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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velop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ouchscreen
kiosks that can be comfortably used by various users such as wheelchair patients
and elderly people.
Background: The use of touchscreen kiosks in customer service has been increased;
however, various usability problems with the kiosk have been reported.
Method: A literature survey and expert review were conducted to draft th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ouchscreen kiosks; then, a prototype of the kiosk for a fast-food
restaurant was built by applying the design guidelines, and its usabil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it with an original interface for the kiosk of that restaurant.
Results: The revised kiosk design showed better usability than the original design
regarding performance time, number of screen touching, number of mistakes and
errors, task success rate, and subjective satisfaction.
Conclusion: Th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ouchscreen kiosks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evalu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Application: The proposed design guideline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ouchscreen kiosks providing good usability to a wide range of users including
wheelchair patients, elderly people, and children.
Keywords: Touchscreen kiosk, Kiosk interface, Universal design, Desig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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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roblem defini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식 주문이나
서류 신청 등과 같은 간단한 서비스에 있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무인주문결제 기기인 kiosk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식품외식경제의 프렌차이즈 총 결산(Foodbank.co.kr, Settlement of fast food business, 2019)에 따르면, 주요 fast-food
식당의 kiosk 도입에 있어 L사는 61.2%, M사는 59.5%, K사는 93.8%의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kiosk 기기는 touchscreen
을 통해 사용자들의 선택을 입력 받고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는 식으로 작동되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로 정보
를 다루는 것이 익숙한 젊은 세대가 고령층 사용자에 비해 kiosk 사용에 능숙하다(Hong and Choe, 2019; Hwang and Kim, 2019; Lee
2020).
Kiosk는 IT 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kiosk의 전체 영역에 손을 접촉하기 어려운 어린이 및 휠체어 장애인 등 사용자들에
게 사용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PC 이용 능력, 모바일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인터넷 심화 활용 정
도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점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조사 대상 집단들(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기존 연구
들(Lee et al., 2007; Hong and Choe, 2019; Hwang and Kim, 2019; Kim et al., 2019; Lee et al., 2019; Ryou et al., 2019; Kim and Ko, 2020;
Mo and Nam, 2020; Ha and Kim, 2021; Yoon and Ha, 2021)은 고령자가 kiosk의 정보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정보의 배치(layout),
사용 절차 등과 관련된 인지적 이해 측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일부 연구들(Kim et al., 2020; Shin et al., 2020;
Shin et al., 2021)은 화면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kiosk의 사용성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가
령 휠체어 장애인들 경우 kiosk의 화면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kiosk의 높이가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에 따르면, 디지털 소외계층의 78.9%가 정보기기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kiosk와 같은 공공장소의 정보기기 보급에 있어 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정보기기를 사용하
기에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Limitations
기존 연구들은 kiosk를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사용성 측면에서 kiosk의 개선점을 고찰하고 있으나, touchscreen kiosk를 구성
하는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설계 지침(design guidelines) 개발 연구는 미흡하다. kiosk 설계에 관한
표준 및 기존 지침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6;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2022)은 kiosk
로의 물리적인 접근성, 물리적 인터페이스 설계, 그래픽적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 설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
서 kiosk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침들은 오늘날의 touchscreen kiosk에 적용된 다양한
GUI 요소들(예: modal 창, 화면분할)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kiosk 설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관찰
또는 인터뷰 등의 사용자 조사법을 통해 발견된 kiosk의 사용성 문제 요소들을 제시(Yoo et al., 2014; Lee and Hwang, 2017; Hong and
Choe, 2019; Hwang and Kim, 2019; Lee, 2020; Lee et al., 2020; Cai and Oh, 2021; Yoon and Ha, 2021)하거나,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디자인 컨셉들을 제안(Park et al., 2011; Jung 2019; Ryou et al., 2019; Baek and Lee, 2020; Beak and Yun, 2020; Kim and
Lee, 2020; Kim and Ko, 2020; Kim et al., 2020; Shin et al., 2020; Lee and Kim, 2021; Shin et al., 2021)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kiosk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아닌 일부 인터페이스 요소 또는 특정 kiosk 사용 작업(task) 측면에서의 사용성 문제
들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일부 kiosk 설계안을 제안한 연구들은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설계 지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heuristic
한 접근 방법으로 설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성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touchscreen kiosk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
부적인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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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bjectives
본 연구는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고령자 및 신체적 제약이 있는 휠체어 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을 포용하는 kiosk 설계를 위해
touchscreen kiosk 인터페이스 요소들 전반에 대한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 분석, 사용자 특성 분석, 사용성 평가
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연구 절차를 통해 touchscreen kiosk의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fast-food 식당 kiosk의 설계 개선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제안된 kiosk 설계안을 해당 fast-food 식당의 기존 kiosk와 사
용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touchscreen kiosk의 유니버설 설계 지침 및 권장사항들을 부록(Appendix 2)으로 제시
하였다. 제안된 문서는 GUI 설계요소 측면에서의 touchscreen 설계 지침을 중심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kiosk 접근성에 관한 KS 표준
(KS X 9211)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 Methods
본 연구는 kiosk 사용성 문제 분석, 기존 kiosk 설계 지침 리뷰,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설계 이론들을 참고하여 touchscreen kiosk의
설계요소(design components)를 분석하고, 각 설계요소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작하였다.

