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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티미디어와 를화 인터페이스 

이 재 현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멸티미디어와 인터페이스 

현대적 미디어는 멀티미디어이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는 “단일한 인터페이 

스를 통해 제시되거나 단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되도록， 단일한 디지 

털 정보환경 속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구성요소틀 

을 매끄럽게 통합해낸 디지털 미디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멀티미디어만의 고유한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멀티미디어는 전통적인 ‘모노’ 미디어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 구성요소들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끄러운 통합’(seamless integration)이란 기준 

에서 볼 때， 책， 비디오→ 슬라이도 오디오 테이프 등 개별적인 교육용 미디어틀을 

한 상자 속에 담아 제공하던 소위 ‘멀티-미디어’ 키트와 구별된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는 구성요소인 개별미디어의 개체성은 유지한다눈 것이다. 프로그래밍 

용어로 표현하자면， 멀티미디어가 모률성(modular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지만 개별요소들이 모률성을 갖지 못하는 비디오 

나 영화 등 전통적 아날로그 미디어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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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멀티미디어는 상호작용적 미디어이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매 

개된 환경의 형식과 내용을 즉각적으로 변경허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지칭 

하는데(이재떤， 2000, pp. 124-125), 이런 변경가능성(variability)을 큰간으로 하는 

상호작용성은 바로 두 번째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정보환경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서도 한 부분만을 분리해내 재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률성 덕분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종합해 볼 때， 현대적인 디지털 별티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 

들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는 단일한 환경 속에서도 구성요소들의 개체성을 유지 

하며 고도의 상호작용성을 구현해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와 구별된다. 이 

런 특성틀은 현대적인 디지럴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 멀티미디어에 있어， 나아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바 

로 이러한 별티미디어의 속성얘 기인하는 것이다. 

첫째， 미디어 구성요소들마다 각기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딘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가 하나의 환경 속에 통합되어 있는 멀티미디어의 경우에는 

분리되어 았던 인터페이스틀 또한 하나의 환경 속에서 통합해내야 한다. 둘째， 다 

른 한편으로 상호작용성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변경 대상이 되는 개체의 수와 범 

위가 확대된다는 것인데， 단일한 구성 미디어 측면에서도 복잡해질 인터페이스는 

다중적으로 결합될 미디어의 수가 확대되면 복잡성은 그만큼 배가된다. 세 번째 

로1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멀티미디어가 점차 기존의 다양한 문화형식들을 컨텐 

츠로 담게 되면서， 기존의 미디어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런 문화형식을 전달하 

던 기존 미디어의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인터페이스가 갈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인터페이스를 특히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개웹 보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 인터페이스’빼tural interface)라 함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더1 ， 그 하나는 삶으로서의 문화와 인터페이스 은유{metaphor)와의 관 

련성이고， 다른 하나는 컨텐츠로서의 문화형식과 인터페이스와의 관련성이다. 즉，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판 

의 친숙한 푼화를 은유 대상으혹 활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렇 

고， 두 번째로는 멀티미디어가 이제 영화， 텔레비전， 책 등 기존의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형식， 즉 문화적 컨텐츠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지판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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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보는 ‘기술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컨텐츠의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를 보는 

‘문화적 접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역새 그리고 설계 원리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이 

두 가지 측면， 즉 인터페이스 은유와 문화， 그리고 문화 인터페이스로서의 멀티미 

디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인터페이스의 미래를 살펴볼 텐데， 

앞의 두 가지 측면과 달리 이 부분은 7}상현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원론적 논의로 

서， 기존의 문화적 형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 

서 디분히 ‘기술적’이고 함축적이다. 

2. 인터페야스의 개념과 역사 

(1)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쇠inter펴ce)란 두 시스템 사이의 경계나 점점을 지칭히는 

것으로， 하드웨어장치들 사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시스템과 인간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인간기계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가능케 해주는 사용자와 시스템 사 

이의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의 한 부분을 사용자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라 부른다. 이를 인간의 경험이란 측면으로 확장하면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인간(사용재과 도귀기계) 사이의 상호작용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텔레비전 수상기， 라디오 수선기， 오디오， 전화기 등 인간이 개발한 모 

든 도구는 인간과의 독특한 상호작용을 규정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 즉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HCI， 

human-computer interface)인데， 특히 컴퓨터가 멀티미디어 시스템인 경우 멀티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MUI)라 부른다. 

HCI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독특한 패턴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유형 

으로는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1 즉 CUI(ch따acter user int뼈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graphical user inter펴ce) ， 그리고 가상현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VRUI(virtual reality user interface)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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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UI와 GUI 으| 비교 

구분 CUI GUI 

· 모든 옵션과 운용이 일관된 형식으 · 은유(metaphor)를 통해 사용자에게 친 

로 이루어점 숙한환경을 제공함. 

장점 
· 모든 옵션과 운용이 문서화되고 스 · 그래픽을 이용하여 초보자라고 쉽게 

크립팅으로 처리할 수 있읍 이용할수 있음 

· 배치시스템으로 처리되어 반복적인 

작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초보자에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줌. · 시스템마다 메뉴나 운용방식이 다를 

· 명령어와 그 문법을 숙지해야 하기 A)「 。λλ1 c 口L• 

단점 때문에 숙련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 스크립팅 기능이 제한되거나 없읍. 

필요함 · 간단한 작업에도 매번 같은 조작을 

반복해야함 

트~7èJ 
· 문자-키보드 · 그래픽 아이콘-마우스 

· 투벙 함(transparent) · 불투명 함(opaque) 

실례 
. UNIX shε11 ， MS-DOS, VMS. CP매1. . MacOS, MS Windows, X Window 

AutoCAD Sytem, KDE, GNOME 

첫째， 명령어 인터페이스(command line interface, CLI)라고도 불리는 CUI는 사 

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이 문자냐 기호로 이루어진 명령어로 상호작용히는 방식으 

로 DOS나 초기 대IX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명령어와 그 문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시스댐마다 명령어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 

용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기도 한다. 

