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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행동 패턴온라인 쇼핑의 행동 패턴온라인 쇼핑의 행동 패턴온라인 쇼핑의 행동 패턴온라인 쇼핑의 행동 패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 두리번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 두리번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 두리번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 두리번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 두리번

시간 효과 효율 재미시간 효과 효율 재미시간 효과 효율 재미시간, 효과, 효율 재미시간, 과, 율 재미

할인 발견검색 카테고리 할인 발견검색 카테고리 할인 발견검색, 카테고리 할인, 발견검색, 카테고리 할인, 발견검색, 카테 리



1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두리번 쇼핑 스타일 지원1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두리번 쇼핑 스타일 지원1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두리번 쇼핑 스타일 지원1.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두리번 쇼핑 스타일 지원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리번두리번 쇼핑 스타일 지원

할2 쇼핑의 시작점 명료화 검색/카테고리 할인/발견2 쇼핑의 시작점 명료화; 검색/카테고리 할인/발견2. 쇼핑의 시작점 명료화; 검색/카테고리 할인/발견2. 쇼핑의 시작점 명료화; 검색/카테고리, 할인/발견핑의 시작점 명 화; 검색/카테 리, 할인/발견
(단 표준 해상도 내 스크롤 내리기 전)(단 표준 해상도 내 스크롤 내리기 전)(단 표준 해상도 내 스크롤 내리기 전)(단, 표준 해상도 내 스크롤 내리기 전)(단, 표준 해상도 내 스크롤 내리기 전)

3 자원의 선택과 집중 든 것을 강 하면 든 것이 안3 자원의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안3 자원의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안3. 자원의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안3. 자원의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안자 의 택과 중 것을 강 하 것이
보인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인다





































































4 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분류명 멘탈 모델링4 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분류명; 멘탈 모델링4 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분류명; 멘탈 모델링4. 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분류명; 멘탈 모델링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분류명; 멘탈 모델링

직관적 룹핑 및 정 간 명 한 구분5 직관적 그룹핑 및 정보 간 명료한 구분5 직관적 그룹핑 및 정보 간 명료한 구분5. 직관적 그룹핑 및 정보 간 명료한 구분5. 직관적 그룹핑 및 정보 간 명료한 구분직 적 룹핑 및 정 명 구

6 링크와 링크 없는 타이틀의 구별 그리고 일관성6 링크와 링크 없는 타이틀의 구별 그리고 일관성6 링크와 링크 없는 타이틀의 구별 그리고 일관성6. 링크와 링크 없는 타이틀의 구별 그리고 일관성6. 링크와 링크 없는 타이틀의 구별 그리고 일관성



7 Z d th 카테고리 지원7 Z depth 카테고리 지원7 Z-depth 카테고리 지원7. Z depth 카테고리 지원p 카테고리 지원

8 d h 카테 리 영역과 다른 영역 간 정확한 구분8 Z depth 카테고리 영역과 다른 영역 간 정확한 구분8 Z-depth 카테고리 영역과 다른 영역 간 정확한 구분8. Z-depth 카테고리 영역과 다른 영역 간 정확한 구분8. Z depth 카테고리 영역과 다른 영역 간 정확한 구분p 카테 리 영역과 다 영역 정확 구

9 Z d th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는 행태 지원9 Z depth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는 행태 지원9 Z-depth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는 행태 지원9. Z depth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는 행태 지원9. Z depth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는 행태 지원p



10 Z d h 카테고리 영역을 스크롤 없이 열람할 수10 Z depth 카테고리 영역을 스크롤 없이 열람할 수10 Z-depth 카테고리 영역을 스크롤 없이 열람할 수10. Z-depth 카테고리 영역을 스크롤 없이 열람할 수10. Z depth 카테고리 영역을 스크롤 없이 열람할 수p
있도록 카테고리 사이즈 최적화있도록 카테고리 사이즈 최적화있도록 카테고리 사이즈 최적화있도록 카테고리 사이즈 최적화있 록 카테 리 사이 최적화

