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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1990년대 이후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새로운 정비를 거쳐 웹 사이트의 내용

및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체들의

경우, CI(corporate identity)를 웹 사이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더불어 웹 스타일 가이드에 대

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대학 홍보와 학사업무에 웹 사이트

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UI(university identity)를 웹

사이트에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구

전문대) 홈페이지를 웹 아이덴티티의 구성의 요소들로

분석을 하였다.

웹 아이덴티티 구성 항목 중 심볼과 로고 타입은 비교

적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UI에서 규정된 전용색상의

사용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메인페이지의 주조색은

대부분 파란색 계열이며 학생들 사진이나 건물의 사진

이미지가 대부분 메인페이지에 적용되어 독창성이 없

었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계획적이고 차별화된 웹 디

자인으로 UI를 구현하는 웹 아이덴티티 확립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Abstract

Most Korean universities opened web-sites since

1990's, and repaired those continuously, there are

many changes of contents and design in their web

sites. In cases of corporations, they applied CI

(corporate identity) to their web sites, and their web

style guides are under development.

In Korean universities, the importance of web sites

in public informations and school affairs is

emphasized then ever.

In this study, home-pages of college is considered

as elements of web identity composition, because it

is necessary for knowing degree of UI (university

identity) materialization in web sites.

In items of web identity composition, symbols and

logo-types met the rules, but private colors

prescribed by UI did not. And main pages of

universities had poor originalities because most of

their main colors are ‘blue’ and most of their images

are those of college students or college halls. This

study show the necessity of web identity

establishment of UI by calculated and discriminated

we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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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1990년

대 이후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새로운 정비를 거

쳐 웹 사이트의 내용 및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웹 사이트에서는 보다 더 체

계적인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웹 사이트의 브랜드 전략과 운영을 위한 웹 스타일 가

이드, 사용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등을 시도하고 있

다. 대학들도 단순 홍보용 웹 사이트에서 홍보와 네트

워킹의 목적으로, 대학 웹 사이트 및 이와 통합된 학사

관리를 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웹 사이트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은 웹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사이트의

일관되고 통일된 아이덴티티(identity)와 브랜드(brand)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웹 사이트의 통일되고 일

관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표현방식 등을 정

의해둘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CI(corporate

identity)와 대학의 경우 CI에서 발전한 UI(university

identity), 그리고 사이트 제작을 위한 그래픽 규약 및

프로그래밍 규약들을 모은 웹 스타일 가이드(web

style guide)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과 학과, 운영부서 단위로 다양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 수많은 운영주체에 의해 웹 페이

지가 개발되고 운영된다. 이런 경우 종종 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모양과 느낌의 사이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사이트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웹 스타

일 가이드를 통한 웹 아이덴티티의 구현을 필요로 하

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대학(구 전문대)의 웹 사이트들의 디자

인과 대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UI(university

identity), 즉 학교의 심볼 마크 및 칼라, 로고타입 등이

대학 웹 사이트 디자인에 정확히 구현되고 본래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각 대학 홈페이지에

서 그 대학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구현의 여부에 관

한 연구이다.

1-2 연구범위 및 내용

CI(corporate identity) 와 UI(university identify)의 개

념 및 웹 스타일 가이드(web style guide)의 개념을 알

아본다. 웹 아이덴티티의 개념 및 구성을 알아보고, 웹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 중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

목을 통하여 각 대학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하여 웹 아

이덴티티 구현정도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CI와 UI의 개념 및 특성

CI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corporate identity) 또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피케이션 (corporate identification)

의 약어로서 ‘법인 조직’, ‘단체의’, ‘단체 집합적’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퍼레이트(coperate)와 철학에서

는 주체성, 심리학에서는 동일성, 사회학에서는 존재

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합성

어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아이덴티티를 발달 단계

에서 획득해 나가는 자아 동일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직역하면 기업의 자

아 동일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CI는 초기 코퍼레이트 이미지(corporate image)의 약자

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뉴욕

의 CI 전문회사 L&M (리빙코트 앤드 머큘리즈)의 월

터 머큘리즈가 처음 이었다. 전문가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CI는 기업의 자기 발견과 자기실현의 프로

그램이다. 둘째, 기업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 방법의

총체이다. 셋째, 기업 이미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업

활동이다. 넷째, 기업의 관계자 집단에게 경영 이념과

기업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커뮤

니케이션 방법이다. 다섯째, CI란 기업 문화 그 자체이

다. 마지막으로, CI란 기업의 현실을 파악하여 명확히

목표를 설정한 후 미래 지향적 비전을 만들어 그것을

순서에 따라 사내외에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경

영 전략의 한 프로그램이다1).