툴째， GUI는 제록스사의 PARC에서 개발한 것으로 본격적으로는 1984년 매킨토 

시 컴퓨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를 포함해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윈도/ 아이콘， 메뉴， 버튼 등과 같은 그래 

픽 형태의 위제트{widgets)를 마우스， 트랙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포인터장치뜰 

을 이용해 콜릭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이를 WIMP( windows, 

icons,l) mouse, pointer) 인터페이스라 부르기도 한다.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l)GUI를 구성하는 핵섬 요소인 아이콘의 기원은 종교적인 그림이나 조각품을 지칭하는 러시아 
어 ikon이다， 컴퓨터 환경에서 아이콘은 프로그램， 자원， 상태， 옵션， 윈도 등을 시각적으로 표 

현하는 상징인데， 그림을 나타내는 picon, 동화상을 나타내는 mlcon, 오디오를 나타내는 ea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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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멀티미디어는 GUI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셋째， VRUI는 가상현 

설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사전 지식이 거의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서와 마찬가 

지로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루브르 박물 

관 CD 등과 같이 이용자는 가상공간을 여행하면서 관심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 

어다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도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표 1>은 대표적인 두 가지 HCI인 CUI와 GUI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Wikipedia, 2002; 2003 참조) 

(2) 묘CI의 발전 

현재는 GUI가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로 활용되고 있지만， 인간-컴퓨터 인터페이 

스 즉 HCI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앞서 CUI, GUI, VRUI 등 세 가지 유형의 HCI 

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HCI는，<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컴퓨터 상 

호작용 방식에 따라 역사적으로 크게 4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Sjoerd， 1995; 

Nielsen, 1993). 

<표 2> HCI의 발전 

세대 인터페이스 패러다임 인터페이스 유형 상호작용 방식 

배치방식 

라인형 인터페이스 
질문-답변 대화방식 

2 CUI 
명령어 라인 대화방식 

풀 스크런 인터페이스 
양식 입력 방식 

3 
메뉴방식 

4 GUI 직접조작 인터페이스 WIMP 방식 

5 VRUI 차세대 인터페이스 VR 방식 
」

제1세대의 인터페이스는 배치(batch)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상호작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등 다양한 아이콘들이 개발되면서 폭넓게 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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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배치작엽이 시스템에 넘겨지는 단일시점에 국한되었다.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라인형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는 

제2세대 이후-， 즉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라인이라는 하나의 차원만을 갖는 제2 

세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칠 

문-탑변 대회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어 라인(command 1ine) 대화방식이다. 전 

자는 컴퓨터에 의해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 컴퓨터가 주는 옵션 중에 하나만을 선 

택해나가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은 명령아 

라인이라 불퍼는 한 라인에 국한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스크린 위를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내려진 명령은 다시 수정할 수 없다. 앞서 언급 

한 CUI는 바로 제2세대에 등징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양식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제3세대의 풀 스크린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인 

터페이스 공간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두 가지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양식 입력(form filling)방식이고 다른 하나 

는 메뉴방식이다 전자는 시스댐이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 하에 옵션이나 값을 지 

정하도록 하논 것으로 현재 대화박스 형태로 남아 있다. 후자는 다양한 대안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인데， 현재에도 많은 응용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선보인 제4세대의 직접조직-( direct manipu1ation) 인 

터페이스는 WIMP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윈도들이 중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2.5차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았다. 앞서 언급한 GUI는 바로 제4세대 

에 등장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양식으로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은유가 활용되기 

시작한다，2) 마지막으로 차세대 인터페이스는 개상현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로렐(Laure1， 1993)의 표현대로 “인터페이스의 사라짐’ηanishing interface)을 지향 

하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사라점은 인간과 기계 사이 

의 완전한 합제( embodiment)에 의해 가능하다. 

2) 컴퓨터 GUI의 발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에 제시된 연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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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어포던스 

(1) 인터페이스 설계의 원직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을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시스템에 

구현하는 작업을 인터페이스 설계(design)라고 하는데， 다른 기기의 설계도 마찬가 

지지만 인터페이스 설계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나가오 마코 

토 등(2000)은 인터페이스 일반과 관련하여 그 설계의 핵심은 사용성(usability)에 

있다고 하면서， 인터페이스는 인간 중섬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편리성 

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틀은 사용성의 하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대pp. 181-182). 첫째는 학습가능성(leamability)으로서，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정한 퍼포먼스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연성(flexibility)으로서，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인터페이 

스 환경을 시용하는 사람과 그 일에 맞게 얼마만큼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셋째는 처리능력(throughput)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효율로 달성 

되며，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것인7}， 문제 해결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조이너(Joiner， 1998)는 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적 

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CUI나 GUI에 모두 해당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이너가 제시하는 14개의 원칙듬은 구체적으로，(1) 사용자 

에 대한 이해(user profiling), (2) 은제metaphor) ， CID 기능 노휠feature exposure), @ 

일관성(coherence) ， (5) 상태 시각돼state visualiz때on) ， (Q) 작업압획shortcuts) ， (J) 집 

중돼focus) ， @ 문볍 준쉬grammar) ， @ 도움 제공{help) ， @ 안정감-(safety) ， QD 맥 
락 제공(context) ， @ 섬미갱aesthetics) ， (j]) 사용자 검증(user testing) , 그리고 @ 사 

용자 의견 수렴(humility) 등이다. 

한편 현재 보편화된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인 GUI의 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3) 대표적인 GUI인 

애플사의 매킨토시 인터페이스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대Apple Computers, 

Inc., 1995) 

3) 예를 들어， 뷔스(Buis ， 2003)를 참고하라. 이것은 매킨토시의 인터페이스 원칙들과 거의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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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킨토시의 인터페이스 원칙 직접 조작 

@ 은유{metaphors ):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친끈하게 생각하논 대상이나 환정 

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개념이나 기능을 전달하고 이를 인터페이스로 구성해내는 

것으로서， 매킨토시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은유논 책상， 즉 데스크탑이다. 

@ 직접조작-( direct manipulation): 사용자가 스크린상의 대상물을 직접 조작한다 

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행위과정을 스크런상에서 눈으로 확 

인할수 있도록한다. 

@ 확인 및 포인트(see-and-point): 사용자가 스크린상의 대상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을 마우스와 같은 포인터장치를 통해 선택， 클릭하 

여 시스템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병샤동새noun-then-verb) 

방식이라고부른다 

@ 일관성(consistency) : 사용자가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갖고 있는 지식 

이나 숙련 정도를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으로는 응용프로그램 내적인 일관성， 서로 다른 버전과의 일관성， 응용체계와익 

일관성， 사용자 기대와의 일관성 등이 고려된다 

(5)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그 처리 결괴를 감추어두지 않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어야 한 

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문서의 편집 조작에 따른 편집 결과나 인쇄될 결과가 

바로 스크린에 표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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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통제검-(user control):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 

써 컴퓨터가 아니라 사용자가 시스템의 행위를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사용자의 자의적 조작을 억제하는 엘정한 한계는 부여되 

어야한다. 

