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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홈페이지가 무엇인가요?

 2015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별 인

터넷 접속률이 100%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스마트폰

을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발된 기술이‘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는 웹 브라우저가 기기의 스크린 크기에 맞게 자동으

로 조절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반응형 웹은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환경

에 상관없이 동일한 URL을 사용하여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내·외 검색엔진이 반응형 웹 사이트

를 권장하고 있고‘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 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기관과 회사들에서 제작, 운영 중 입니다.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가 전면 리뉴얼됐다. 개발을 책임진 크로스디자인 김시윤 팀장을 

만나 새로운 홈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형식으로 풀어봤다.

협회 홈페이지 Q&A 

Q
A

협회 홈페이지 Q&A H

 ‘대한산업보건협회’홈페이지 개선된 모습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크게 3가지 장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제공에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

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넓어진 모니터 사이즈

를 고려하여 기존에 답답했던 화면에서 벗어나 넓

어진 영역에 콘텐츠를 정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좋은 조형성과 높은 가독성의 

장점을 가진 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Q
A

정보제공에 효과적인 디자인

반응형 홈페이지 화면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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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미흡했던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외부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에 빨리 노출

되는 환경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메타키워드 입력, 이미지 최적화 등

을 통해 다른 홈페이지보다 빠르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을 통계를 이용해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의 맞춤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교육신청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교육 신청자가 수강신청, 수강신청

확인, 교육장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세 번째, 방문자를 위한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메뉴를 큰 카테고리로 그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 정리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메인메뉴에 마우스를 올릴 때 해당 카테고리의 상세메뉴

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첫 번째 메뉴는 전체보기 메뉴를 두어 상세

메뉴 안에 콘텐츠 목록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메인화면에서는 각종 최신 게시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각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이콘형

식으로 링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처음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큰 비주얼 영역에 

협회 주요행사나 사업을 이미지와 텍스트, 동영상으로 활용하여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신청 시스템

이러한 개선사항을 통해 기존 정적인 사이트에서 활동적인 사이트로 변화되었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