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빠른 속도 
모바일 사용자는 이동하면서 온라인 작업을 
처리하는 등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로드가 빨리 되고 탐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십시오.

  모바일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콘텐츠와 

기능을 우선 제공하십시오. 

  데스크톱 사이트 웹로그 분석을 이용해 

모바일 사용자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긴 문단은 짧게 

나누고 글머리 기호를 이용하십시오.

  사이트가 빨리 로드될 수 있도록 이미지는 

작게 압축하십시오.

2. 간편한 탐색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하고, 대형 또는 
복잡한 사이트의 경우 검색 기능을 추가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롤을 최소화하고 위아래로만 스크롤하게 

하십시오. 

  계층 구조가 명확한 메뉴를 만들어 사용자가 

반복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뒤로 버튼과 홈 버튼을 잘 보이게 표시하여 

단계 간 탐색을 쉽게 하십시오.

  탐색 페이지별로 링크를 7개 이하로 

사용합니다.

  복잡한 사이트에서는 검색창을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십시오.

3. 편리한 터치 작동
휴대기기는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이 큰 사람도 손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십시오.

  큰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고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버튼  

간격을 넉넉하게 두십시오.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도록 작은 버튼에 

여백을 넣으십시오. 

  텍스트를 클릭할 수 있게 하여 확인란이 

커지게 만드십시오.

4.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 
모바일 친화적인 사이트를 보면 눈에 부담 없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읽기 편하게 

사이트를 만드십시오.

  배경과 텍스트는 명확히 구분되게 하십시오.

  콘텐츠가 화면에 딱 맞게 표시되어 확대나 

축소 없이 읽을 수 있게 하십시오.

 빈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중요한 링크와 버튼은 크기와 색상으로 

구별하십시오.

5. 제한 없는 액세스
이상적으로는 모바일 사이트가 휴대기기 종류 
및 방향에 상관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래시는 일부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방향 기능과 애니메이션용으로는 HTML5

를 이용하십시오.

  가로와 세로에서 모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십시오.

  방향을 바꿔도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6. 손쉬운 전환 
사이트의 목적에 상관 없이 고객은 마우스 없이 
가상 키보드만을 이용해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 및 문의가 편리하도록 사이트를 

만드십시오.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십시오(예: 제품 세부정보).

  거래를 완료할 때까지 거치는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짧게 만들고 입력란은 
최대한 적게 넣으십시오.

  확인란, 목록 및 스크롤 메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든 전화번호에서 클릭 투 콜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모바일 친화적인 사이트는 작은 화면과 휴대기기 기능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것은 화면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효과적인 모바일 사이트를 위한 10대 권장사항을 
참조하여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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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 정보 강화
소비자는 항상 휴대전화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어
딘지, 지금 시간에 문을 연 피자 가게가 있는지와 
같은 지역 정보를 찾습니다. 지역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넣으십시오.

  방문 페이지에서 주소나 매장 찾기 도구를 제
공하십시오.

  지도와 길찾기 정보를 넣으십시오. 가능하면 
GPS를 이용해 맞춤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인근 가게에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8. 끊김 없는 이용
이제는 하루 동안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
이 많습니다. 데스크톱 사이트 기능을 최대한 많
이 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끊김 없이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인기 있는 검색과 장바구니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든 채널에서 사이트의 핵심 기능이 최대한 

많이 유지되게 하십시오.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9. 모바일 사이트 리디렉션
모바일 사이트 리디렉션 기능은 방문자가 휴대기
기를 이용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하여 휴대기기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 친화적인 사이트로 방문자를 
보냅니다.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트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발자에게 리디렉션 코드 
설치를 요청하십시오.

  사용자가 데스크톱 사이트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을 주면서 모바일 사이트로도 손쉽게 돌
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사용자가 나중에 방문할 때 볼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시오.

  리디렉션 페이지에서 주소나 매장 찾기 도구
와 같은 핵심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10.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개선
훌륭한 모바일 사이트는 사용자 중심적인데, 이는 
사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
다. 데스크톱 사이트 사용자에게 모바일 웹사이트
에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지속적으로 테스트와 
최적화를 진행하십시오.

  웹로그 분석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특히 복잡한 사이트의 경우 가능하면 사용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트 개선에 반영하십시오.

  시장조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개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