@ 피드백 및 대회{feedback and dialog):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결과를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시스템과 사 

용자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복원 가능성(forgiveness ): 사용자의 행위가 장못되었을 경우 되돌렬 수 있도 

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를 주 

어야한다. 

@ 안정김-(perceived stability): 사용자가 복잡한 시스템 환경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이해 기능하고 친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대상물이나 기능의 수를 제한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섬미적 통일성(aesthetic integrity): 정보가 시각디자인의 원리에 맞게 일관되 

게 잘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스크린상의 그래픽 요소들은 단순하게 처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연성(modelessness) : 응용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드(mode)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동시에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드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모드가 변경될 때는 이를 시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애포던스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포던스(affordance)로 구현된다. 어포던스는 

제임스 겁슨(James Gibson)이 고안한 용어로서， 그에 따르면 어포던스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과 표면적 형상 사이의 독특한 결합방식이라 정의된다{Gibson， 1979). 

달리 표현하면， 어포던스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기능한 조작방식으로서， 

컴퓨터나 멀티미디어를 포함해 모든 도구들은 그 기능에 맞는 독특한 어포던스를 

보여주고 있마. 예를 들어， 컵이나 조이스틱은 인간의 손에 맞는 손잡이를 제공 

(afford)하며， 컴퓨터 스크린상의 아이콘은 마우스 클릭을 가능케 해준다 

이런 점에서 인터페이스는 어포던스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어포 



144 言論情報冊究 40호 

던스를 제공히는 인터페이스 설계는 디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뛰 

어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그 인터페이스의 사용방법을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준다{나가오 마코토 외， 2000, p. 190). 예를 들어 버튼은 사 

용자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방법을 쉽게 암 수 있다 인터페이스 설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대상의 어포던스를 쉽게 지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이런 점에서 인터페이스 은유를 사용하는 GUI는 CUI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할수있다. 

둘째， 어포던스는 인간과 도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스크린상의 버튼은 

마우스 클릭은 제공하지만 움직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러 아이콘은 마 

우스 클릭， 드래깅， 드로핑을 제공하고， 스크롭 비는 긴 텍스트를 읽게 해준다. 따 

라서 멀티미디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마 

양한 어포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인터페이스 설계에 았어 적합한 어포던스를 제공하려면 문화나 교육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나가오 마코토， 2000; Mohnkern, 1997). 예를 들어 수도꼭 

지의 경우， 일본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누르는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반 

면， 독일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잡아당기는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볼륨 

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의 경우， 기존의 오디오에 익숙한 사람은 톨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에 익숙해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버튼식이 선 

호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조작 설수나 사용방법상의 혼동 

이 얼어날수 있다. 

4. 인터페이스 은유와 문화 

(1) 인터페이스 은유의 개념 

하나의 사스템을 설계할 때 설계자는 그것에 대한 개념적 모텔， 즉 ‘설계 모 

델’(design model)을 개발하게 되고 사용자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시 

스댐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모델”을 형성해 나가게 된 

대Mohnkern， 1997). 시용자 모델이 설계 모델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설계자의 목적은 자신의 섣계 모델을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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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를 매개해주는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GUI 

에서 흔히 시용되는 인터페이스 은원interface metaphor)이다. 

문학에서의 은유와 인터페이스에서의 은유는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은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대상이 무엇인가의 공통점， 즉 함축적인 유사성 

이 있을 때 사용된다. 그리고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은유를 통해 제시해 줌 

으로써 은유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의 은 

유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대상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는 대상 

의 속성이나 개념을 새로운 대상， 즉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전이 또는 매핑시킴으 

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 얄고 있는 문화적으로 친근한 대상을 기초영역 또는 원천영역 

(source domain)이라 하고 인터페이스 같은 새로운 대상을 목표영역(target domain) 

이라부른다 

결국 컴퓨터 인터페이스 은유는 바로 “원천영역인 친근한 대상에 대한 사용자 

의 경험이나 지식을 기초로 목표영역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개념， 구조 기능，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상호작용의 매개수단”이라 정의 

될 수 있다{나가오 마코토 등， 2000, p. 187).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은유에 의 

한 인터페이스의 이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은유에 의한 인터페이스 이해는 디음과 같은 세 단계의 인지적 추 

론과정을 거친다{Caπ011 et al., 1888; Sjoerd, 1995). 첫번째는 예시(instantiation)로 

서， 새로운 목표영역에 전이될 친근한 원천영역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두 번 

째는 정교화샌1aboration)로서， 양자 사이의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해 예시된 원천영 

역을 목표영역에 적용하는 추론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양자 사이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강혜consolidation)로서， 사용자 

가 원천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목표영역 

에 대한 하나의 정신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단계인데， 새로운 정신모렐은 원래의 

은유와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4) 

4) 인터페이스 은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CD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 
하고자 할 때， ø사용자에게 시스템의 기능을 전달하고자 할 때，@새로운 무엇인기를 사용하 
라고 제안할 때，@개념들을 서로 연관시켜야 할 때，@시스템 항해를 도와주고자 할 때，C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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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은유는， 로렐(Laurel ， 1991)의 지적대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한겨1 

점도 지니고 있다. 먼저 인터페이스 은유는 인간의 사고나 언어에서 은유가 자띤 

스럽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 영역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불일치하는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새 

로운 영역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터페이스 은유는 일관성끊 

유지할 수 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은유의 제 요소들이 깨끗하게 통일되지 

못할 경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인테 

페이스 은유는 특히 초심자가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도가 높아질 경우 인터페이스 은유 자체가 오히려 장애 

가될수도있다 

은유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경우에는 바로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하1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유를 활용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Carroll et al., 1988; 에oerd， 1995; Szabó, 1995). 

첫째， 싹} 가능한 다양한 은유들을 검토해 보아야 히는데， 이를 위해서 은유가 

바람직한 정서적 분위기블 창출할 수 있는가， 두 개 이상의 은유를 사용할 경우 

같은 주제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인터페이스 자체가 시용지플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동적인개 인터페이스가 공간적이고 시각적인개 그리고 응용프로그램띄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은-유와 소프트웨어가 일치하는 점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전형적인 사용자의 이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구체적인 작업 가능성 

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셋째로 은유와 소프트웨어가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윤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일치하지 않는 접 

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헬프 기능이나 대화상자 뜸 

과 같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인터페이스 은유의 불완션 

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점이 인터페이스 설계의 관건이 된대Ross et al., 

1997 참조). 

