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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ISS 개편 배경

1. RISS의 과거, 현재, 미래

2. 이용자의 요구 및 분석

3. 웹 기술 동향과 RISS



1-1. RISS의 과거와 현재 (1998~2004)

I. 개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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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ISS의 과거와 현재 (2005~2015)

I. 개편 배경

RISS 2015
2009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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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ISS의 과거와 현재 (이용량 증
가)

I. 개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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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자 분석(이용 유
형)

New New New New 

visitor, 43.visitor, 43.visitor, 43.visitor, 43.

20%20%20%20%

Returning Returning Returning Returning 

Visitor, 58.Visitor, 58.Visitor, 58.Visitor, 58.

80%80%80%80%

� 일반일반일반일반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Returning Visitor(Returning Visitor(Returning Visitor(Returning Visitor(재방문자재방문자재방문자재방문자) ) ) ) 비율비율비율비율

---- 30 % ~ 40% 30 % ~ 40% 30 % ~ 40% 30 % ~ 40% 수준수준수준수준

※※※※ Marketing Sherpa Ecommerce Benchmark Study 2014Marketing Sherpa Ecommerce Benchmark Study 2014Marketing Sherpa Ecommerce Benchmark Study 2014Marketing Sherpa Ecommerce Benchmark Study 2014

� RISS Returning Visitor RISS Returning Visitor RISS Returning Visitor RISS Returning Visitor 비율비율비율비율

I. 개편 배경

---- 58.8% 58.8% 58.8% 58.8% 

※※※※ 2014 Google Analytics 2014 Google Analytics 2014 Google Analytics 2014 Google Analytics 측정측정측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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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자의학술연구자의학술연구자의학술연구자의 이용이용이용이용 형태형태형태형태 분석분석분석분석

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 편의성편의성편의성편의성 향상향상향상향상 + RISS + RISS + RISS + RISS 홍보홍보홍보홍보,,,, 교육교육교육교육 강화강화강화강화



2-2. 이용자 분석(이용 형
태)

I. 개편 배경

� Google AnalyticsGoogle AnalyticsGoogle AnalyticsGoogle Analytics를를를를 활용한활용한활용한활용한 이용이용이용이용 형태형태형태형태, , , , 환경환경환경환경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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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ISS의 개편을 위한 준
비

I. 개편 배경

하라는대로
뷰어 설치해도
왜 논문이 안보

이는거야!

비밀번호
가 뭐더라

고객불만 증가이용량 감소

고객 불만 조사

신규 기능 조사

불편 해소 방안
모색/ 조치

신규 기능 추가

고객고객고객고객 불만불만불만불만 감소감소감소감소

신기능신기능신기능신기능 활용활용활용활용

이용량이용량이용량이용량 증가증가증가증가

-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 RIS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 연구의 동향 제공



2-4. 이용자의 요구 분석(고객센터 접수 불만사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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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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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쉽고 편리한 RISS(UX 이용자 설문 일부)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11



3-1. 웹 기술 동향

– Mobile First(2010), Mobile Only(2014)

Schmidt said the world is soon 
changing to "mobile only" from 
"mobile first generation."

I. 개편 배경

"mobile first generation."

Google executive chairman Eric Schmidt (2014.Nov 4, M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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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웹 기술 동향

I. 개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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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 기술 동향(모바일 웹)

I. 개편 배경

– 기존 웹과 모바일 웹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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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iss.kr m.riss.kr



3-4. 웹 기술 동향(반응형웹)

I. 개편 배경

– Responsive Web, Adaptive Web

– Fluid Grid, Column Drop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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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웹 기술 동향(반응형웹 적용 검
토)

I. 개편 배경

구분구분구분구분 장점장점장점장점 단점단점단점단점

기존웹+
모바일웹

- 기존 웹사이트 보유 +

모바일 웹사이트 추가시 효율적

- 데스크탑용 / 모바일용 사이트 별개

- www.riss.kr,   m.riss.kr 별도 운영

- 개발, 유지보수 각각 별도 진행

-> 관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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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 유지보수 가능

- 다양한 기기와 화면에 맞추기 어렵다

반응형웹

- 다양한 기기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구현

- 정적 기능, 고정된 컨텐츠 에 적합

(블로그, 회사 소개, 커뮤니티)

- 하나의 URL 사용

- 동적 기능이 많은 사이트, 하나의 화
면에
많은 컨텐츠가 있는 경우 비효율적
(ex. 쇼핑몰, 대형포털)

- 위 경우 개발 복잡, 로딩속도 느려짐
- 처음 잡은 레이아웃/ 컨셉 변경이 어
려움



3-6. 웹 사용성 원칙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생각하게생각하게생각하게생각하게 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마!!!!