UI(university identify)란 말뜻 그대로 대학에서 사용

하는 모든 시각표시물의 표준화 즉, VIS(visual

identification standards)를 의미하며, VIS는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모든 시각표시물을 분

명하고 객관적인 디자인 컨셉트(concept)에 의해 표준

화 하는 것을 의미 한다.2) 즉 CI의 개념을 기업이 아

1) 외,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1994, p52-4

2) 김원수, 광고학개론, 경문사, 1990, p25-6



닌 대학에 적용한 경우를 UI라고 한다.

2-2. 스타일 가이드의 개념

웹 스타일 가이드 (web style guide)란 웹 사이트 개발

의 형식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서를 말한다.

웹 스타일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의 형태로

구현되며 대내적으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팀에 의

해 작성되고 보완된다.

웹 스타일 가이드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제작된다. 첫째는 웹 사이트의 아이덴티티 표준을

준수하게 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는 것,

둘째는 사용자 경험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웹 사이

트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 만족을 달성하는 것, 셋째는

표준에 준수한 웹 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개발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웹 스타일 가이드의 목적은 웹 사이트의

아이덴티티 표준을 제시하여 온라인 브랜드를 창출하

고, 각 부서 간 해당 웹 사이트별 역할과 위상을 정립

하여,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여 궁

극적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작된다. 즉 웹 스타일 가이드는 웹 CI를 위한 구

체적인 전략을 명시한 메뉴얼이다.3)

2-3. 웹 아이덴티티의 개념 및 구성

웹 아이덴티티는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부각시

키고자 하는 이미지(기획된 연상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질서를 부여

하는 행위와 그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웹 아이덴티티는 특정 사이트가 그 사이트의

목표나 컨텐츠에 부합하게 만들고 다른 사이트와는 차

별되는 특성을 갖게 하며, 가장 상위 페이지부터 가장

하부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관 관계에 있는

계열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미지를 주도록 하

는 것이다.

먼저 웹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

CI의 3대 요소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의 정체

3) , Web CI를 위한 Web Style Guidline, 웹마스터 클럽 세

미나 발표 자료, 2000, p14

성을 확립하고 이미지를 유지하는 시각적 아이덴티티,

지속적인 기업의 문화표현, 즉 기업의 신념, 가치관, 철

학, 정서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마인드적 아이덴티티,

기업이념을 통해 집단 특유의 행동양식을 표준화하고,

새롭게 형성된 기업문화를 무형의 자산 가치로 만들어

내는 행위적 아이덴티티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웹 환경

에서는 컨텐츠로 제공된 텍스트의 내용도 운율이나 명

사형 종결을 사용하는 등 적절하고 일관된 체계를 부

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적 아이덴티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체성

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사용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개별 사이트만의 사용 환경을

의미하는 체험적 아이덴티티가 생겨났다. 체험적 아이

덴티티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좌우 되는데, 특히 방

문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분

량이 클수록 중요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웹이 가진 영상매체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정체성의 구축이라서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것은 움직임과 소리 등 웹이 가

진 영상 매체로서의 풍부한 특징을 그대로 살려 기존

매체와 차별화 하는 아이덴티티로써 표현의 범주가 정

적 이미지에서 동적 이미지로 옮겨지고 있고 시각에서

청각까지 차츰 넓어지고 있으며 이밖에 촉각이나 후각

을 이용한 아이덴티티도 시도되고 있다.

기존에는 웹 사이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치중하

는 경향이 많았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가치나 철학이 정립되어야만 웹 사이트

디자인이나 컨텐츠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웹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테마인데 이러한 웹 아이덴

티티 테마는 컨텐츠의 문맥이나 주제로부터 비롯된다.

웹 아이덴티티의 이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에

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웹 환경 이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로는 브랜드 네임, 로고와 심볼, 캐릭

터, 슬로건, 패키지 디자인 등이 있으나 웹 기반의 브

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구성 요소 중에서 패키지

디자인 대신 웹 사이트 디자인이 포함 되며, 웹 사이트

에 담기는 컨텐츠가 더욱 중요한 브랜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브랜드 요소 중

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기억성, 의미성, 전이성, 적용성, 방어성 등의 선택 기



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랜드 요소의 조합과 결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4)

3. 대학의 웹 사이트 현황

오늘날 대학은 무한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저마다 보

다 우수하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치

열하다. 이에 따라 대학홍보의 필요성은 커졌으며, 이

에 각 대학의 웹 사이트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대학의 웹 사이트 기능 중 홍보 뿐 만 아니라 학

