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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성에 한 사람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용성 평가 계획의 수립과 진행, 평가 

결과의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용성 평가는 크게, 사용성 평가 계획 수립, 

실제 평가 진행, 평가 후 결과 수집  분석의 차를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 평가의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사용성 평가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따라서, 사용성 평가에 참가하

는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상 없이 효과 으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고, 사용성 평가 책임자는 

평가 련 문서와 결과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고 평가의  과정의 진행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웹 기반 사용성 평가 시스템은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실제 사

용하는 장소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상 제품의 사용성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웹 기반 시스템, 사용성 평가, 사용자 심 설계, 문서 리

Abstract Usability has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product development, and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ystems and tools that can support usability test projects. However, 

few studies so far have developed such systems and tools. During a usability test project, many 

participants take up different roles, such as project managers, usability testers, and subjects. We 

implement a web-based usability test system with which a project manager can manage and control 

all participants and documents throughout the entire usability test process, from the design of a 

usability test project to the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A usability test generates many documents, 

such as subject agreement forms and before/after questionnaires. Since many different subjects can 

participate in a usability test, consistency during testing with different participants and efficient 

document management are the keys to success for a usability test. Since all users that participate in 

usability test projects can access web-based usability test systems through a web browser, regardless 

of the place where they are, the reliability of the testing results can improve since the tests are 

conducted in the locations where the target products are meant to be used. In particular, our system 

is useful for disabled individuals who cannot move.

Keywords: web application, usability testing, user-centered design, docu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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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 경

사용성은 1971년 Miller에 의해 사용된 개념으로, Dumas

와 Redish는 사용자에게 이 맞춰져서 제품에 의한 

생산성과 제품을 이용한 작업의 완수 그리고 사용의 쉬

움과 련된 것이라고 정의하 다[1]. 어떤 제품  시

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성을 보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향후 서비스(AS)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 화할 수 있다.

사용성을 보증하기 해 제품 설계자  개발자는 사

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방법에는 휴리스틱 평가, 

테스트(시험)평가, 수행도 측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테스트 평가는 실제 사용자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제품의 사용성에 한 정보를 설계 단계부터 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수집하고, 사용자의 피드백  사용

성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간과 인  자원의 측면에서 큰 

비용을 요구한다[2].

이러한 테스트 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  

시제품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반 인 진행과 합한 문서 리,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  연구는 재 국내

에 부족한 실정이다[3].

일반 인 사용성 평가에서는 참가자를 사용성 평가를

하여 특별히 마련된 장소로 모이게 하거나 한 명씩 

시간 차를 두고 불러서 진행하 으나, 최근의 웹 응용 

서비스 기술의 확산과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 그리고 

다양한 웹 라우 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의 보 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성 평가 시스템의 구 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모바일 응용, 웹 응용과 같은 소 트웨어의 사용성 평가

는 참여자가 실제 업무하는 곳, 사용할 장소에서 수행함

으로써 사용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상의 재품 개발에서도 웹 

기반의 사용성 평가 시스템은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상 없이 효과

인 사용성 평가가 가능한 웹 기반의 사용성 평가 계

획 수립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한 사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각종 서지(설문지, 

동의서 등) 자료의 작성과 수집  리, 사용성 평가 

결과의 분석을 웹 기반으로 보다 효율 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1.2 련 연구

기존의 사용성 평가 도구는 특정 기술 기반의 제품에 

특화된 형태이거나 평가 계획의 수립과 진행의  과정

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재 국내의 평가 도구로는 웹 사이트의 사용편의성

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

으로 한 사용편의성 평가 시스템[4], 음성 인터페이스 

평가 도구[5]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특정 제품 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로, 다양한 제품을 상으

로 하는 범용 사용성 평가 도구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양한 종류의 제품의 사용성 평가도구[3,6]도 있으나, 사

용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방 한 양의 문서 데이터를 

리 할 수 있는 설계가 부족하다. 기존의 사용성 평가 도

구들은 네이티  응용(PC 소 트웨어 등)으로 원격 사

용성 평가의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외의 사용성 평가 도구의 기능과 비교는 [7]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용성 평가 도구는 한

을 지원하지 않아서 국내 참가자가 이러한 국외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2. 웹 기반 사용성 평가 시스템 설계

2.1 사용성 평가 차

사용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제한

된 시간과 비용 안에 더 효과 인 방법으로 사용성에 

한 결함  개선 방향에 한 해결방안을 얻는 것이

다. 따라서 사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차를 따른다.