11 Z d th 카테고리 영역 내 단계별 이동 표시11 Z depth 카테고리 영역 내 단계별 이동 표시11. Z-depth 카테고리 영역 내 단계별 이동 표시11. Z depth 카테고리 영역 내 단계별 이동 표시p 카테 리 영역 내 단계별 이동 시
제공( i ti ) 및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강조 지양제공(navigation) 및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강조 지양제공(navigation) 및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강조 지양제공(navigation) 및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강조 지양제공(navigation) 및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강조 지양g

12 링 방식의 일관성 마우 버와 클릭 및 링12 링크 방식의 일관성(마우스 오버와 클릭) 및 링크12 링크 방식의 일관성(마우스 오버와 클릭) 및 링크12. 링크 방식의 일관성(마우스 오버와 클릭) 및 링크12. 링크 방식의 일관성(마우스 오버와 클릭) 및 링크링 방식의 일 성(마우 버와 클릭) 및 링
단서 제공단서 제공단서 제공단서 제공단서 제공



13 데이터가 없으면 불필요한 카테고리 제공 지양13 데이터가 없으면 불필요한 카테고리 제공 지양13 데이터가 없으면 불필요한 카테고리 제공 지양13. 데이터가 없으면 불필요한 카테고리 제공 지양,13. 데이터가 없으면 불필요한 카테고리 제공 지양, 
메뉴가 1개이면 단계별 접근 지양메뉴가 1개이면 단계별 접근 지양메뉴가 1개이면 단계별 접근 지양메뉴가 1개이면 단계별 접근 지양메뉴가 개이면 단계별 접근 지양

1 과 한 카테 리 및 복잡한 인터페이 지양14 과도한 카테고리 및 복잡한 인터페이스 지양14 과도한 카테고리 및 복잡한 인터페이스 지양14. 과도한 카테고리 및 복잡한 인터페이스 지양14. 과도한 카테고리 및 복잡한 인터페이스 지양과 카테 리 및 복 터페이 지양

15 카테고리와 무관한 광고 지양 주요 과업 방해 금지15 카테고리와 무관한 광고 지양 주요 과업 방해 금지15 카테고리와 무관한 광고 지양 주요 과업 방해 금지15. 카테고리와 무관한 광고 지양, 주요 과업 방해 금지15. 카테고리와 무관한 광고 지양, 주요 과업 방해 금지



16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설명 제공16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설명 제공16 Z-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설명 제공16.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설명 제공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설명 제공

한17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적정한 이미지 및17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적정한 이미지 및17. Z-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적정한 이미지 및17. Z 카테고리 영역 내 필요 시 적정한 이미지 및카테 리 영역 내 필 시 적정한 이미지 및
최소화된 그러나 정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광고 제공최소화된 그러나 정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광고 제공최소화된 그러나 정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광고 제공최소화된 그러나 정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광고 제공최소화된 그러나 정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광고 제공

18 Z 카테고리 영역 내 정보와 광고의 유관성 제공18 Z 카테고리 영역 내 정보와 광고의 유관성 제공18 Z-카테고리 영역 내 정보와 광고의 유관성 제공18. Z 카테고리 영역 내 정보와 광고의 유관성 제공18. Z 카테고리 영역 내 정보와 광고의 유관성 제공



19 Z 카테고리 영역 열람은 클릭보다 마우스 오버19 Z 카테고리 영역 열람은 클릭보다 마우스 오버19 Z-카테고리 영역 열람은 클릭보다 마우스 오버19. Z 카테고리 영역 열람은 클릭보다 마우스 오버카테고리 영역 열람은 클릭보다 마우스 오버

20 카테 리 메뉴명을 말줄임 일부 생략 지양20 Z 카테고리 메뉴명을 말줄임표로 일부 생략 지양20 Z-카테고리 메뉴명을 말줄임표로 일부 생략 지양20. Z-카테고리 메뉴명을 말줄임표로 일부 생략 지양20. Z 카테고리 메뉴명을 말줄임표로 일부 생략 지양카테 리 메뉴명을 줄 일부 생략 지양































































