2.1 Analysis of kiosk design components
Kiosk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관련된 기존 문헌(Ma, 2009; Huh and Kim, 2011;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2; Krug, 2013; KATS, 2016;
Hwang and Kim, 2019; Shin et al., 2020; Shin et al., 2021; ADA, 2022) 및 일반적인 사용성 가이드라인(Krug, 2013; Norman, 2013)의 분
석을 통해 인터페이스의 종류 및 속성 측면에서 Table 1과 같은 계층적 구조(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touchscreen kiosk의 설계요소
들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Table 1. Hierarchical analysis of kiosk design components
Section
Kiosk's
Location

Physical
Dimension

Main Category

Subcategory

Property

Floor
Surroundings
Pathway
Lower part

Form and size

Display

Height

Payment-related
device

Printing device

A device for inputting external
information (e.g., bar code reader)
A device for payment
An outlet for a receipt, ticket,
or waiting number

General guidelines for printed
information
General guidelines for a waiting
number
Interval

Graphical
Interface

Button

General

Form/Design
Color
Control

Text butt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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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erarchical analysis of kiosk design components (Continued)
Section

Main Category

Subcategory
Image button
Dropdown button

Property
Size
Content
Form/Design
Content
Start button
Language selection button

Button

Cancel/Terminate/Delete button
Per button type

Home button
Back/Previous button
Modal/Popup window close button
Ok/Confirm button
Radio/Checkbox
Font

Graphical
Interfaces

Size

Text

Color
Content

Icon/Symbol
General
Item chose effect
Popup window open/Close effect
Animation

Controlled position feedback effect
Page transition effect between pages
Page transition effect within a page
(e.g., vertical/horizontal scrolling)

Navigation (Main
Menu Categories)

General

Input Field

General
Partitioned screen

Window

Virtual keyboard
Modal/Popup window

Information &
Feedback

Visual Information
Auditory Information
Feedback

Usa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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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ability analysis of kiosks
Kiosk 사용자의 행동 관찰, 설문조사, 기존 연구 문헌 분석을 통해 kiosk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kiosk 설계요소의 분류에 따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fast-food 식당 대표 3사(B사, M사, L사)를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kiosk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행태를 관찰하
였으며, 별도로 57명을 대상으로 kiosk 인터페이스, 음식 주문 및 결제 관련 task, 불편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kiosk 사
용에 대한 사용성 문제들 및 불편사항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과 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touchscreen kiosk의 설계요소 측면에서 Appendix 1의 예시와 같이 분석하였다.

2.3 Methods of kiosk design guidelines development
2.3.1 Design guidelines of physical interfaces
물리적 설계요소들 중에서 kiosk의 형태 및 화면 크기에 관한 설계 제원을 한국인 고령자, 어린이, 휠체어 장애인의 인체 치수를 기반
으로 분석하였다(Figure 1). 먼저, 휠체어 장애인이 kiosk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kiosk 본체의 아랫 부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
는 크기를 한국인 인체 크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이즈 코리아(KATS, 2004; KATS, 2010;
KATS, 2015)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19세에서 59세의 휠체어 장애인의 99분위 기준 치수(앉은무릎높
이: 525mm, 앉은엉덩이 무릎 수평길이: 605mm)를 참고하여 대부분의 휠체어 장애인들이 kiosk에 접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단한 평가를 통해 kiosk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얼굴과 kiosk 화면 간의 거리가 300mm 정도인 것으
로 확인하였다.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kiosk 본체 아래 부분에 깊이 약 300mm(= 앉은엉덩이-무릎 수평길이 605mm - 얼굴-화면 거
리 300mm) 및 높이 650mm(= 앉은무릎높이 525mm + 바닥에서 발판까지의 높이 + 여유 공간) 정도로 공간을 제공하면 휠체어 장
애인이 더 가까이 kiosk를 이용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KS X 9211은 무릎 공간 깊이를 280mm, 무릎 공간 높이를 685mm로 제시하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와 KS를 종합하여 무릎 공간 깊이를 300mm, 무릎 공간 높이를 685mm로 제안한다.
또한, 한국인 인체 크기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성인, 어린이, 휠체어 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작화면 범위를 파악하였
다. Kiosk는 손목과 손가락을 정밀하게 움직이며 조작하지 않고 어깨를 축으로 하여 팔 전체를 이용하여 조작하므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이즈 코리아의 어깨 회전 각도에 대한 측정치(팔굽힘범위) 및 휠체어 장애인의 손 도달높이(전방최고도달높이, 전방최저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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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활용하여 키오스크의 적정 조작 범위를 분석하였다. 19~59세 휠체어 장애인들이 손을 최대로 높이 뻗어 올릴 수 있는 손의
높이(전방최고도달높이)는 평균 1,450mm(1분위: 852mm; 99분위: 1,824mm)이고 최저 높이(전방최하도달높이)는 250.25mm(1분위:
14mm; 99분위: 594mm)이다. Kiosk 하단에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즈 코리아의 전방최고도달
높이 측정치보다 더 높은 곳에 손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osk 조작과 관련된 일반인(16~69세)의 평균 측정치는 어깨높이:
1,337.5mm(1분위: 1,195mm; 99분위: 1,517mm), 팔길이: 567mm(1분위: 463mm; 99분위: 617mm), 손직선길이: 175mm(1분위: 155mm;
99분위: 200mm), 팔굽힘범위: 176°(1분위: 106°; 99분위: 215°)이다. 사용자의 얼굴과 kiosk의 조작화면 간의 거리를 300mm로 가정하였
을 때, 일반인의 손이 도달할 수 있는 화면의 최상단의 높이는 2,035mm이고 최하단의 높이는 639.5mm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범위는 640mm에서 1,450mm로 제안한다.