∙사용성 평가 계획 수립 - 성공 인 사용성 평가를 

해서는 체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 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요하다. 사용성 평가 책임자(project 

manager)는 제품의 기능  사용 환경 분석을 통하여 

평가를 한 상자(참가자) 모델을 결정하고, 사용성 

평가 을 구성한다. 사용성 평가 은 평가를 총 하는 

사용성 평가 책임자, 책임자를 도와 평가를 진행하는 

사용성 평가 도우미(test helpers), 그리고 실제로 평가

에 참여하는 사용성 평가 상자 모델에 합한 참가

자(subjects)로 구성한다. 평가 이 구성되면, 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문서를 비한다. 평가에 필요한 문서로

는 참가자 동의서, 사용성 평가 설문지, 사용성 평가 

진행을 한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동의서는 참가자의 

권리와 평가 주체 기 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해

서 필요하다. 동의서에는 평가의 목 , 참가자가 처할 

수 있는 험, 비 유지 등의 내용에 동의를 구하는 서

명을 받는다. 설문지는 참가자의 배경, 기본 정보 등의 

내용 설문지, 사용성 평가 과제 별 설문지, 평가가 종

료 후 제품에 한 체 인 견해에 한 설문지 등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각 사용성 평가  구성원이 평가 

 진행해야 할 과업에 한 내용과 그에 따른 안내  

지시사항에 한 문서이다. 모든 비가 끝났다면 본 

평가에 들어가기 직  일럿 평가를 거쳐 실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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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에 필요한 비를 완료한다.

∙실제 사용성 평가 진행 - 실제 사용성 평가에서는 평

가 계획 설계 시 미리 작성해 놓은 체크리스트를 바탕

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사용성 평가 참가자가 도착하면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간단한 안내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본격 인 평가로 유도한다. 사용

성 평가 참가자는 동의서, 각종 설문지를 토 로 사용

성에 한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사용성에 한 피드

백을 작성한다. 평가 도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평가

의  과정을 녹화  녹취하고 사용성 평가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찰하고 기록한다.

∙사용성 평가 결과 수집  분석 - 모든 참가자에 한 

평가가 종료하면 상, 음성, 응답 설문지 등의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사용성 평가 책임자는 본 데이

터들을 토 로 평가된 제품에 한 피드백을 얻어 사

용성 문제 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2 시스템 기능 설계

하나의 제품을 한 사용성 평가 계획  진행 과정

을 하나의 평가 로젝트로 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용성 평가 책임자는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생성하고, 

사용성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진행, 결과 수집  분석

을 로젝트 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성 평가 로젝트 리 -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은 다양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웹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리하여야 한다. 사용성 평가 책임자는 제품의 기능과 

사용성 평가 목표, 사용 환경 분석이 완료되면 이를 바

탕으로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생성하고, 사용성 평가 

도우미  평가 참가자 모집을 통하여 해당 평가 로

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 리를 수행할 수 있다. 로

젝트 생성 시에는 사용성 평가 상 제품에 한 정보

와 평가 일정 등의 평가의 개 인 정보를 로젝트 

정보로 입력한다. 생성된 로젝트는 모든 평가 차가 

완료되고, 더 이상 해당 로젝트가 없을 때 삭제 할 

수 있다.