정보접근을 쉽게 하도록 할 때，(J)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할 때，@ 시스템 
검색， 구조， 내용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방법을 시각적으로 표현 

하고자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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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태페이스 은유의 유형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매우 다양한 인터페이스 은유가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 

다. 인터페이스 은유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먼저 사용자와 시 

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Borchers， 

1998). <표 4>는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인터페이스 은유를 분류한 것이다. 첫 번 

째는 조직1 manipulation)으로서， ‘손’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대상불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인데， 이에 사용되는 은유는 데스크탑 은유와 노트북 은유가 포함된다. 두 번 

째 상호작용은 항해(navìg따ìon)로서， ‘발’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여행 

하는 경우인더1 ， 그물맹Web)과 3차원 세계 은유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대 

회{conversation)로서， ‘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우인데， 명령어 

라인， 대화， 인터페이스 에이전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4>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인터페이스 은유의 분류 

상호작용방식 T 。rT。「 선체 기관 비고 

조작 
데스크탑 

{」ι 물리적 대상과의 상호작용 
노트북 

항해 
웹 

발 장소 이동 및 여행 
3차원 세계 

명령어 라인 

대화 대화 입 사람과의 대화 

에이전트 

한편 인터페이스 은유는 원천영역이 되는 은유의 대상물， 즉 상호작용의 대상 

이나 구조물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페어프랭크 등{Verplank， et al., 1993)에 

따르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국한하지 않을 경우 은유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은 사람 이동수단(vehìcle) ， 옷， 도구， 미디어 등이다. 이 이외에도 

기계， 환경， 스포츠， 정치， 유기체， 신경계 등 다양한 영역들이 은유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국한하여 그동안 활용된 은유들을 

보면 은유 대상에 따라 대체로 작업 도구， 미디어， 공간 · 건축물 등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표 5>는 세 가지 유형의 은유 대상별로 인터페이스 

은유의 설례들을 제시해본 것인데， 이 중에서 유형별로 대표적인 은유 한 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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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5> 은유 대ε뻐| 따른 인터페이스 은유의 분류 

유형 은유 예시 

작업도구 데스크탑 재록스 알토， 매킨토시， 마이크로소표E 윈도즈 

노트북 노트북 컵뷰터 

팔레트 페인트브러시 등 그림그리기 소프트웨어 

미디어 책 e-북， 웹북， 하이퍼북 

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 뉴스레터 

영화· 이야기책 게임(미스트) 

TV 비디오 스트리빙， 인터넷 방송국 

슬라이드쇼 사진 CD, PDF 온라인 프리젠테 이션 

우편 전자우편 

지도 전자지도， 관광가이드 사이트， 게 임 맴 

공간·건축물 박물관·미술관 가상미술관 사이트， 오르세이 미술관 CD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 

학교 온라인학습사이트 

도시 가상도시 

해비타트， 게임 공간 

방 IRC 채널 

거미집 월드와이드웹 

고속도로 인터넷(정보고속도로) 

바다 인터넷(정보의 바다， 서핑， 항해)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미로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백과사전， 게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활용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은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유는 ‘데스크탑 은유’(desktop metaphor)이다，5) GUI 설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온 데스크탑 은유는 제록스사의 알토와 스타에서 처음 사용 

되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PC 인터페이스 설계에 활용되어 대중화되기 시작 

한 것은 1984년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 이후이다. 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윈 

도즈를 비룻해 거의 모든 PC 인터페이스가 데스크탑 은유를 중심 은유{primary 

5) 데스크탑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그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은유이고 다 
른 하나는 메인프레임이나 워크스테이션보다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대중용 컴퓨터의 이 

름이다 노트북이란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컴퓨터를 작고 밟은 공책에 빗대는 은유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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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로 시용하게 되면서，6) DOS를 끈간으로 히는 기존의 CUI를 대제하게 되 

었다.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데스크탑 은유의 기본적인 요소는 문서나 

작업결과를 보여주는 시각적 모렐인 ‘창문’(windows) ， 책상 위의 사물을 움직이는 

방법인 클릭 및 드래깅， 그리고 사용자가 볼필요한 문서를 버리는 ‘휴지통’(trash 

can), 문서를 지칭얀 파일(files ), 문서들을 담는 종이집게인 폴더(fo[ders) 등이다. 

현재에도 데스크탑 은유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PC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Dillon & 
Leonard, [998 , P‘ 69).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콘의 표현력 한계이다. 즉 아이콘 

은 사이강} 작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제한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혼란 

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대Richards ， 2002). 이 러한 아이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많이 시용되는 것이 책 은유와 공간 은유이다<그램 2>는 최초 

로 PC에 데스크탑 은유를 사용한 매킨토시의 한 화면이다. 

<그림 2> 1984년 매킨토시의 데스크탑 은유 

그 다음으로 미디어를 은유로 활용하는 예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표현 

력과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책 은유’(book metaphor)이대Henke， 1999; 

Richards et al., 2002). 책 은유는 e-북， 웹북과 같은 전자적인 형태의 책들에 많이 

시용되는데，7) 구체적으로 일반사전， 백과사전， 도감， 연감， 포켓북， 추리소설， 공상 

6) 은유는 비중에 따라 중심 은유와 보조 은유(auxiliary metaphor)로 나누어진다 보조 은유를 쓰 

는 이유는 중섬 은유와 시스템 사이의 기능적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7) e-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는 CD-ROM이나 웹에 구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블릿 컴퓨터에 구현되는 것이다. 전자가 책 은유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후자는 책을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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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I MIDIUM IS 깨E METAP뻐R 

At differenì tìmes in our hisìory, differenì ιities ha.ve 
been the f。ζ 8. 1 point ofa radiatingAmeri(:B.n spirit , In the 

hte eighteεnth century, Dαr example, Bosìon was the 
centerofa polìtical radicalism th8.ì ignited a shoì heard 
round the world - a shoì th8. t could not hB ve been fired 
any other plac8 buì the suburbs of Boston , At its repo:ti, 

allAmericansι including Virginians써ecame Bostonians 
8.t hea:ti, In ìhe mid-nineìeenth centu:ty, New Yαk 

became the 영mbol of the idea of a melting• potAmerica 
- or 8.t least a non-En앙ish one - as the wreìched refuse 
from 8.11 over the world disembarkεd a t EHis Ishnd and 

<그림 3> 책 은유를 사용한 인터페이스 

소설， 만화책， 잡지， 성경， 법률서적， 교과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유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전통적인 종이책(codex)과 마찬가지로 앞뒤 표지， 목차， 표 및 그림 목 

차， 페이지 및 페이지 번호， 각주， 용어해제， 참고문헌， 색인 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종이책 이용관습을 전자책에 구현하기 위해 손가락， 페이지 넘기기， 되돌아가 

