?. Australian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cy, 29(1),
24-37.
Webster, J., Trevino, L. K., & Ryan, L. (1994). 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4), 411-426.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r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20.

단행본
김완기

(1992)

니콜라스 카

독서 방법과 감상문 쓰기, 중앙교육

(2010).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스티븐 로저 피셔
주홍균

(1991)

(2004) Flow:

(2010)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울림

읽기의 역사, 지영사

무엇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 중앙교육

Adler, M. J., & Van Doren, C. (2011). How to read a book. Simon and Schuster.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den, S.(1993).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ily Glazer (October 21, 2011). "Worth It? Saving Websites to Read Offline". The
Wall Street Journal.
Josh CLark (2010). Tapworthy- ddesigning Great iPhone Apps, O'Reilly Media
McLuhan, M., Fiore, Q., Agel, J. (2002). The Medium is the Massage.
communication books
Nell, V. (1988). Lost in a book: The psychology of reading for pleasur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Newmann, F. (1992).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econdary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Nielsen, H.(1989), Coordinating User Interfaces for Consistency Checking, Ed.
Nielsen, J. Academic Press Inc., London.

- 187 -

Pugh, A.K. Silent Reading: An Introduction to Its Study and Teaching. Heinemann
Educational, London, UK, 1978.
Sato, I. (1988). Bosozoku: Flow in Japanese motorcycle gangs. In M.
Csikszentmihalyi & I.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consciousness (pp.92-11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lf, R. (1989), Consistency as process, Coordinating User Interfaces for
Consistency Checking, Ed. Nielsen, J. Academic Press Inc. London, 89-92.

웹사이트
글나라

(2011)

책 읽는 방법

<http://www.gulnara.net/main.php?pcd=6.12.85.&_vpg=view&_cat=S13.&uid=4>

두류어린이 도서관(2011), 독서하는 방법,

available at

http://duryu-lib.daegu.kr/duryu_kids/index.php?g_page=guide&m_page=guide02

박순찬

(2013. 2. 7).

조선일보, 신문·인터넷 뉴스 열독률 1위,

available a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7/2013020702436.html?De
p0=twitter>

최재원

(2005, 5, 11).

조선일보 유비쿼터스 미디어랩신문의 과거와 미래를 찾아

<1>,

available at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37>
Associated Press (2005, 3, 18) PDF Reader Premium - Annotate, Scan, Fill Forms
and Take Notes, available at
<http://www.msnbc.msn.com/id/7232995/ns/technology_and_science-wireless>
Buskirk, E (2010. 3. 25) Eye-Tracking Tablets and the Promise of Text, available at
<http://www.wired.com/2010/03/eye-tracking-tablets-and-the-promise-of-text-20/>
CHRISTINE CHAN (March 10, 2012). "It's The Battle of the Read It Later Apps!
Read It Later vs. Instapaper vs. Readability". AppAdvice, available at
<http://appadvice.com/appnn/2012/03/its-the-battle-of-the-read-it-later-apps-readit-later-vs-instapaper-vs-readability>
Coopenurphy(2010, 8) iPad Consumer Usage Study (2010. 8), available at
<http://cmcopywriters.co.uk/ipad-consumer-usage-study>
Gartner (2009. 10. 20)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 for

- 188 -

2010, available at <http://www.gartner.com/newsroom/id/1210613>
Google.(2012) The New Multi-Screen World Study, available at
<http://www.google.co.kr/think/research-studies/the-new-multi-screen-world-study.html>
Hayles, N.K. (2005). Deeper into the machine: The future of electronic literature.
Culture Machine, 5. available at <http://svr91.edns1.com/~culturem/
index.php/cm/article/viewArticle/245/241>
Guinnessworldrecords(2011) Best Selling Book of Non-fiction, available at
<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records-1/best-selling-book-of-non-fiction/>
IDEO (2010). Future of the Book for IDEO, available at
<http://www.ideo.com/work/future-of-the-book>
Kdan Mobile Software LTD (2012). PDF Reader Premium - Annotate, Scan, Fill
Forms and Take Notes, available at
<https://itunes.apple.com/us/app/pdf-reader-ipad-edition/id367816156?mt=8>
Lee, Ellen (21 July 2012). "Goodreads' Otis Chandler reviews growth". SF Gate.
Retrieved 22 October 2012, available at
<http://www.sfgate.com/business/ontherecord/article/Goodreads-Otis-Chandler-r
eviews-growth-3725030.php>
McDaniel, S. (2003). What’s Your Idea of a MentalModel?, available at
<http://www.boxesandarrows.com/view/whats_your_idea_of_a_mental_model>
McNichol, Tom (13 February 2009). "Mashable - 25 Best Blogs 2009". Time
Magazine. Retrieved 29 June 2011,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79276_1879279_
1879302,00.html>
Mobiz (2010. 6. 15)