21 검색어 입력 시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제공 단21 검색어 입력 시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제공 단21 검색어 입력 시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제공 단21. 검색어 입력 시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제공. 단21. 검색어 입력 시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제공. 단
적합한 추천 필요적합한 추천 필요적합한 추천 필요적합한 추천 필요적합한 추천 필

추 추22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정보 영역을 이원화시키지22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정보 영역을 이원화시키지22.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정보 영역을 이원화시키지22. 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정보 영역을 이원화시키지추천검색어와 추천상품 정 영역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공 필요말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공 필요말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공 필요말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공 필요말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공 필요

23 추천상품 제공 시 불필요한 정보 지양23 추천상품 제공 시 불필요한 정보 지양23 추천상품 제공 시 불필요한 정보 지양23. 추천상품 제공 시 불필요한 정보 지양23. 추천상품 제공 시 불필요한 정보 지양



24 검색어 입력 시 탭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24 검색어 입력 시 탭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24 검색어 입력 시 탭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24. 검색어 입력 시 탭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24. 검색어 입력 시 탭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방식 지양인터페이스 방식 지양인터페이스 방식 지양인터페이스 방식 지양인터페이 방식 지양

25 검색결과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25 검색결과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25. 검색결과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25. 검색결과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검색결과 화면에서 롤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 제시 단 최근 출시 정보 제공 필요상품 제시 단 최근 출시 정보 제공 필요상품 제시 단 최근 출시 정보 제공 필요상품 제시. 단 최근 출시 정보 제공 필요상품 제시. 단 최근 출시 정보 제공 필요

26 상품 정 시 정 의 처음에 홍 성 글 지양 가치26 상품 정보 시 정보의 처음에 홍보성 글 지양 가치26 상품 정보 시 정보의 처음에 홍보성 글 지양 가치26. 상품 정보 시 정보의 처음에 홍보성 글 지양, 가치26. 상품 정보 시 정보의 처음에 홍보성 글 지양, 가치상 정 시 정 의 처 에 홍 성 글 지양 가치
판별 정보 제공 필요 (예) 최근 출시일 중요한 키워드판별 정보 제공 필요 (예) 최근 출시일 중요한 키워드판별 정보 제공 필요 (예) 최근 출시일 중요한 키워드판별 정보 제공 필요 (예) 최근 출시일, 중요한 키워드판별 정 제공 필 (예) 최근 출시일, 중 한 키워



27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상품만 주목할 수27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상품만 주목할 수27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상품만 주목할 수27.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상품만 주목할 수27.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상품만 주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선택과 집중 필요있도록 디자인의 선택과 집중 필요있도록 디자인의 선택과 집중 필요있도록 디자인의 선택과 집중 필요있 록 디자인의 선택과 집중 필

28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정보의28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정보의28.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정보의28.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정보의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정 의
상이함은 지양상이함은 지양상이함은 지양상이함은 지양상이함은 지양

2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경우 명 하게 구별할 수 있는2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경우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2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경우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2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경우,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2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경우,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유사 상 이 있을 경우 명 하게 구별할 수 있
단서 제공 필요단서 제공 필요단서 제공 필요단서 제공 필요단서 제공 필







































































30 상품 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 제공30 상품 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 제공30 상품 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 제공30. 상품 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 제공상품 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 제공

할31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상품 선택 및 비교31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상품 선택 및 비교31.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상품 선택 및 비교31.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상품 선택 및 비교비 분석할 수 있 록 직관적인 상품 선택 및 비
분석 버튼 제공분석 버튼 제공분석 버튼 제공분석 버튼 제공분석 버튼 제공

32 선택된 상품과 선택되지 않은 상품 간 차이 제공32 선택된 상품과 선택되지 않은 상품 간 차이 제공;32 선택된 상품과 선택되지 않은 상품 간 차이 제공;32. 선택된 상품과 선택되지 않은 상품 간 차이 제공;32. 선택된 상품과 선택되지 않은 상품 간 차이 제공; 택 상 과 택되지 않 상 차이 제공
선택했던 상품과 선택하지 않았던 상품 간 차이 제공선택했던 상품과 선택하지 않았던 상품 간 차이 제공선택했던 상품과 선택하지 않았던 상품 간 차이 제공선택했던 상품과 선택하지 않았던 상품 간 차이 제공선택했던 상품과 선택하지 않았던 상품 간 차이 제공