기(backtracking 또는 ‘trail ’ 기능)， 책갈피(bookmark) ， 텍스트 하이라이트” 밑줄 긋 

기， 여백에 노트하기， 복사하기， 발음키 등의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나아가 책 

은유의 요소는 아니지만， 레이아웃， 폰트의 형태 및 크기 조절， 하이퍼텍스트 링 

크， 검색도구， 멀티플 윈도 등의 기능，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와 같은 별 

티미디어 닫이 포함되기도 한다，8) 책 은유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틀이 기존의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외양이나 기능을 얼마나 선호하는 

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책 속의 정보를 찾는 데 전자책이 추가로 제공하는 

겸색도구나 책갈피보다 종이책의 도구인 목차나 색인을 더 많이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논란은 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종합하면， 책 은유가 전자책을 

(imitation)한 경우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Ml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최후의 책’ (Last Book) 

이다， 

8) 책 은유에 도서관 은유가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요소로는 책장， 책장에서 
책 꺼내기 기능 등이 포함된다 리차드 등(Richards et al., 2002)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CD-ROM에 담긴 하이퍼미디어 문헌자료집인 ALC(Active Library on Corrosion)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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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책 은유를 강조할 

경우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단 전자책에 익숙해 

지면 책 은유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책 은유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한 예이다 

.......... ‘_ .. _ .,rOITION H“‘ _AC: T’‘’ITI“ 
C그 IT‘ HDA IIIl DI ““。”’“”‘

<그림 4> 내셔널 지오그래픽 엑스피디션의 박물관 은유 

최근 공간 은유{space met때hor)나 건축 은유-(architecture metaphor)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9) 그 대표적인 예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은유{museum metaphor) 

이다 이런 은유를 활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아이콘에 주로 의존하는 GUI와 달라 

가상체험을 저l공히는 일종의 VRUI인데， 인터넷의 1 웹사이트나 CD-I와 같은 패키 

지를 통해 접할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은유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실제 FlL물관이나 미술관과 마찬 

가지로 입구， 로비， 층별 전시관， 복도 전시물， 전시안내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은 QTVR이나 VRML과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2차원 또는 

3차원 그래픽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방향키 

아이콘아 제공되고 특정 전시물을 클릭하면 그 전시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런 정보는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하다. 이런 요소들과 더불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나 게임 공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 감각을 앓지 않도록 

9) 공간 또는 건축물 은유에 대한 예들은 스칼리드(Skaalid， 1999)를 참고하라 여기에는 그 도시， 
집 ， 미술관， 박물관， 방에 대한 구체적인 웹사이트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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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제공되기도 하고 오르셰이 미술관 CD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인물인 가이드 O빠타를 통해 작품 설명을 제공히논 경 

우도 있다. 이런 공간 은유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아이콘에 의존하는 기존의 

GUI 은유들과 달리 정보전달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인데 

(Richards et al., 2002), 세섬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방향 감각을 잃고 공간에 

대한 사용자띄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그림 4>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 

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엑스피디션 사이트의 첫 화면이다.10) 

5. 멸티미디어와 문화 인터페이스 양식 

최근 들어 웹사이트， CD-ROM이나 DVD 타이틀，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온라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온라인 잡지，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다양 

한 문화적 헝식틀을 디지털 형태로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간-컴퓨터-문회를 

매개해주는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특히 ‘문화 인터페이스’(cu1tura1 interface)라 

부른다{Manovich， 2001 , pp. 69-70).11) 문화 인터페이스는 범용 HCI 이외에 기존 

의 친근한 문화적 형식의 요소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 

형식이 인쇄뀔(printed word)과 영회{cinema)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 인터페이스의 원류에는 크게 세 가지 양식이 있는 셈인데， 

첫째는 인쇄품 양식， 둘째는 영화 양식， 그라고 세 번째는 범용 HCI 양식이다. 이 

세 가지 전통은 정보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직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각각 독특한 방식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마노비치(Manovich， 2001 , 

pp. 73-93)의 논의를 중섬으로 세 가지 문화 인터페이스 양식틀의 특성과 변천을

살펴보고자한다. 

10)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각 방의 전시물과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http://www.nationalgeographic.com/xpeditions/ha11lindex.html 
11) 인터페이스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먼저 존슨(Johnson， 1997)의 ‘인터페이스 분 

화’(interfacε culture)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문화생산 및 커뮤니케 
이션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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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쇄물 양식 

1980년대 이후 PC와 워드프로세서가 보편화되면서 텍스트는 대량으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최초의 문화적 미디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의 개념이 탄생하던 1960년대 이미 연구자틀은 책， 백과사전， 기술보고서나 논문， 

공상물 등과 같은 인간의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12) 

텍스트는 컴퓨터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미디어 유형이다 텍스트는 다양한 미 

디어 유형들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3D그래픽의 좌표값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 

값， HTML 페이지의 포뱃 지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미디어들을 표현하 

는 코드라는 점에서 컴퓨터 미디어의 메타언어(metalanguage)이기도 하다. 텍스트 

는 명령어， 에러 메시지， 대화박스 등에서 보듯 여전히 컴퓨터와 사용사 사이의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메타언어로 사용되면서 문화 인터페이스는 텍스트의 정보 

조직화 원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원리가 바로 페이지 

(page)이다. 페이지는 일정한 양의 정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된 직사각형의 

표면으로서 다른 페이지와도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페이지라는 

양식은 기존의 기록매체인 점토판{clay tablet)이나 파피루스 두루마리(papyrus roll) 

가 합왼codex)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던 기독교 문명 초기， 서기로 1세기경에 등장 

했다 

컴퓨터는 친큰한 문화 인터페이스인 ‘페이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페이지 개념을 새롭게 확장해 나갔다， 1984년 

애플사는 매킨토시에 GUI블 도입하면서 중첩되는 윈도(overlapping windows)를 

통해 정보를 표현했는데 이는 여러 장의 페이지들을 함께 제공하는 기존의 책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한 개별 페이지들은 컴퓨터 스크린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스크롤을 통해 확장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상페이지인 셈이다. 1987년 

애플사는 하이퍼카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페이지 내에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순서와 상관없이 페이지들 사이의 링크 

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몇 년 후에 등장한 HTML은 문서나 페이지들 

12) 테드 델슨의 프로젝트 재나두(Project Xanadu)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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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링크를 단일한 컴퓨터 내에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 

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페이지 인터페이스의 변화논 페이지 

의 점진적 ‘가상화’(virtualiza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페이지 개념 

의 확장은 따른 한편에서 보딴 역설적이게도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 로마 시대띄 

파피루스 두루마리로의 회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윈도나 웹 ‘페이지’를 스크롬하 

는 것은 현대적인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두루마리를 펼쳐보는 

것과유사한 행위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페이스 변회는 문화 인터페이스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던 페 

이지 인터페이스의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텍스트 중삼 

의 위계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이 보편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래픽， 사진， 비디오， 사운드， 3D 등 다양한 미디어 유형들이 웹 페이지 내에 포템 

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그런 웹 페이지들은 여전히 텍스트에 다른 미디어 유 

형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페이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젝 

근 VRML과 같은 새로운 저작 기술이 도입되면서 웹 페이지는 텍스트도 다른 미 

디어 구성요소들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하나의 거대한 3차원 공간으로 전환되어 

가고있다. 