문자와 음성통화 위주의 국내 휴대폰 사용패턴,

available at

<http://mobizen.pe.kr/964>
Mulcahy, C (2012) The Reading Process -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available at

—

<http://worldtopauto.com/docs/www__reading__ccsu__edu

Mulcahy_Cam--The

%20Reading%20Process__ppt.html>
Mulcahy, C. The reading process. Retrieved Feb 7, 2013, available at
<http://www.reading.ccsu.edu/Mulcahy_Cam/The%20Reading%20Process.ppt>

- 189 -

Sarah Ang (October 10, 2013). "5 Best Read-It-Later Apps: Pocket". Mashable.,
available at <http://mashable.com/2013/10/10/read-it-later-apps/>
Schurr, A(2008. 7. 8) Keep an eye on cloud computing, available at
<http://www.networkworld.com/article/2281563/data-center/keep-an-eye-on-clou
d-computing.html>
Sherman, Bill (January 4, 2011). "Lifechurch.tv's Bible App Attracts Millions of
Users". Tulsa World. Retrieved July 28, 2013, available at
<http://www.tulsaworld.com/news/religion/lifechurch-tv-s-bible-app-attracts-milli
ons-of-users/image_824e5a06-da06-5c11-b5fb-0c91eac75d56.html>
Stier, D (2009. 2. 26) “Are We Having the Wrong Conversation about Ebook
Pricing?”, available at,
<http://theharperstudio.com/2009/02/are-we-having-the-wrong-converstation-abou
t-ebook-pricing>
Tedeschi, B (2010. 12. 1) Top 10 Android Apps,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0/12/02/technology/personaltech/02smart.html?_r
=0>
Whitson Gordon (August 27, 2013). "Read Later" Apps Compared: Pocket vs.
Instapaper vs. Readability". LifeHacker, available at
<http://lifehacker.com/5894995/bookmark-and-read-later-apps-compared-read-it-lat
er-vs-instapaper-vs-readability>
Wikipedia (2011),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Cross-platform>
Yarow, J and Angelova, K (2010.6.10). CHART OF THE DAY: Here's The Most
Popular Apps On Android, iPhone, And BlackBerry, available at
<http://www.businessinsider.com/chart-of-the-day-apps-on-mobile-os-2010-6#ixzz3
8A19rDv8>
Yarow, Jay (December 9, 2010). "Apple Calls Flipboard 'iPad App of the Year'.
Business Insider, available at
<http://www.businessinsider.com/apple-calls-flipboard-ipad-app-of-the-year-2010-1
2>
Zickuhr, K and Rainie, L(2014. 1. 16) E-Reading Rises as Device Ownership
Jumps, available at
<http://www.pewinternet.org/2014/01/16/e-reading-rises-as-device-ownership-jumps/>

- 190 -

공표된 논문
강민정, 윤주현

(2011).

디자인 가이드.
강민정, 윤주현

강민정,

&

『디자인경영학회』춘계 학술대회

, 8-11.

(2011).

디자인 가이드.
윤주현.

크로스 플랫폼에서의 매끄러운 읽기 경험 강화를 위한

크로스 플랫폼에서의 매끄러운 읽기 경험 강화를 위한

『한국디자인학회』

, 24(), 227-238.

(2013).

『

디지털환경에서 읽기 단계에 따른 몰입감 향상을 위한

멀티모달리티 연구. 한국
강민정, 윤주현

(2013).

『한국디자인학회』

HCI

』 학술대회

학회

, 221-223.

몰입향상을 위한 콘텐츠별 디지털 리딩 에코시스템의 제안.

, 26(3), 177-194.