2.3.2 Design guidelines of graphical interfaces
기존 문헌 조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Table 1에 예시된 kiosk 설계요소에 따라 kiosk 화면 내의 그래픽적 인터페이스
설계요소들과 관련된 지침을 정리하였다. 설계 지침의 표준화(예: KS) 여부 및 사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사항(mandatory guides)과 반영하면 좋은 권장사항(recommended guides)으로 설계 지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작성된
지침의 초안을 토대로 kiosk 인터페이스를 예시적으로 설계한 후, 사용성 평가(3장 참조)를 통해 지침을 보완하였다. Table 1의 kiosk
설계요소 구분에 따라 대분류 5개 항목, 중분류 19개 항목, 소분류 25개 항목에 대해 총 45개의 사용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검증 및 보완이 완료된 kiosk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3. Evaluation of Kiosk Design Guidelines
3.1 Participants
본 연구는 대학생 20명과 고령자 4명을 대상으로 kiosk 설계 지침을 검증하였다. 실험 참여자들 중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휠체어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조작해보도록 하였다.

3.2 Apparatus
본 연구는 fast-food 식당 B사의 현 kiosk 화면과 이를 개선 설계한 화면을 각각 prototype으로 제작하여 같은 실험 조건에서 두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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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면 디자인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kiosk prototype은 fast-food 식당의 허락 하에 kiosk의 화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촬영된 사진의 레이아웃과 최대한 유사하게 화면을 설계함으로써 제작하였다(Figure 2). 식품의 사진 이미지는 해당 fast-food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하였다. 개선안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니버설 kiosk 설계 지침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개선안의
화면은 제안된 설계 지침 기반으로 68×46.5cm의 가로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지침에 따라 글자의 크기나 한 화면에서의 이미지의 개
수 등을 결정하였다. 한 화면에 보이는 식품의 수를 16개(4×4)에서 6개(3×2)로 줄였으며, 명칭 및 구분이 모호한 7개의 범주(스페셜,
프리미엄, 와퍼 & 버거, 올데이킹, 치킨 & 치킨버거, 사이드, 음료 & 디저트)를 고령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4개(세트 메뉴, 버거, 사
이드, 음료)로 재범주화하였다. Prototype은 Figma 프로토타이핑 툴(Figma, Inc., San Francisco, CA, USA)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3.3 Experiment design
본 연구는 kiosk 디자인을 독립변수로 하며, 조작 횟수, 오조작 횟수, 수행시간, 작업성공률, 주관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Table 2). 본 연구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 개선 디자인에서 조작 횟수, 오조작 횟수, 수행시간은 감소하고, 작업성공률은 증가할 것을 가
설로 설정하였다.

Table 2. Dependent variables for usability evaluation in this study
No

Independent Variable

Definition

1

Number of controls

Total number of screen-touches for a particular task

2

Number of errors

Total number of wrong screen-touches while performing a particular task

3

Performance time

Total time spent for a particular task

4

Success rate

A ratio of task completion without giving up the task among participants
Evaluation of the following five questions using the 7-point scale
(1, strongly dissatisfied; 4, neutral, 7, strongly satisfied)
(1) ease of understand how to complete the task

5

Satisfaction

(2) ease of follow a process to complete the task
(3) satisfaction of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task
(4) ease of memorize how to use the system
(5) overall satisfaction

3.4 Experiment protocol
실험은 (1) 실험 소개 및 동의서 작성, (2) 비교 실험 수행, (3) 만족도 평가 및 실험 종료 순서로 진행하였다. Figure 3에 예시된 것과
같은 touchscreen kiosk panel을 이용하여 실험 prototype을 제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들은 Table 3에 예시된 것과 같은 task들을 순
서대로 진행하였다. 제시된 task들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교 실험의 순서를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휠체어 장애인의
음식 주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휠체어의 바퀴의 크기를 고려하여 kiosk 앞에서의 의자의 위치를 정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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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sks of usability evaluation
No

Task

Content

1

Item selection

"Find OO burger meal, then put it into shopping cart."

2

Item selection

"Find cheese stick, then put it into shopping cart."

3

Item selection

"Find OO burger, then put it into shopping cart."

4

Item delete

"Delete OO burger from shopping cart."

5

Payment

"Order the items in the shopping cart for takeout, then pay for the purchase."