두 번째는 정보 조직화의 선형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웹이나 하 

이퍼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문서들 사이의 하이퍼링크 구조 때문인데， 전통적인 

책에서도 본문과 각주 사이의 관계에서 보듯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 

에 연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문을 선형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주요한 해 

독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선형성이 파괴되면서 사용자는 정보의 그 어떤 곳 

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동등한 위상을 갖는 다양한 미디어 유형들과 정보룹 

접할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 관습을 근본적으로 거부 

하는 시강f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I/O/D집단에 의해 만틀어진 1997년의 웹 

스토커(W e b Stalker)라는 웹 브라우저는 다른 브라우저처럼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페이지들 사이의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구조를 뱀과 같은 형태로 제시 

해준다，1 3) 위즈니우스키(Maci멍 Wisniewski) 71- 개발한 1999년의 네토마트(Netomat) 

라는 브라우저 또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페이지들에 포함되어 

13) 웹 스토커 는 그 흠페이지(htφ·μwww ，backspace.org/iod)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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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페이지 제목， 이미지， 오디오 등과 같은 미디어 유형들을 화변에 떠다니듯 

띄워준다)4) 이런 시도들은 페이지 은유블 거부하고 링크의 구조나 미디어틀의 

흐름을 그래픽 형태로 보여주고자 히는 것이다. 

띠) 영화 양삭 

초창기에 인쇄물 전통이 문화 인터페이스를 지배했다면 이제 그 전통은 약화되 

고 새롭게 영화양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5)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에서 문자 

적인 언어양식보다 영화적인 언어 양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공간적 조직화 미 

디어인 텍스트보다는 시간적 조직화 미디어인 영상을 통해 정보들 조직화하려는 

현대문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100여 년 전 영화가 탄생한 이후 세상을 보 

는， 시간을 구조화"ð1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의 경험을 다른 경험과 

연계시키는 영화적 방식은 컴퓨터 사용X까 문화적 자료와 상호 작용하는 보편적 

인 방식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적 양식이 문화 인터페이스로 자리잡게 된 

것은 영화가 친근한 문화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준 영화적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 

장 대표적인 것은 ‘움직이는 카메라’(mobile camera)이다. 이것은 원래 1980년대와 

1990년대 CAD, 비행 시율레이터， 디지털 영화 등을 위한 3D그래픽 기술의 한 부 

분으로 개발된 것인데， 이제 윈도 스크롤， 자르고 붙이기(cut & paste)와 같은 인 
터페이스 관습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음 차지하게 되었다. 즉 불리적 대상이나 

현상의 시율레이션， 통계자료의 제시，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표현 등 말 그대로 

모든 대상과 경험을 줌， 틸트， 팬， 트랙， 달리 등과 같은 영화적 문법을 통해 ‘공 

간화’(spatialization)하기에 이른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그래픽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파워애니메이터(PowerAnimator)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윈도에 달리， 트랙， 줌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데， 심지어 텍스트 문서에 대해 

서도 마치 3차원 모델이나 그래픽에서와 같이 달리나 팬이 가능하다 이것은 차 

메라에 의한 페이지의 대체， 나아가 인쇄물 전통에 대한 영화적 비전의 승리인 

14)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와 관련프로젝트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etomat.net)를 참고하라 

15) 여기서 영화 양식이라 하면， 20세기 영화뿐만 아니라 과거의 파노라마， 매직랜턴쇼， 극장， 그 

리고 최근의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형식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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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마노비치는 이를 “구텐베르크 갤럭시가 루미에르 우주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고 표현한다{Maonvich， 2001 , p. 80). 

문화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친 영화양식의 또 다른 예는 ‘직사각형의 프레 

임’( rectangu1ar 잠aming)을 통한 현실표상이다. 원래 직사각형의 프레임은 서구 회 

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르네상스 이후， 특히 원큰법을 개발한 레온 바티스타 

딸베르티(Leon Battista A1beπi) 이래로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창뭔window)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공간은 직사각형의 프레임 내 공간， 즉 ‘온스크린 공 

간’(onscreen space)과 보다 넓은 프레임 밖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회 

화나 사진이 직사각형의 프레임을 통해 보다 넓은 공간의 한 부분을 표상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HCI는 윈도를 통해 보다 큰 문서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회획나 사진의 프레임이 창작자에 의해 

선택되면 영구히 고정되는 반면， HCI의 프레임은 윈도 스크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프레임의 ‘이동성’(mobility)이 있어 자유자재로 다른 영역을 이몽하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의 문화 인터페이스가 역으로 영화 양식에 영향을 푼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컴퓨터 윈도의 스크롤은 영화의 ‘키노 아이’(kino

eye)인 셈이따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VRML 세계나 게임의 공간은 두 가지의 영화양 

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사각형의 프레임 속에 구현된 이런 공간을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움직이는 가상의 카메라{virtua1 camera)를 이용해 다양한 관 

점(point of view)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공간의 섣계자는 건축가이자 촬영기 

시{ cinematographer)인 셈이다. VRML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프E 

웨어는 사용자의 공간 내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하나의 관점에서 다븐 

관점으로 매끄럽게， 또는 점프 컷으로 이동하게 해준다. 특히 컴퓨터 게임은 가장 

역동적인 관점의 이동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194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 측면에서의 자동회{automation)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 

입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는 영화양식의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첫 번째로 딴일시점의 원끈법이， 두 번째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직사각형의 윈도 

7}, 그리고 서1 번째로 촬영과 편집관습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릭터， 세트 디 

자인， 내러티브 구조 등이 가상공간의 구성에 활용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쇄 

물을 누르고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인터페이스가 된 영화 양식은 이제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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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툴박스’(toolbox)가 된 것이다 