평가 로젝트의 체 과정을 웹 기반으로 진행하기 

하여 사용성 평가 차를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설계

하 다. 평가 계획 수립은 사용성 평가 문서 리 기능, 

실제 사용성 평가 진행에 필요한 기능은 문서 조회  

응답 기능, 마지막 결과 수집  분석 차를 설문 결과 

조회  분석 기능으로 기술 하 다. 그림 1은 본 시스

템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사용성 평가 문서 리 - 문서 리 기능은 다양한 사

용성 평가에 필요한 문서의 생성, 조회, 수정/삭제를 

포함한다. 본 시스템 내의 문서는 동의서, 설문지, 체크

리스트, 참가자 정보(profile)로 분류 한다. 평가 리자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architecture

는 로젝트에서 필요한 동의서  설문지를 웹 기반

으로 설계하고 비할 수 있다. 하나의 설문지는 사용

성 평가 참가자에게 한 응답을 요구하기 하여 

다수의 설문 문항을 포함한다. 각 설문 문항은 여덟 가

지 형식(주 식단답형, 주 식서술형, 단일선택형, 복수

선택형, 의미분별형, 리커트척도형, 단일선택형+주 식, 

복수선택형+주 식)  한 것을 선택하여 비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로젝트를 시작하기  

명시해야 할 사항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차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성 평가 과정의 오류 없는 진행

을 하여 반드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일럿 평가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상이다.

∙사용성 평가 문서 조회  응답 - 사용성 평가에 참가

하는 참가자들은 동의서, 설문지, 체크리스트 등의 문

서에 응답해야 한다. 여덟 가지 형식의 문항으로 비

된 설문에 응답해야 하고, 각 참가자의 설문문항별 응

답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 되어야 한다.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조회  분석 - 사용성 평가 책

임자와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참가자들의 설문 응답내

용을 바탕으로 수집 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

과를 도출 해 낸다. 본 시스템은 사용성 평가에 참가한 

참가자의 특징, 기본사항을 수집한 설문지를 통해 사용

성 결과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여 주며, 결과를 엑셀

일로 변환 추출하여, 사용성 평가 결과 반  작업에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웹 기반 사용성 평가 계획  수행 시스템 구

3.1 구  환경

웹 기반 사용성 평가 시스템을 구 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웹 서버는 Intel Core 2 Duo P8800 2.66GHz를 사

용하 고, Java, HTML, Javascript, JSP로 기능을 구

하 다. 개발도구로는 Eclipse Java EE(ver.Indigo)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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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젝트 생성

Fig. 2 Usability project creation

그림 3 참가자 리

Fig. 3 Participants management

용하 고, 웹 응용 서버는 Apach Tomcat v7.0,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은 MySQL Server 5.6을 사용하 다.

3.2 시스템 구   실 사용

구 한 시스템을 실제 활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한 를 이용하여 구  내용을 설명한다. 사용성 평가 

상 제품은 고속합성음 생성을 한 V사의 음성합성시

스템이다.

① 로젝트 생성(사용성 평가 책임자) - 고속합성음 생

성을 한 사용성 평가를 시작하기 해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생성한다. 로젝트 생성을 한 사  작

업은 고속합성음 합성기의 기능  사용 환경 분석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하게 될 사용자 (여기서는 맹 시

각장애인)에 한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로젝트 

생성 시 그림 2와 같이 사용성 평가 로젝트의 총 기

간과 제목, 내용을 작성하고, 구성할 평가 원들만 조

회가 가능하도록 비 번호를 기입한다.

② 사용성 평가 참가자 모집(사용성 평가 책임자) - 사용

성 평가 책임자는 고속합성음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다음 그림 3처럼 수집하고 리한다.

③ 문서 생성(사용성 평가 책임자) - 사용성 평가 책임자

는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해서 필요한 문서를 생

성한다. 체 인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리하고 

진행하기 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요하다. 체크리스

트는 시작 날짜 , 사용성 평가 당일, 사용성 평가 종

료 후의 범주로 나 고 범주 내에 체크리스트 항목들

을 생성할 수 있다. 평가 설문지는 여덟 가지 형식의 

문항으로 생성 가능하며, 문항과 소 질문, 보기의 개수

는 제한 없이 생성이 가능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체

크리스트와 설문지 생성 화면이다.