Kang, M. and Eune, J. (2012) Design Framework for Multimodal Reading
Experience in Cross-Platform Computing Devices

–

Focus on a Digital Bible,

DRS 2012 conference proceedings, available at
<http://www.docstoc.com/docs/141600713/DRS-2012-Bangkok-Volume-3>
Kang, M., & Eune, J.(2013) Extracting UX Elements Based on Reading Stages: A
Case Study. IASDR 2013 conference proceedings, available at
<http://design-cu.jp/iasdr2013/papers/1348-1b.pdf>

- 191 -

- 192 -

Abstract

A Study on Multimodal UX/UI Design
Reinforcing Flow of
Informational and Knowledge Reading
in a Cross-Platform Environment
c

‘

c ’

- Fo using on a Reading app. Resear her -

Kang, Minjeong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raditional reading through printed book works in one dimension, reading
through digital devices works in a multi-dimension with inputs and outputs by
multiple platforms and apps. This fact brings many changes in ways of reading
and also affects flow of reading. As cloud computing is being developed,
cross-platform apps become more popular and interests are growing in a seamless
user experience on crossing platforms. Digital platforms create multimodal
interactions such as auditory and gesture, which diversified reading experience. With
these changes, the concept of reading in digital environment now extends to
searching, judging, sharing, and creating contents, which leads to appearance of
many different apps supporting little different functions. As a result, switching
different apps and platforms may interrupt flow of read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 drew a design framework and guide. Based on
them, I have developed a prototype of a reading app and verified efficiency and
value of the app.
I approached this study in three dimensions such as coherence among
platforms, flow in reading process, and multimodal elements of each read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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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es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is research. In chapter 2, a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to define coherence of user experience in crossing
platform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Chapter 3 defines flow of reading
through multi-modality in digital environment and classifies flow in reading. In
chapter 4, a case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s and reading by each content. Also, UX elements are derived for each
reading stage. Chapter 5 presents the result of three different survey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tforms and content, reading stages and multimodal
elements to help flow in reading for each reading stage. As a result of survey
analysis, a digital reading ecosystem and a design guide for each content are
derived. Chapter 6 provides a design strategy to help achieving flow of digital
reading based on previous analysis. In chapter 7, a reading app, ‘RESEARCHER’
is developed, which helps research activity such as searching, saving, reading,
writing and formatting. User interviews about the ‘RESEARCHER’ are also
conducted. Chapter 8 concludes this thesis and discusses future extensions.
In this thesis, I found that flow of reading in digital environment is achieved
by affective, cognitive, and participatory immersions. In a mobile phone, an
affective immersion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kinds of immersion. Also,
personal and communication-related contents are preferred to read. Skimming is
popular in a mobile phone so that the features to help skimming such as search
are important. In a tablet, novel or long essay are preferred contents that needs
cognitive immersion. Also, the features to help intensive reading such as highlight
are important in a tablet. In PC, participatory immersion is prevalent and both
skimming and scanning are conducted. Important features for PC include
multitasking, history taking, and comments.
The influential factors of flow in digital reading consist of contents, platforms,
motivations, and contexts. I fou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through
three surveys. Contents are subdivided into news articles as information and
journal papers as knowledge; platforms into mobile phones, tablets, and lap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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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into pleasure and assignments; and contexts into at home, on-the-go,
and out of home. The results show that 1) flow in reading news articles is
influenced by motivation, whereas flow in reading journal papers is influenced by
platforms; 2) in a mobile phone, motivation significantly affects flow, and in a
tablet, content types significantly affect flow. Also, a laptop provides the best flow
as a medium of reading articles regardless of motivation; 3)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assignments positively influences flow in all the platforms; 4) in
news articles, the places providing flow depend on platforms, and in journal
papers, the places out of home provide good flow. In tablets, the places for flow
significantly depend on content types unlike laptops. In case of news contents,
reading process is in the order of saving, reading, and sharing. In research paper,
saving contents occurs before reading and creating occurs after reading. The
findings would be helpful in case of designing an app for digital reading to aware
users’ circumstances.
Based on the results, a digital reading app, ‘RESEARCHER’, is developed and
tested to verify the validity by user interviews. The results of user interviews show
that the app is helpful for users to focus on the reading activity and also
motivates users to create new contents. I believe that the result of this thesis
would be useful for designing a cross-platform reading app in consideration of the
combination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flow in digital reading, In addition, it
would give insights to discover new contents that are suited for digital
environment.
Keyword: reading, flow, cross-platform, multimodalit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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