33 새롭게 추가한 비교할 상품과 기존에 선택한 상품 간33 새롭게 추가한 비교할 상품과 기존에 선택한 상품 간33 새롭게 추가한 비교할 상품과 기존에 선택한 상품 간33. 새롭게 추가한 비교할 상품과 기존에 선택한 상품 간33. 새롭게 추가한 비교할 상품과 기존에 선택한 상품 간
차이 제공차이 제공차이 제공차이 제공차이 제공

34 상품 선택의 제약 조건을 선택 후 제공하지 말고 그34 상품 선택의 제약 조건을 선택 후 제공하지 말고 그34. 상품 선택의 제약 조건을 선택 후 제공하지 말고 그34. 상품 선택의 제약 조건을 선택 후 제공하지 말고, 그상품 선택의 제약 건을 선택 후 제공하지 말 ,
이전에 제공(가시성 필요) 제약 조건의 최적화 필요이전에 제공(가시성 필요); 제약 조건의 최적화 필요이전에 제공(가시성 필요); 제약 조건의 최적화 필요이전에 제공(가시성 필요); 제약 조건의 최적화 필요이전에 제공(가시성 필요); 제약 조건의 최적화 필요

3 비 할 상품이 다수인 경우 근접해서 비 할 수35 비교할 상품이 다수인 경우 근접해서 비교할 수35 비교할 상품이 다수인 경우 근접해서 비교할 수35. 비교할 상품이 다수인 경우, 근접해서 비교할 수35. 비교할 상품이 다수인 경우, 근접해서 비교할 수비 할 상 이 다수 경우 해서 비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배치 조정 가능 필요있도록 상품의 배치 조정 가능 필요있도록 상품의 배치 조정 가능 필요있도록 상품의 배치 조정 가능 필요있 록 상품의 배치 정 가능 필



36 선택한 상품을 실수로 삭제할 때 언제든지36 선택한 상품을 실수로 삭제할 때 언제든지36 선택한 상품을 실수로 삭제할 때 언제든지36. 선택한 상품을 실수로 삭제할 때 언제든지36. 선택한 상품을 실수로 삭제할 때 언제든지
복구( d ) 가능복구(undo) 가능복구(undo) 가능복구(undo) 가능복구( ) 가능

3 상품 비 선택 시 상품 정 간 비 제공 필37 상품 비교 선택 시 상품 정보 간 비교 제공 필요37 상품 비교 선택 시 상품 정보 간 비교 제공 필요37. 상품 비교 선택 시 상품 정보 간 비교 제공 필요37. 상품 비교 선택 시 상품 정보 간 비교 제공 필요상 비 택 시 상 정 비 제공 필

38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 비교 분석 가능38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 비교 분석 가능38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 비교 분석 가능38.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 비교 분석 가능38.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 비교 분석 가능



39 상세 페이지에서 깨지는 이미지 지양39 상세 페이지에서 깨지는 이미지 지양39 상세 페이지에서 깨지는 이미지 지양39. 상세 페이지에서 깨지는 이미지 지양상세 페이지에서 깨지는 이미지 지양

0 상품 비 시 사이 들의 가격 비 까지 지원 권장40 상품 비교 시 사이트들의 가격 비교까지 지원 권장40 상품 비교 시 사이트들의 가격 비교까지 지원 권장40. 상품 비교 시 사이트들의 가격 비교까지 지원 권장40. 상품 비교 시 사이트들의 가격 비교까지 지원 권장상 비 시 사이 들의 가격 비 까지 지 장

1 k 버튼 선택 시 언제든지 원래 페이지 이동41 Back 버튼 선택 시 언제든지 원래 페이지로 이동41 Back 버튼 선택 시 언제든지 원래 페이지로 이동41. Back 버튼 선택 시 언제든지 원래 페이지로 이동41. Back 버튼 선택 시 언제든지 원래 페이지로 이동버 택 시 제 지 래 페이지 이동
지원 필요지원 필요지원 필요지원 필요지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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