4. Results
본 연구에서 kiosk 설계 가이드에 따라 개선한 prototype이 조작 횟수, 오조작 횟수, 수행시간, 작업성공률 측면에서 기존 디자인에 비
해 평균적으로 2~6배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Figure 4). 고령층의 경우, 개선 디자인의 수행시간(평균 100.5초), 조작 횟수(평균 13.25회),
오조작 횟수(평균 2.25회)는 기존 디자인(수행시간: 평균 276.5초, 조작 횟수: 평균 35.25회, 오조작 횟수: 평균 13.25회)에 비해 각각
64%, 62%, 83% 감소하였으며, 개선 디자인의 작업성공률(평균 69%)은 기존 디자인(평균 31%)에 2.2배 향상되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젊은층의 경우, 개선 디자인의 수행시간(평균 38.05초), 조작 횟수(평균 12.1회), 오조작 횟수(평균 1.1회)는 기존 디자인(수행시간: 평균
88.15초, 조작 횟수: 평균 26.25회, 오조작 횟수: 평균 4.25회)에 비해 각각 57%, 54%, 74% 감소하였으며, 개선 디자인의 작업성공률(평
균 93%)은 기존 디자인(평균 88%)에 비해 1.05배 상승하였다. 개선 디자인에서 고령층의 사용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젊은층과 고령
층 사이의 사용성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주관적 만족도 측면에서 개선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에 비해서 1.6~2.5배 정도 높은 사용성을 보였다(Figure 5). 고령층의 경우, 5개 작
업에 대한 개선 디자인의 평균 점수가 기존 디자인에 비해 1.9~2.5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층의 경우는 1.6~1.8배 정도 높게 나
타났다. 개선 디자인에서 고령층의 주관적 만족도가 젊은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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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ability Experiment for Kiosk Button Design
Touchscreen kiosk의 버튼 크기 및 graphic style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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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Methods
(1) 버튼의 크기와 (2) graphic style의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독립변수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실
험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20대 24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1명 등 총 3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버튼의 크기 선호도와 버튼의
graphic style 선호도 평가를 위한 대안들을 기존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으며, 각 평가 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실험 참여자
들에게 제시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버튼의 크기와 버튼의 graphic style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방
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5.2 Results
버튼 크기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결과, 가로×세로의 크기가 45×25mm 및 55×30mm인 버튼의 선호도가 높았고, 이보다 작은 크
기(35×20mm)의 버튼의 선호도가 낮았다(Figure 6). 버튼의 graphic style 측면에서는 그림자 요소나 외곽선이 있는 style이 버튼으로
인지하기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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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scussion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적인 touchscreen kiosk를 설계함에 있어 고령자, 휠체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Kiosk의 유니버설 설계 지침은 기존 문헌 조사, 한국인 인체 치수 분석, 사용성 평가 등을
포함한 인간공학적 연구 절차를 통하여 개발되고,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침은 touchscreen kiosk의 GUI 설계
에 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Appendix 2의 참고 자료 항목에 '사용성 분석'으로
표시된 항목들), 물리적 및 그래픽적 설계요소들 측면에서 기존 kiosk 접근성에 관한 KS 표준(KS X 9211)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기존의 kiosk 설계 지침들은 오늘날 touchscreen kiosk들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GUI 설계요소들(예: 드롭다운 버튼, 팝
업창, modal 창, 화면분할, animation 효과, 가상 키보드 및 입력필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연구
의 지침들은 fast-food 식당 3사의 GUI 설계요소 분석 및 사용성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문헌들이 고려하지 못한 설계 지침을
제안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어린이 사용자와 실제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을 직접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kiosk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제안된 지침을 일반화하기에는 실험 참여자 숫자 및 통계적 분석에 기반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및 휠체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유의미한 숫자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kiosk(예: 관공서 kiosk, 영화
관 kiosk, 교통수단 발권 kiosk, 관광지의 정보 안내 kiosk 등)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터페이스 요소 분석 및 사용성 평
가가 필요하다.
제안된 touchscreen kiosk 설계 지침은 사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 그 적용성이 검증 및 보완되었다. 설계 지침을 기반으로 개선 설계된
fast-food 식당의 kiosk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비해 작업수행시간, 화면 조작 횟수, 오조작 횟수 측면에서 좋은 사용성을 보였다. 특
히, 고령층의 작업수행도 및 사용성 만족도가 젊은층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고령층과 젊은층 모두에게 사용성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범주(메인 메뉴)의 구성이었다. 기존 디자인의 범주는 7개이며, 이 중에는 '올테이킹'과 같이 해당 범주의 하위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범주도 있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음식을 모아서 범주의 수를 4개로 축소하였으며, 메뉴
내부의 음식을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범주의 명칭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음식이 들어 있는 범주를 바르게 선택하
였는가 하는 측면에서, 개선 디자인(총 7회)의 범주 선택 오류는 기존 디자인(총 79회)에 비해 91%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인 설계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사용성 평가 연구의 참여자가 대학생 20명과 고령자
4명으로 제한되어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 설계 지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 지침은 kiosk의 사용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kiosk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IT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어린이 및 휠체어 장애인의 인체 크기 특성을 고려하여 kiosk의 물리적 제원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안
하였다. 개선 디자인은 어린이와 휠체어 장애인의 인체 크기 특성을 고려하여 kiosk의 높이 범위를 640~1,450mm로 설정하고, 좌우로
넓은 화면 비율을 제안하였다. 실험 참여자들 중 임의의 7명을 휠체어 높이로 설정된 의자에 앉아서 kiosk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휠체어를 대신하여 의자에 앉아 화면을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kiosk는 하단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휠체어 장애인 입장에서의 사용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앉은 위치에서의 kiosk 화면 조작 영역 측
면에서 유의미한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 디자인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화면의 모든 영역에 손이 닿은 반
면, 기존 디자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화면 상단부에 손이 닿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좌우로 넓은 화면 비율을 가진
kiosk는 휠체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선호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 좌우로 움
직이는 것이 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에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자에 앉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유추하자면,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인체측정치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된 kiosk 화면의 설계제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키가 작은 사용
자들에 대한 수용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인 인체 치수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kiosk의 적정 높이 범
위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제안된 touchscreen kiosk 설계 지침은 추후 다양한 종류의 kiosk 설계에 적용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설계 지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kiosk 설계안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설계 지침
의 세부적인 실효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osk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ouchscreen의 GUI 설계요소가 다양해짐에 따
라 kiosk의 사용성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kiosk 설계안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사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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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려사항들은 kiosk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공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휠체
어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할 수 있는 kiosk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에 부합하는 설계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후 시각장애인이나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신체 장애인, 문화적 특성이 상이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인체
및 인지 특성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kiosk의 물리적 제원과 관련된 유니버설 설계 지침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인
구구조 및 인체측정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기기 GUI 설계요소에 대한 사용성 특성
을 kiosk의 설계 지침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touchscreen kiosk의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
에 대해 제안된 유니버설 설계 지침은 향후 다양한 업종의 kiosk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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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Usability problems of kiosk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용성 문제

바닥
Kiosk의
설치 장소

주변 공간
통로
일반 지침
기기 하부

형태 및 크기

디스플레이

높이

물리적 제원
결제 관련
장치

물리적 정보
출력 장치

화면
인터페이스
요소

버튼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로 화면을 사용하면 더 편할 것 같음
- Kiosk의 화면이 좀 더 크면 좋겠음