〈그림 5> ART+COM의 <고f7~ 사물의 비 7f.시적 형상〉 

그러나 이와 같은 영화적 양식을 거부하는 대안적인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시 

도되고 있다. 먼저 베를린의 ART+COM 집단의 자우터(Joachim S뻐ter)와 뤼젠브 

링크(Dirk Lüsenbrink)는 <과거 사묻의 비가시적 형상:>(The lnvisible Shape of 

Things Past)이리는 프로젝트에서 베를린의 역사 자료를 독특한 인터페이스로 보 

여준다)6) <그림 5>에서 보듯， 사용자는 베를린의 3차원 공간을 여행하며 길가에 

있는 길다란 형상을 접하게 된다. ‘필름오브제’(filmo비ect)라 불리는 이 형상들은 

도시의 한 지점에서 촬영된 다큐벤터리 실사들인데， 각각의 실사들이 디지털화되 

어 하나 하나 중층적으로 쌓여 었다. 사용자는 겉 표면부터 하나하나의 프레임들 

을 클릭해 나가며 역사적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찍 볼 때마다 그 형상은 

점차 앓아친다. 각각의 프레임은 마치 책의 페이지와 유사하며， 따라서 그 형상은 

한 권의 책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업은 ‘시간의 공간화’이다. 또 다른 예는 

헝가리 왈리츠키(Tamás Waliczky)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들인데， 그는 단일 

시점의 원근법을 거부하고 적하(water drop) 원근법， 원통( cylindrical) 원근볍， 역 

(reverse) 원근법 등 독특한 원근법을 시도하고 었다.1 7) 이런 작엽들은 영화적 양 

식의 보편회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화 인터페이스의 변혁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1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φ:/ /www.artcom.de/proj ects/invisible _ shape/)를 참고하라 
17) 대표적인 영화로는 <정원>(The Garden, 1992), <숲>(The Forεst， 1993), <길 The Way, 1994) 등 

이다. 



158 言論情報m究 40호 

간주될 수 있다. 

(3) HCI 양식 

HCI는 인쇄불 양식이나 영짝양식 못지않게 문화 인터페이스의 주요한 양식틀 

을 제공하고 있다. 194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실시간 무기통제， 

과학 시물레이션， CAD, 사무실 작업환경 제공 등의 목적에서 개발되어 온 HCI는 

이제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문화 인터페이스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 인터페이스로서의 HCI는 두 기자 관습의 흔성체(hybrid)라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스크롤 기능한 윈도 위계적 메뉴체계， 대화상자， 명령어 라인， 폴더 빛 파 

일 구조， 휴지통 등과 같은 범용 HCI의 관습이고 다른 하나는 인쇄불이나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 형식들의 관습이다. 이에 따라 문화 인터페이스로서 HCI에는 

두 가지 관습 사이의 긴장이 상존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통제( control)와 표생representation) 사이의 긴장이다. MacOS , 윈 

도즈， 유닉스 등과 같은 범용 HCI의 관습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복제， 이동， 

디스플레이 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action)나 조작을 가능케 해주 

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인쇄물이나 영화의 관습들은 행위나 조작보다는 문화적 자 

원들에 대한 몰입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스크린은 표면적 

으로는 자동차나 비행기에서와 같은 계기판이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 

상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창문， 즉 볼입 환경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측면은 표준돼standardization)와 독창성( originality) 사이의 긴장이다. 

현대적인 HCI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직은 일관성인데， 이에 따라 메뉴， 아이흔5 

대화상자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응용프로그램과도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달리 문화적 형식들은 다른 작 

품들과 구별되는 창의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적 인터페이스는 이 뚜 

가지 가지들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와는 달리， 전통적인 범용 HCI의 관습에만 의존하는 문화 인터 

페이스도 가능하다. 게할드 반 데어 카프(Gera1d Van Der Kaap)의 CD-ROM <플 

라인드롬 V.0.9>(1993)는 ‘블라인드 레터’라 불리는 폴더와 그 안의 텍스트 파일들 

로 구성되었는데， 사용자는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하이퍼링크나 3D환경의 걱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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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같은 별도의 인터페이스 조작방식을 배우지 않고도 책을 읽듯 한 파일씩 읽 

어나가면 된다. 사용자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만으로 인터페이스 환경에 주의가 

분산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작품에만 몰입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CD-ROM 

은 새로운 문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문화 인터페이스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범용 HCI의 인터페 

이스 은유나 관습틀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문화적 형식들이 제공해 

주는 관습들을 적절하게 조합하게 된다. 물론 통제나 조작의 수단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문화적 형식 또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 인터페이스가 인쇄물이나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 형식의 관습과 언어만을 모방하게 될 경우， 자료의 표현과 

조작， 상호작용성， 시율레이션 등과 같이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새로운 가능성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 인터페이스는 책， 회화， 영화 등 기 

존의 문화형식들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관 

습으로 정착할지는 불확설하다. 그러나 가상현실 시스템이 새로운 문화적 인터페 

이스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인쇄붙이나 영화 못지 않게 앞으로 주요한 문화적 

양식이 될 것이라쓴 점은 분명하다. 

6. 인터꽤야스의 미래: 궁극적 인터페이스로서의 육체 

그렇다면 ‘문화’와 인간 정신을 연결해주는 궁극적인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 

비오캐Biocca， 1997)는 종이， 망， 실리콘 같은 미디어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는 육체(body)라고 본다. 인터페이스의 궁극적인 과제는 커뮤 

니케이션 미디어와 육체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크루거(Krueger， 1991)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에서 “궁극적인 인터페이 

스(ultimate inter뼈ce)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 감각이 될 것”φ. 19)이라고 보았다. 

즉， 테크놀로지와 육체의 완전한 결합 즉 합체( embodiment)가 인터페이스，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최종 목표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합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인터페이스는 ‘사라진다’.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리는 합체의 출발점이 된 것은 1964년 앵겔바트에 의한 

컴퓨터 마우스(mouse)의 개발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왼손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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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런지각)과 손(운동)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접에서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디{Bardini， 1997) 즉 인간의 육체적 움직임 

이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전자적 공간 속에 직접 전환됨으로써， 키보드에 의한 추 

상적 표상에서 벗어나 컴퓨터 공간 속의 ‘육화된 행위’(embodied action)가 가능해 

진 것이다 비오카의 표현대로， 미우스 발병 。}후 최끈의 가상현실 시스템에 이프 

기까지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육체와 기계가 점진적으로 합체되어온 과정이라 판 

수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와 인터페이스는 어떤 수준에서 연계되는가? 비오카 

(Biocca, 1997)에 따르면， 육체와 기계， 즉 이용자와 가상현실 시스댐의 합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첫 번째 수준은 감각 연계(sensory engagement)로서， 감각기관들이 인터페이스 

에 연계되는 정도를 말한다. 감각 연계의 양은 가상환경에 연계된 감각채널의 수， 

각각의 감각 채널에 제공되는 디스플레이의 정세도(fìdelity)와 감각적 단서들의 범 

위， 그리고 가상환경에 연계되는 감각채널과 연결되지 않은 감각채널의 비율， 즉 

감각적 포회{sensory saturation) 수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 수준은 운동 연겨1(motor engagement)로서， 육체의 움직임과 활동이 인 

터페이스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우스로부터 시 

작해， 최근 가상현설 시스템의 위치 추적장치(position tracker) , 행동 캡처 시스템 

등은 이를 가능케 해주는 장치들의 예이다. 운동연계는 가상환경에 연계된 운동 

채널의 수따 육체 센서의 해상도에 의해 결정된다. 