사 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

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과 결과 2004년 자료에 따르

면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는 세계 1위로

인구 일천 명 당 218명이 이용하고 있다.5)

2005년 9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링크된

각 개학 홈페이지도 국공립 대학교 46개와 사립 대학

교 155개, 국공립 대학(구 국공립 전문대) 15개, 사립

대학(구 사립 전문대) 143개에 이른다.6)

4. 국내 대학 홈페이지의 웹 아이덴티티 구현 

현황

대학 웹 사이트의 아이덴티티 분석에 앞서 기업체 사

이트들을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들의 브랜

드 전략에 따라 사이트가 구성되나 삼성그룹 전체에

걸친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위해 푸른색을 주

조색으로 사용하고, 그룹의 워드마크를 어느 정도 일정

한 레이아웃으로 노출 시키고 있다. 각 계열사 사이트

가 준수하여야 할 이러한 규정들은 웹 스타일 가이드

를 통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7)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웹 스타일 가이드

4) , 웹 아이덴티티와 웹스타일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

션학 연구, Vol 10, 2002, p, 93-4

5)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통신 백서, http: //

www.emic.go.kr/ information / rep_whi_cor.jsp

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보검색, http:// www.moe.go.kr

7) 강은정 외, 웹 아이덴티티를 위한 여덟가지 원칙, 정글프레스, 

2005, p90

는 각 기업 아이덴티티 전략에 맞게 로고, 컬러, 레이

아웃, 메인 이미지 컨셉, 네비게이션 규칙, 아이콘 및

타이틀 등의 비주얼 요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규칙을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9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

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158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구

전문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페이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웹 아이덴티티 구현을 위한 전용색상의 일관된

사용, 로고 타입의 사용, 메인페이지의 주조 색조,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구조분석의 네비게이션 구조, 그래픽

이미지의 사용 내용 등의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

하였다.

4-1 일관된 사용

각 대학 UI에서 정한 전용 색상을 대학 홈페이지 구성

의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158개 홈페이지 중 48개(27%)

대학 홈페이지에서만 전용색상의 일관된 사용을 보였

다.

전용색상의 일관된 사용의 사례는 생각보다 적어 조사

된 경우의 27%정도 밖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각 대학 UI 심볼이 파란색의 심볼이 많이 사용

되고 있고 메인 홈페이지에 이러한 파란색조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파란색조이기만 할 뿐 느낌이

다르고 실제로는 차이가 나는 푸른색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이는 적절하게 일관된 색 규정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웠다.

 

27%

73%

yes

No

[그림1] 전용색상의 일관된 사용



4-1-1 사례

창원대학의 사례로 심볼 칼라의 색은 어두운 청색의

색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밝은 파랑의 심볼과

로고타입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대학의 인트라넷에

서는 또 다른 로고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 2] 창원대학 메인홈페이지

[그림3] 홈페이지에 규정된 UI에서 심볼의 전용색상 

- 어두운 청색

[그림4] 창원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사용된 심볼과 로고타입

- 밝은 파랑

[그림5] 창원대학 인트라넷에 사용되고 있는 심볼과 로고타입

4-1-2 수원여자대학의 사례

수원여자대학은 비교적 심볼의 전용색상을 메인홈페이

지에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잘된 표준사

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6] 수원여자대학 메인홈페이지

[그림7] 수원여자대학의 심볼 마크 - Red, Yellow, Violet

[그림8] 수원여자대학의 심볼 마크와 로고타입

4-2 로고타입의 사용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UI의 로고타입과

홈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로고타입의 일치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는 당연히 같아야하는 항목임에도 불구

하고 적합하게 사용되는 않는 사례가 18%가 있었다.



82%

18%

yes

No

[ 9] 대학 심볼의 로고타입 사용 유무

이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개선되어야할 점이다.

82%의 많은 대학 홈페이지가 로고타입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로 100%가 되어야만 할 것이

다.

4-2-1 사례

웅지세무대학의 메인홈페이지에 사용되고 있는 로고타

입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UI의 로고타입과

틀린 로고타입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

야할 사항이다

[그림10] 웅지세무대학의 메인홈페이지

[그림11] 웅지세무대학의 메인홈페이지에 사용된 로고타입

[그림12] 웅지세무대학의 홈페이지에 실린 로고타입 규정

4-3 메인페이지의 주조 색조

메인페이지의 주조색조는 놀랍게도 한 가지 색으로 통

일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4%가 파란색 계통의 색조

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13%에서 녹색조를

사용하고 있었다.