바코드 등 외부 정보
인식 장치

-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그림으로 단계별로 이해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음)
- 바코드 인식기가 아래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음

결제 관련 장치

- 카드 투입구가 하단에 있어서 위치를 한 번에 찾기 어려움

영수증, 티켓,
대기번호 등 배출구

버튼 일반

- 재료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눈에 잘 띄지 않음
- X(삭제) 버튼이 잘 보이지 않음
- 삭제 버튼이 작고 배경과 같은 흰색이라 보이지 않음
- 고령자들은 아웃라인이 없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버튼으로 쉽게 인
지하지 못하였고, 조작할 때 인식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지하지
못함
-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흰색 배경이어서 단순 이미지와 버
튼을 구분하기 인지하기 어려움
- 쿠폰 사용하기 버튼의 크기와 색상이 유사하여서 잘못 선택하는 오류
를 보임

문자 버튼

- 음식의 설명을 보여주는 버튼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음
- 장바구니의 주문 변경 버튼의 크기가 작아 찾기 어려움
- 수량 변경 버튼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음

이미지 버튼

- 화면에 보여지는 음식의 수(4×4 = 16개)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음식
을 쉽게 찾지 못함
- 음식 사진이 작고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식별이 어렵고 음식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재료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원하는 음식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음
-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되지 않음

드롭다운 버튼

버튼
(종류에 따른 지침)

신주혜 등

- 주문시작 버튼
• Kiosk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화면을 조작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 첫 화면의 '주문하기' 버튼이 눈높이에 맞게 있었으면 좋겠음
• 처음 주문시작하기 위해 화면을 조작해야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함
• 첫 화면에서 조작하라는 문구가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음
- 언어선택 버튼이 눈에 잘 띄지 않음
- 홈 버튼을 발견할 수 없음
- 뒤로가기/이전화면 버튼
• '다음' 버튼이 작고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에 원하는
음식이 없을 때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함
• 다음 페이지의 유무를 알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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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용성 문제

글꼴

문자

크기

- 글자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짐
- 폰트 크기는 적절하나 타이틀과 설명내용의 크기 구분과 강약구분이
필요함

색상

- 중요도에 따라 폰트의 강약 또는 색상 구분이 필요
- 중요도에 따라 폰트 색상을 주면 좋을 것 같음

내용

- 세트메뉴 옵션 창이 무엇을 위한 창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 '디저트', '드링크', '포테이토' 등의 표기는 빨리 인식하기 어려움

Icon/Symbol
일반 지침
항목 선택 효과
팝업 창 열기/
닫기 효과
화면
인터페이스
요소

Animation

조작된 위치 피드백
효과
페이지 간 이동 시
화면 전환 효과

- 주문의 변경과 삭제 과정을 한 번에 알아차리기 어려움

페이지 내 이동 시
화면 전환 효과(상하
또는 좌우 스크롤)

- 좌우 스크롤 방식: 스크롤의 방식에 어려움을 보임
- 상하 스크롤 방식: 스크롤을 어렵게 느낌

네비게이션
(메인 메뉴
카테고리)

일반 지침

- Kiosk를 진행하는 동안 각 화면이 무엇을 진행하는 화면 인지 이해하
기 쉽지 않음
- 제품이 많은데 비해 그룹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음식을
찾을 때 어려움. 특히 디저트 같은 경우는 종류는 많지만 그룹핑이
안 되어 있음
- 범주(category)가 종류별로 나뉜 것이 아닌 '올데이킹', 추천메뉴, 기간
한정 메뉴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음식이 들어 있는 범주를
찾기 어려움

입력필드

일반 지침
화면 분할

창(window)

숫자/문자 입력을
위한 가상 키보드

- 아래쪽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Modal/Popup 창

시각적 정보

-

청각적 정보

- 적절한 음성 피드백이 필요

정보 및
피드백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사용을 할 때 혼란을 겪음
결제페이지의 화면 구성은 너무 복잡해 보임
한 화면 안에 표시되는 글자가 많아 복잡함
하단부분의 음식 주문 내역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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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대분류

사용 절차

신주혜 등

중분류

일반 지침

소분류

사용성 문제
-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선택 과정에 피로감을 느낌
- 사람에게 주문할 때는 말로 음식 선택, 변경, 취소를 할 수 있지만
kiosk로 주문을 하면 많은 횟수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복잡함
- 글자가 많아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그림으로 단계별로 이해
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음)
- 결제 화면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step 별로
결제 단계가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음
- 사용 중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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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Universal design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touchscreen kiosks (M: mandatory, R: recommendation)
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1. Kiosk의 설치 장소
1.1 바닥
- 휠체어 사용자가 위치할 수 있도록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M)

O

KS X 9211

O

KS X 9211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kiosk가 있는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의 폭을 0.8m 이상으로 한다. (M)

O

KS X 9211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kiosk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방해물(예: 계단, 문턱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예: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제공한다. (M)

O

KS X 9211

O

KS X 9211

O

Size Korea
인체치수
데이터 분석

O

Size Korea
인체치수
데이터 분석

1.2 주변 공간
- Kiosk 앞에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폭 1.2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M)
1.3 통로

2. 물리적 제원
2.1 일반 지침
- Kiosk 설계 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이 별도의 보조장치
(예: 발판, 시각장애인용 이어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장애
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보조장치를 kiosk와 함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
2.2 기기 하부(형태 및 크기)
- 휠체어 사용자가 kiosk에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본체 하단에
너비 깊이 300mm, 높이 685mm 정도의 하부 공간을 제공
한다. (M)