세 번째 수준은 감각-운동의 조정(sensorimotor coordination)으로서， 이는 불리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경험히는 피드백의 일종인데， 육체적 움직임이 

감각적 피드백과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연계될수록 감각운동의 조정 정도는 높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움직임과 감각적 피드백 사이의 시 

간적 지연(time lag)이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합체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작업， 가정， 거리 등 일상적 

인 ~1--원， 즉 삶으로서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야 한다. 비오카{Bio c:ca， 

1997)는 이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인터페이스가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형화， 이동성， 착용성을 갖추고 육제와 보 

다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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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육체와 인터페이스의 결합 즉 합제를 통해 인간은 점차 기계와 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소위 “사이보그"(cyborg)로 변모해 가고 있다. 즉 인터페 

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비인간적인 인터페이스에 적합해지고， 인터페이스는 

인간적인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는 점차 자연스러운 것 

이 되고， 인간은 점차 비인간적인 존재로 되어 가는 것을 비오카{Biocca， 1997)는 

“사이보그의 딜레마’(cyborg ’ s di1emma)라 부른다. 디지럴 시대， 문화 인터페이스 

를 접하며 우리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이보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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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표> 컴퓨터 GUI 연표 

-
연도 회사· 기관 컴퓨터 . GUI 명칭 르성 

. 3버튼 마우스 

1973 제록스-PARC 알토컴퓨터 
· 비트볍 디스플레이 
·그래픽 윈도 
·이디넷 

1980 쓰리 리버스 컴퓨터 퍼크(Per이 워크스테이션 

· 더블클릭 아이콘 

1981 제록스‘PARC 스타컴퓨터 
‘윈도중첩 
·대화상자 
. 1024x768 흑백 디스플레이 

애플 리사컴퓨터 · 풀다운 메뉴 빛 메뉴바 

1983 
11l ;;Zl(ViSi) 비전(VisiOn) · 최초의 통합 GUI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출시 계획 발표 
. (윈도 중첩) 
(윈도 크기 조절) 

애플 매킨토시-MacOS · 현대적 GUI 

디지텔 리서치 GEM 
·아이콘 
·데스크탑은유 

1984 · 버전 1-6: 흑백 디스플레이 

MIT 윈도 시스템 X-VAX용 
· 버전 1-8: 컬러 
· 버전 11: 그래픽기능 강화， 다양한 
윈도스타일 

버클리 소프트원스 지오스(Geos)-코모도 64용 

코모도 
아미가워크벤치 

1985 -아미가 1000용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 윈도 중첩기능 없음 
· 윈도 병렬배치 

애플 
디지털 리서치 제소 위협 

. GEM 인정으로 제소 안함 
1986 -GEM, 매킨토시 모방 혐의 

디지털 리서치 GEM 신버전 · 고정형 윈도 

· 최초의 컬러 매킨토시 
매킨토시 II . 640x480 

.256컬러 (24비트 컬러 카드) 

1987 ·윈도크기조절 
마이크로소고E 윈도즈 2.03 ·윈도중첩 

· 윈도 컨트롤 기능 

아콘(Acorn) 아더(Aπhur) . RISC OS의 출발 

애플 GS/OS 
. 16비트 OS 
· 매킨토시와 유사한 GUI 

IBM OS/2 1.10 스탠더드 에디션 
. GUl: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윈도즈와유사 

1988 ·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넥스트(NeXT) 컴퓨 
· 매스코프로세서 

NeXT 컴뮤터 · 실시간 사운드용 프로세서 
터 

·팩스모템 
. 17인치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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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회사· 기관 컴퓨터 . GUI 명칭 E「츠λ 。1

코모도 아미가 워크벤치 2 
· 새로운 3D 이펙스 
· 새로운 메뉴 시스댐 

1990 
마이크르소프트 윈도즈 3.0 ·프로그램 매니저 웰 

지오웹스 PC-GEOS 

· 본격 32비트 OS 
IBM OS/2 2.0 ·워크젤 

· 객체 지향형 인터페이스 

1992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3.1 

. 3.0과 인터페이스 유사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아미가 아미가 워크벤치 3 
· 배경 이미지 
· 컬러 팔레트 개선 

1993 마이크르소프트 윈도 NT 
. 32비트 OS 
. 3. 1 과 인터페이스 유사 

1994 
QNX 소프트웨어 시스 

포튼 마이크로GUI 
· 최초의 임베드 마이크로커늘 윈도 

템즈 시스댐 

마이크르소프트 윈도즈 95 . MS의 본격 GUI형 OS 

1995 . BSD 유닉스 커늘 수정 
비(Be) BeOS 

· 멀티미디어 기능 우수 

뉴딜(New Deal) 뉴딜 오피스 2.5 . PC-GEOS의 후신 

1996 IBM OS/2 Warp 4 · 워크플레이스 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NT 4.0 · 윈도즈 95와 인터페이스 유사 

1997 MacOS 8 
·당시 소프트웨어중 최고 판매량 
기록 

·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즈 젤 및 
마이크르소프트 윈도즈 98 헬프 기능 수행 

· 우측 상단에 회사 로고 
1998 

세인브룩스 
· 윈도즈 98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8Lite 미설치 기능 (Shane Brooks) 
·부팅 시간빠름 

애플 MacOS X 서버 
· 유닉스용 OS 

1999 · 매킨토시 GUI 

리스코스(RISCOS) RISC OS 4 

애플 Aqua-MacOS X 클라이 언트용 
2000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2000 · 윈도즈 NT 인터페이스 구현 

2001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XP . NT계열과 3.1계열 통합 

* 출처: Lineback(2003)에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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