그림 4 체크리스트 생성 화면

Fig. 4 Checklist creation

④ 실제 사용성 평가 진행(사용성 평가 도우미) - 평가 

당일,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평가 비 시 미리 작성

해 놓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사

용성 평가 참가자가 도착하면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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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문지 생성 화면

Fig. 5 Questionnaire creation

그림 6 체크리스트 조회 화면

Fig. 6 Checklist view

간단한 안내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본격 인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도  도

우미는 평가  과정을 녹화  녹취하고 사용성 평가 

참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찰하고 기록한다. 

다음 그림 6은 체크리스트 조회 화면이다. 각 참가자 

마다 평가 도우미는 그림 6의 체크리스트에 주어진 순

서 로 본인과 참가자의 행 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용성 평가의 오류를 방할 수 있다.

그림 7 동의서 조회  응답 화면

Fig. 7 Agreement document view

그림 8 설문지 조회  응답 화면

Fig. 8 Questionnaire view and response

⑤ 사용성 평가 설문 응답(사용성 평가 참가자) - 사용성 

평가에 직 으로 참여하는 사용성 평가 참가자는 사

용성 평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본 사용성 평가 시스

템 내의 다양한 문서에 순차 으로 근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련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7과 그

림 8은 동의서 조회  응답 화면과 설문지 조회  

응답 화면이다.

⑥ 결과 조회  분석(사용성 평가 책임자, 사용성 평가 

도우미) - 모집한 모든 참가자의 평가가 완료되면, 사

용성 평가 도우미와 사용성 평가 책임자는 결과를 조

회 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그림 9와 그림 10처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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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참가자 별 설문지 결과 조회

Fig. 9 Result of a subject

그림 10 설문지 모든 참가자 결과 조회

Fig. 10 All participants’ evaluation results

가자 개개인의 결과 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의 결과를 

참가자 기본 정보에 따라 통계 으로 조회도 가능하

다. 한 설문 응답 내용을 그림 11과 같이 엑셀로 변

환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다 쉽고 효율 으로 사용성 평가 로

그림 11 설문지 결과 엑셀 추출

Fig. 11 Excel file for usability test results

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웹 기반 사용성 평가 계획 수립 

 수행을 한 웹 기반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실

제 고속 합성음 사용성 평가에 활용한 를 보 다.

사용성 평가는 크게 사용성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진

행, 평가 결과 수집  분석의 차로 이루어진다. 본 

시스템은 사용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동의서, 설문지, 체

크리스트 등의 다양한 문서의 생성과 리, 사용성 평가 

참가자 리, 참가자가 동의서  다양한 사용성 평가 

과제를 수행한 이후 설문 응답 수행,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조회  분석의 기능을 웹 기반으로 지원한다. 이 

때, 사용성 평가 도우미는 비된 체크리스트를 웹 페이

지로 보면서 순차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

써, 사용성 평가 과정에 종종 발생하는 평가 오류를 

방할 수 있다. 웹 기반의 본 사용성 평가 로젝트 리 

 수행 시스템은 사용성 평가 참가자의 실제 제품 사

용 장소에서, 라우 를 이용하여 바로 수행할 수 있

다. 사용성 평가를 하여 인 으로 조성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사용성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사

용성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사용성 평가 시스템이 실제 사용성 평가에 사용 

될 경우, 문서 리에 요구되는 인력과 노력이 감소 할 

것이며, 설문 결과를 통계 분석할 때는, 더 은 비용으

로 효과 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결과 으로 본 시스

템은 사용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을  것

으로 상된다.

재까지는 사용성 평가 계획의 수립과 진행을 웹 기

반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는데 을 

두었다. 재 본 시스템이 지원하는 평가 결과에 한 

통계 처리는 개별 문항에 한 결과의 분석을 문항 별 

평균, 표  편차, 참가자 별 결과 조회, 참가자의 기본정

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향



314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 21 권 제 4 호(2015.4)

후, 본 시스템을 사용한 실제 사용성 평가 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통계 분석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웹기반으로 자동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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