KS X 9211은 하부공간 깊이
280mm, 높이 685mm 제시

2.3 디스플레이 (높이)
- 휠체어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성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의 수직 높이를 하단에서부터
640~1,450mm 범위로 한다. (M)
2.4 결제 관련 장치
2.4.1 바코드 등 외부 정보 인식 장치에 대한 일반 지침
- 사용자가 별도의 정보(예: 쿠폰)를 기기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예: 바코드 인식 장치,
쿠폰 번호 입력 인터페이스)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분석

- 물리적인 정보 인식 장치(예: 바코드 인식 장치)의 모양과
위치와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M)

사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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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2.4.2 결제 관련 장치에 대한 일반 지침
- 현금, 신용카드, 티켓 등을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도록 신용
카드 투입구를 깔대기 모양으로 설계한다. (M)

KS X 9211

- 현금, 신용카드, 티켓 등을 올바르게 삽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예: 오류의 내용, 오류 수정 방법 등)를 화면 상에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설명한다. (M)

사용성 분석

- 비접촉식 결제 장치(예: NFC 태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휴
대폰을 태깅하는 위치기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분석

- Kiosk 상의 물리적 결제 장치들(예: 현금투입구, 신용카드 투
입구 등)을 사용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해당 장치들에 대한
정보(예: 장치의 형태, 장치의 위치 등)를 화면 상에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설명한다. (M)

사용성 분석

2.5 물리적 정보 출력 장치(영수증, 티켓, 대기번호 등 배출구)
2.5.1 물리적 출력 정보에 대한 일반 지침
- 기기에서 제공/배출되는 물품(영수증, 티켓, 상품) 등을 사용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실수로 기기에
두고 가지 않도록 한다. (M)
- 필요에 따라 청각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한다. (M)

O

KS X 9211

예: 영수증/티켓 출력 장치에
led 점멸

KS X 9211

예: 기기에 카드가 꽂혀 있다면
카드를 챙겨갈 수 있도록 음성
으로 안내

- 기기에서 제공/배출되는 물품을 쉽게 집어갈 수 있도록 배
출구에서 영수증, 티켓, 현금, 카드 등이 20mm 이상 배출되
도록 한다. (M)

NDA

- 지폐, 티켓, 영수증 및 카드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날리지
않도록 기계가 잡고 있어야 한다. (M)

KS X 9211

- 절취선이 있는 영수증이나 티켓은 약간의 힘으로 잡아당기
거나 절취하여 쉽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M)

KS X 9211

-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영수증을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하도
록 할 수 있다. (R)

사용성 분석

2.5.2 대기 번호에 관한 일반 지침
- 화면에 표시되거나 종이에 출력되는 대기 번호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분석

- 대기 번호는 별도의 종이로 출력되지 않고 영수증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R)

사용성 분석

3. 화면 인터페이스 요소
3.1 버튼
3.1.1 버튼 일반
3.1.1.1 간격
- 버튼 간의 간격은 10mm 이상이 권장된다. (R)

신주혜 등

사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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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 버튼은 일반적인 그래픽 요소와 시각적으로 차별되어 조작
가능한 요소라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분명한 경계선, 그림자가 있
거나 입체적으로 돌출된 모양

- 버튼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선택/조작된 경우, 해당 버튼
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버튼이 눌린 것으로 보이도
록 하는 시각적 효과, 버튼 내에
체크 표시, 버튼 색상 변경, 음
영 효과 반전 등

- 비활성화된 버튼은 원래 조작 가능한 요소이지만 비활성화
된 상태라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조작 가능한 버튼에 비해
낮은 채도, 낮은 명도대비,
뚜렷하지 않은 경계선 사용

- 버튼임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모서리가 약간 둥근 사각형
모양이 권장된다. (R)

Ma (2009)

3.1.1.2 형태/디자인

3.1.1.3 색상
- 배경색과 글자색의 명도 차이를 크게 한다. (M)

An (2010)

예: 파스텔 톤보다는 짙은 컬러
사용

-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에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M)

An (2010)

예: 확인 버튼은 초록색, 취소
버튼은 빨간색

3.1.1.4 조작성
- 같은 역할을 하는 버튼은 페이지가 달라도 같은 곳에 위치
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3.1.2 문자 버튼
3.1.2.1 크기
- 버튼의 너비는 45mm 이상, 버튼의 높이는 25mm 이상이
권장된다. (R)

사용성 분석

3.1.3 이미지 버튼
3.1.3.1 크기
- 이미지 버튼의 크기는 너비와 높이 각각 130mm 이상이
권장된다. (R)

사용성 분석

- 한 화면에 여러 이미지 버튼을 제공할 경우 한 번에 제공되
는 버튼의 수는 9개(3열 3행)가 권장된다. (R)

사용성 분석

3.1.3.2 내용
- 이미지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문자 또는 icon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R)

사용성 일반

- 버튼 내에 이미지와 문자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상단에 이미지를 배치하고 하단에 문자를 배치하는 형태가
권장된다. (R)

Hong and
Choe (2019)

예: 별도의 음식 재료나 성분
표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재료에 대한 icon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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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3.1.4 드롭다운 버튼
3.1.4.1 형태/디자인
- 선택 가능한 항목들이 숨겨져 있으며, 조작 시 숨어 있는
항목이 아래로 펼쳐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M)

사용성 일반

- 드롭다운 항목의 구성목록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현재
어떤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기본값으로 <선택하세요>라
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의 우측에 아래를
향한 삼각형 icon을 제공하여
하단으로 펼쳐지는 항목이 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

3.1.4.2 내용
- 드롭다운 구성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하여, 드롭다운 인터페이스 조작 시 상하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모든 항목이 한 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R)

사용성 분석

3.1.5 버튼 종류에 따른 지침
3.1.5.1 주문 시작 버튼
- 키오스크에 도착하면 곧바로 주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
버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M)