64%

13%

13%

3%
7%

blue

green

variable

gray

기타

[그림13] 메인페이지의 주조 색조

대학의 심볼 마크의 전용색상도 파란색 계통이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대학이라는 특정한 집단의 표

현 색으로 파란색 계통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많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절반이상

이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타 대학과 구

분되는 변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각 대학만의 아이

덴티티 구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된다.

4-3-1 경복대학사례

[그림14] 경복대학의 메인홈페이지

경복대학은 파란색 계열로 홈페이지를 구성한 사례로

전체적 색조구성과 절제된 파란색 계열의 사용으로 비

교적 잘 만들어진 웹 사이트의 사례로 판단되며, 심볼

의 색상과 메인메뉴의 색상, 배경의 색조를 통일시켜

사용하였다.



4-4 - 네비게이션의 구조

레이아웃 구조측면에서는 메인메뉴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조사 하였다. 상단 네비게이션이 가장 많은 사례

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좌측 네비게이션 이었다.

상단 네비게이션은 다른 기업의 홈페이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될 만큼 사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장점은 쉽게 눈에 뜨인다는 점과 컨텐츠 영

역을 보다 넓고 자유로운 표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단 네비게이션 구조는 컨텐츠가

풍부하고 방대한 사이트의 복합적인구조의 사이트에

적합하다. 대학 웹 사이트도 점차 양적인 면에서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단 네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단 네비게이

션을 사용시 웹페이지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용

이하고 사용자들의 접근성 및 사용의 편리성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71%

18%

11%

상단

좌측

중앙

[ 15] 레이아웃-네비게이션의 위치

4-4-1 신흥대학 - 상단 네비게이션의 사례

[그림16] 신흥대학의 메인홈페이지

4-4-2 마산대학 - 좌측 네비게이션의 사례

[그림17] 마산대학의 메인홈페이지

4-4-3 경동정보대학 - 중앙 네비게이션의 사례

[그림18] 경동정보대학의 메인홈페이지

4-5 그래픽 이미지의 사용



그래픽 이미지의 사용은 크게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

션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사진 이미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는 사람사진 이미지이다. 62%가 사

람사진 이미지였으며, 그 외에 18%가 건물사진 이미지

이고 나머지가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사용하였다.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는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직접

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차별화된 아이덴티

티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이미

지의 개발과 표현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62%
18%

18%

2%

사람 사진

건물 사진

일러스트

기타

[ 19] 그래픽이미지 사용

4-6 스타일 가이드의 사용

웹 스타일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안양과학대학의 경우 웹 스타일 가이드를 홈페

이지에 명시하고 웹 스타일 디자인에서 명확히 따르고

있어, 상기 기술한 항목들의 적용의 좋은 사례가 된다

고 판단된다.

[그림20] 안양과학대학 메인홈페이지

[그림21] 웹 스타일 가이드의 실례 1 - 안양과학대학

[그림22] 웹 스타일 가이드의 실례 2 - 안양과학대학

4.

본 연구는 대학 웹 사이트 디자인의 웹 아이덴티티 구

현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웹 아이덴티티의 구현의 정도

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

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웹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 중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을 통하여 각 대학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조사 대상 중 27%의 대학에서 전용색상의 일관

된 사용을 보였고, 로고 타입의 경우 82%에서 적절하

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레이아웃의 구조측면인 네비게

이션의 위치는 상단 네비게이션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심볼의 색상이나 전체 주조색 등은 웹 아이덴



티티 구현을 고려함이 없이 홈페이지 수정시마다 컨셉

이 변화하는 한시적 디자인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홈

페이지 디자인 책임자가 UI의 개념이 없거나 대학 행

정부서에서 웹 아이덴티티 구현의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예이다.

대부분의 대학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주조 색조

가 푸른색 계통으로 사용되고, 학생들의 사진과 건물

사진들이 메인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며,

차별화된 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UI심볼과

로고타입은 정확한 규정 하에 웹 디자인에 적용되어야

하며 웹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해 웹 스타일 가이

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웹 스타일 가이드는

소수의 대학에서만 제시되어 있다.

대학 홈페이지의 웹 스타일 가이드의 제정은 현시점에

서 웹 아이덴티티구현을 위한 좋은 도구중의 하나이다.

웹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UI 매뉴얼에 정해진 심볼 및

로고 타입의 색상과 형태 , 바탕색, 네비게이션의 구조,

기본적 하부페이지의 레이아웃 등은 기본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이며 계획적이고 차별

화된 웹 디자인으로 웹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며, 부가적으로 웹 스타일 가이드의 제정 및 준수는

대학 홈페이지의 웹 아이덴티티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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