원저 : Don’t Make Me Think ! (Steve Krug)Don’t Make Me Think ! (Steve Krug)Don’t Make Me Think ! (Steve Krug)Don’t Make Me Think ! (Steve Krug)

---- 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 고민에고민에고민에고민에 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 고민에고민에고민에고민에 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설명이설명이설명이설명이 없어도없어도없어도없어도 이해할이해할이해할이해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페이지를페이지를페이지를페이지를 만들만들만들만들 것것것것

---- 사용자는사용자는사용자는사용자는 웹을웹을웹을웹을 읽지읽지읽지읽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 , , 훑어본다훑어본다훑어본다훑어본다
90km90km90km90km로로로로 이동하는이동하는이동하는이동하는 차에서차에서차에서차에서 길거리의길거리의길거리의길거리의 광고판광고판광고판광고판 보기와보기와보기와보기와 같다같다같다같다

시각적시각적시각적시각적 잡음잡음잡음잡음(Visual Noise)(Visual Noise)(Visual Noise)(Visual Noise)를를를를 제거제거제거제거

---- 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 단어를단어를단어를단어를 덜어덜어덜어덜어 낼낼낼낼 것것것것

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불필요한 인사말인사말인사말인사말, , , , 설명을설명을설명을설명을 없앨것없앨것없앨것없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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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편 목표 및 내용

4. RISS BI 적용

5. 쉽고 편리한 RISS 

6. RISS Analytics6. RISS Analytics

18



4-1. BI 구축(Brand Identity)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BI (Brand Identity)BI (Brand Identity)BI (Brand Identity)BI (Brand Identity)

19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떤 브랜드

연상을 갖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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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I 구축(Brand Identity)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2020



4-1. RISS BI 구축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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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ISS BI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RISS 서비스의 핵심가치 도출
RISS New Brand Identity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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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쉽고 편리한 RISS(UX 사용성 연
구)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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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쉽고 편리한 RISS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 쉬운 UI 제공 (메인 화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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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쉽고 편리한 RISS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 쉬운 UI 제공 (상세 화면 시안)

25



5-3. 쉽고 편리한 RISS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 웹기술 변화에 따른 쉬운 UI 제공 (해외DB 화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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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술관계분석서비스 (SAM.riss.kr   
2014)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RISSRISSRISSRISS
1 논문활용도논문활용도논문활용도논문활용도 분석분석분석분석 논문논문논문논문////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영향력영향력영향력영향력 분석분석분석분석

논문논문논문논문////연구자간연구자간연구자간연구자간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분분분분
석석석석2 3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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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활용도>

<논문영향력>

논문 네트워크 맵 :  논문의

참고문헌/피인용 관계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유사연구자 관계

<연구자 영향력/ 연구자 점유율>



6-2. RISS 
Analytics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활용도활용도활용도활용도 수치수치수치수치 및및및및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제공제공제공제공

RISS 학술정보 구축/ 이용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제공

• SAM 활용도 데이터를 연동 제공

• RISS 구축현황 제공

• 차트, 그래프 등 직관적UI

연구연구연구연구 동향동향동향동향 제공제공제공제공

외부외부외부외부(KCI, (KCI, (KCI, (KCI, 타타타타LOD LOD LOD LOD 등등등등)))) 연계연계연계연계
컨텐츠컨텐츠컨텐츠컨텐츠 제공제공제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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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ISS Analytics (시
안)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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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쉽고 편리한 RISS(개발 일정)

II. 개편 목표 및 내
용

구구구구 분분분분 5555월월월월 6666월월월월 7777월월월월 8888월월월월 9999월월월월 10101010월월월월 11111111월월월월 12121212월월월월

수집/분석

UX전략수립
및 UI 설계

사용자겸험

연구 기반

RISS 웹개
편

및 UI 설계

구현/검증

퍼블리싱

검수/완료

30



감사합니다

학술정보부 유재욱
calla@ker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