사용성 분석

3.1.5.2 언어 선택 버튼
- 언어 선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택 가능한 언어의 종류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와 함께 국기를
표시할 수 있다. (R)

사용성 분석

3.1.5.3 취소/종료/삭제 버튼
- 취소, 종료, 또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주문하던 내역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종료/삭제 버튼을 조작 시 확인
(confirm) 메시지를 제시한다. (M)

사용성 일반

- 취소/종료/삭제 버튼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예: 경고를
의미하는 빨간 색상)할 수 있다. (R)

Krug (2013)

- 긍정적인 버튼(예: 네, 확인 등)과 부정적인 버튼(예: 아니오,
취소/종료/삭제 등)이 나란히 제공될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버튼은 긍정적인 버튼의 왼쪽에 제공된다. (R)

사용성 분석,
Ma (2009)

예: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3.1.5.4 홈 버튼
- Kiosk 조작 중 언제라도 첫 화면(홈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홈 버튼을 모든 페이지에 제공한다. (M)

사용성 일반

3.1.5.5 뒤로가기/이전화면 버튼
- Kiosk 조작 중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한다. (M)

신주혜 등

사용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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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 현재 화면에서 주문하던 내역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뒤로가기/이전화면 버튼을 조작 시 확인(confirm) 메시지를
제시한다. (M)

사용성 일반

- 뒤로가기/이전화면 버튼은 일반적으로 좌측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한다. (M)

사용성 일반

비고/예시

3.1.5.6 Modal/Popup 창 닫기 버튼
- 화면 위를 덮는 modal/popup 창이 생성된 경우, 이 창을
닫을 수 있는 버튼(예: 닫기 또는 취소 버튼)이 제공되어야
한다. (M)

사용성 일반

- 일반적으로 창닫기 버튼은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예: ×버튼),
modal/popup 창 하단에 별도의 '닫기' 버튼이 추가로 제공
될 수 있다. (R)

사용성 분석

- Modal/Popup 창 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닫기 버튼은 '취소'의 의미를 가지므로 창을 닫으면 사용자
가 입력한 내용이 취소 및 삭제된다는 것에 대한 확인
(confirm) 메시지를 제시한다. (M)

사용성 일반

3.1.5.7 확인/완료 버튼
- 확인/완료 버튼은 일반적으로 시선의 흐름에 따라 우측
하단에 위치한다. (M)

사용성 일반,
Ma (2009)

-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confirm)하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 (R)

사용성 일반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에 내용을 누락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M)

사용성 일반

3.1.5.8 라디오/체크 박스
- 나열된 항목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 손가락으로 누르기 충분한 크기의 라디오/체크 박스를
제공한다. (M)

사용성 분석

- 라디오/체크 박스와 연결된 레이블은 박스의 우측 또는
하단에 제공하되, 박스와 레이블의 간격을 근접하게 하여
어느 레이블이 어느 박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KS X 9211

- 라디오/체크 박스뿐 아니라 각 박스와 연결된 레이블을
눌렀을 때도 박스에 조작되도록 한다. (R)

사용성 일반

- 박스를 선택된 상태와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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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3.2 문자
3.2.1 글꼴
- 산세리프(san-serif) 종류의 고딕체 글꼴의 가독성이 좋다. (R)

Hong and
Choe (2019)

3.2.2 크기
- 가독성을 위한 글자의 높이를 최소 4 mm 이상으로 한다.
(M)

O

- 제목, 소제목, 주요정보, 보조정보 등 정보 구조 상의 레벨과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 (M)

NDA
사용성 일반

3.2.3 색상
- 저시력 사용자도 문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R)

O

Hwang and
Kim (2019)

- 중요한 정보는 글자의 굵기를 두껍게 하거나 색상을
달리하여 강조할 수 있다. (R)

사용성 일반

-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문자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를 작게
함으로써 강조성을 낮출 수 있다. (R)

사용성 일반

예: 흰색 배경에 회색 글씨

- 필요 시, 기기 사용을 도와주기 위한 안내문구를 넣어준다.
(R)

사용성 일반

예: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우측이나 하단에 설명 제시,
설명이 긴 경우 물음표 버튼을
제공하고 이를 클릭하였을 때
팝업창으로 설명 제시

- 어려운 단어, 관용구, 줄임말, 외래어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M)

KS X 9211

-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한다. (M)

KS X 9211

- 문자 정보와 함께 이미지 또는 icon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R)

KS X 9211

3.2.3 내용

3.3 Icon/Symbol
- 사용자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진 icon/symbol을 사용한다. (M)

사용성 일반

- 많이 알려지지 않은 icon/symbol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내에 간단한 문자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R)

사용성 일반

예: 수량 증가는 + 기호,
수량 감소는 - 기호

3.4 Animation
3.4.1 일반 지침
- 사용자가 상황 및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animation의 속도를 고려한다. (M)

사용성 일반

- 과도하게 깜빡거리는 등 시선을 빼앗는 animation 효과는
사용자의 집중을 흐트러뜨려 kiosk 사용에 지장(예: kiosk
사용 시간 증가)을 줄 수 있다. (R)

사용성 분석

신주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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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3.4.2 항목 선택 효과
- 화면의 조작 가능한 요소를 조작하였을 시 해당 요소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animation을
제공한다. (R)

사용성 일반

예: 버튼이 눌리는 animation
효과 제공, 선택된 입력 필드의
테두리가 굵어짐, 선택한 음식이
하단의 장바구니 icon 쪽으로
날아가 장바구니에 안에 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animation
효과

사용성 일반

예: 화면 가운데의 한 점으로부
터 영역이 확대되며 창이 펼쳐
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

사용성 분석

예: 조작된 위치에 일시적으로
속은 비고 얇은 테두리가 있는
동그라미를 보여줌

사용성 분석

예: 좌우 방향 화면 전환 효과,
상하 방향 화면 전환 효과

- 스크롤의 사용은 가능한 지양한다. (R)

사용성 분석

예: 화면 영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히 제공하며,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
페이지를 분할

- 스크롤 기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페이지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R)

사용성 분석

-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페이지 영역 중 현재
화면에 나타난 부분이 어디인지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스크롤 바를 제공한다. (R)

사용성 일반

3.4.3 팝업 창 열기/닫기 효과
- 현재 화면 위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animation을 제공한다. (R)
3.4.4 조작된 위치 피드백 효과
- 화면을 조작하였을 때 화면의 어느 지점이 조작되었는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animation을 제공한다. (R)

3.4.5 페이지 간 이동 시 화면 전환 효과
- 사용 단계와 관련된 화면 전환 효과는 사용 단계가 흘러가
는 방향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R)
3.4.6 페이지 내 이동 (상하 또는 좌우 스크롤) 시 화면 전환 효과

3.5 네비게이션(메인 메뉴 카테고리)
3.5.1 일반 지침
- 메인 네비게이션을 화면의 특정 위치에 항상 고정해둔다.
(M)

사용성 일반

- 메인 메뉴의 개수는 5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R)

사용성 분석

- 사용자가 하위 항목의 내용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메인 메뉴의 명칭을 사용한다. (M)

사용성 분석

예: 세로형 디스플레이의 최상단
영역, 가로형 디스플레이의
좌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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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사용성 일반

예: 검색어 입력필드에 연한
회색으로 검색어 예시를 미리
입력해 두고, 사용자가 해당
입력필드를 누르면 검색어
예시가 사라짐

사용성 분석

예: 경계선, 테두리, 배경 색상
차별화

3.6 입력필드
3.6.1 일반 지침
- 사용자가 입력필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M)

3.7 창(window)
3.7.1 화면 분할
- 화면의 공간 분할(예: 좌측에 음식 목록 표시, 우측에 장바구
니 표시)가 필요한 경우,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분리되
어 보이도록 한다. (M)
3.7.2 숫자/문자 입력을 위한 가상 키보드
- 입력 필드가 가리지 않도록 배치한다. (M)

사용성 일반

- 자판 배열은 일반적인 한글 키보드의 표준을 따른다. (M)

KS X 9211

- 입력해야 하는 정보에 따라 적절한 키보드를 제공한다. (R)

사용성 분석

- 입력필드를 누르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열리고, 입력필드에서
빠져나오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할 수 있다. (R)

사용성 일반

예: 문자 입력은 한글 키보드,
비밀번호 입력은 영문 및
심볼 키보드, 숫자 입력은
숫자 키보드 제공

3.7.3 Modal/Popup 창
- 팝업 창 뒤에 있는 원래 화면의 명도를 낮춰 어둡게 만들어
modal/popup 창만 두드러지게 한다. (M)

사용성 일반

4 정보 및 피드백
4.1 시각적 정보의 배치
- 중요한 정보들은 숨겨두지 말고 화면상에 드러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
(M)

사용성 일반

-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하여 사
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M)

사용성 일반,
Huh and Kim
(2011)

- 한 번에 제시되는 항목의 양이 많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글자 위주의 정보, 이미지
정보, 이미지와 글자의 조합 등

예: 검색 기능, 필터링 기능,
정렬 기능

4.2 청각적 정보
- 시각장애인이나 기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

O

KS X 9211

-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인 정보를 음성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R)

O

KS X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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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 기계적 음성이 아닌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R)

O

사용성 분석

- 필요에 따라 3.5mm 굵기의 표준 이어폰 단자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이용해 음성 정보를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M)

O

KS X 9211

- 사용자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R)

O

KS X 9211

- 최대 음량은 20dB 이상이 권장된다. (R)

O

NDA

내용

비고/예시

자동현금인출기 예시 참조

4.3 피드백
- 피드백은 화면 조작 직후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M)

사용성 일반

- 시각적 피드백은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제공한다. (M)

사용성 분석

예: 화면 구석에 나타내지
않는다.

- 기기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예: 1초
이상), 기기가 작동 중이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화면이 어두워지고 버튼 조
작이 비활성화되며 화면 가운데
로딩 중이라는 정보를 표시

- 중요한 피드백은 필요에 따라 청각 혹은 촉각적 정보
(예: 진동)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M)

KS X 9211

- 사용자의 오류(예: 조작 오류, 잘못된 선택)를 수습/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실수로 취소/삭제/종료를
눌렀을 경우 입력된 내용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음

- 시스템적 오류 발생 시, 오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사용자
에게 설명하고, 오류에 대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안내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5 사용절차
5.1 일반 지침
- 조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고
페이지 이동을 최소화한다. (M)

사용성 일반

- 여러 절차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 전체 절차, 현재 절차,
남은 절차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음식 선택 > 추가 메뉴 선택
> 주문 확인 > 결제 단계 >
완료의 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주문 확인' 단계에 있는 경우,
총 5단계의 진행 단계 중 현재
3번째 단계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결제를 통해 주문이
완료된 다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기기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기기는
자동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첫 화면을 디스
플레이 한다. 이 때,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기기를 빠르게 조작하지 못함으로 인해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M)

사용성 분석

예: 10초 후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며, '시간 연장'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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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설계 지침

참고자료

비고/예시

-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M)

사용성 분석

- 사용자가 언제든지 본인의 선택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장바구니에 담긴 음식 삭제,
음식 개수 변경

- 사용자가 언제든지 기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M)

사용성 일반

예: '종료' 버튼

신주혜 등

예: 직원 호출 버튼, 설명 화면

대한인간공학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