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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이용자 인터페

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사 설문과 이용성 평가 

실험으로 구성된 이용성 조사를 실시하 다. 이용성 조사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종합하여 총 11개의 

학 강의지원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기 하여 주이용자인 학습자를 상으로 이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시스템의 기능별로 제시하고 직 으로 설계 원칙에 반 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goal is to develop the user interface design principles to improve the usability 

of university course management systems. To achieve the goal, a usability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and usability test. Eleven user interface design 

principles for university course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based on the usability 

stud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student opinions were incorporated directly 

into the user interface design principles of university cours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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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와 지식이 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 진

입하면서 사회 반의 업무 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가 드물 정도로 정보시스템

의 활용이 요시되고 있다. 학에서도 강의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온라인 강의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에 

비해 상 으로 폐쇄 인 시스템이다. 학에 

소속된 이용자들이 강의지원을 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고 소속기 에서 제공

하는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경우도 많다보니 시스템이 이용자의 편의

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상업용 정보시스템들은 이용자들을 유

치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만족시키기 해 

꾸 히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비

해 강의지원시스템들은 이런 노력에 소홀한 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성을 가진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구 을 

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시스템 설계에 반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을 두었다. 기존에 제시

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들은 보편 인 

시스템을 상으로 하므로, 강의지원시스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상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학 

강의지원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습

자이다. 학 강의지원시스템이란 웹을 기반으

로 강의자료, 온라인 강의, 토론, 퀴즈 등을 제

공하여 교수와 학생에게 강의를 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연구 상에서 강

의자를 제외하고 학습자로 한정한 이유는 학습

자는 강의자에 비해 상 으로 정보를 달 받

는 입장이므로 시스템의 활용도가 이용성에 크

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요구를 

악하기 해서는 이용자가 직  시스템에 

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용성 평가를 활용하

다. 강의지원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활용도, 

기능의 만족도 등을 측정한 연구가 많았지만 

이용자가 얼마나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이용성에 한 연구

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차로 진행

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반 으로 

제시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종합하

여 도출하 다. 둘째, 학 강의지원시스템에 

합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

기 해 각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한 황조사를 하 다. 셋째, 이용자 인터페이

스 설계 원칙에 반 되어야할 학 강의지원시

스템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기 해 이용성 평

가를 실시하 다. 넷째, 의 과정을 통하여 도

출된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학 강의지원

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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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대학 강의지원시스템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학에서 온라인 강

의 혹은 오 라인 강의의 보충  역할을 해 

운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강의지원시스

템(Course Management System)은 학습 리

시스템(Lecture Management System)으로 

불리기도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강의

지원시스템은 오 라인 강의의 시공간 인 한

계를 보완하고 강의와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  

수 있다(강명희, 이혜경, 2000). 

강의지원시스템은 학에서 자체 개발하거

나 외주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오

소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오 소스 시스템의 경우 해외는 비교  활발하

게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유율이 낮은 편이

다. 국내의 경우는 시스템 개발 문 업체와의 

력을 통해 각 학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다(엄우용, 

2008).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오 소스 

강의지원시스템은 Moodle로 214개국의 66,053

개 사이트가 운 되고 있다(Moodle, 2012). 

<표 1>은 황조사의 결과로 7개 학 강의

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2012년 3월 기 ). 황조사는 학생 수

가 5,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4년제 일반 종합

학 28개  7개를 무작 로 선정하여 진행하

다( 학정보공시센터, 2012).

2.2 이용성 평가

이용성은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의 기능 이용용이성이나 학습용이성

을 의미한다(Wilson, Landoni, & Gibb, 2002). 

Bevan(1997)은 이용성은 이용자가 업무 수행

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도움이 되

는 부분에 한 것이라고 정의하 다. Shackel 

(1991)은 이용성을 수용성(acceptability)의 하

기능 학 수

로그인, 강의별 공지사항, 강의 자료실, 과제제출, 수강 강의목록, 시스템 체 공지사항, 쪽지 7개

강의계획서, 강의자정보, 과거 강의 조회 기능, 온라인강의/화상강의, 토론실, 한 / 어 언어 환 지원, 

강의별 Q&A, 련 사이트 링크
6개

개인정보수정, 설문, 성  평가 황  결과확인, 시스템 Q&A, 시스템 이용가이드(매뉴얼), 퀴즈/시험 5개

강의별 수강생보기, 강의별 자유게시 , 체 개설 강의 목록, 학습 황 4개

공개 강의, 시스템 FAQ, 로젝트 게시 3개

강의시간표, 강의통계, 개인강의일정표(일, 월), 공개노트/블로그, 내 과목 리(수강, 청강 취소), 

메일, 사이트맵, 시스템 련 로그램 제공, 시스템 문의처( 화번호, 이메일), 청강신청, 시스템 설문, 

즐겨찾기

2개

교직원찾기, 규정/학칙, 도서 (강의자료/지정도서) 연결, 도서 (온라인 이용교육) 연결, 오류신고게시

, 용어사 , 원격지원, 작권보호게시 (복사 지), 작권침해신고센터, 조 편성 황, 참고사이트, 

커뮤니티 기능, 학사일정, 학생자료실

1개

<표 1> 국내 7개 학의 강의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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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로 보아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효과 으

로 이용할 가능성으로 정의하 다. 수용성이란 

이용자가 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효용(utility), 이용성(usability), 호감도(like- 

ability)와 비용(cost)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Nielson(1993)도 이용성을 시스템 수용성의 일

부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성을 학습 용

이성, 이용 효율성, 기억 용이성, 은 오류, 만

족감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성

은 다양한 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용어이므

로 학자별로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이용자의 이용 용이성을 추구한

다는 공통 을 지니고 있다. 

이용성 평가는 이러한 이용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방법이다. 박태성, 이윤희, 서지윤, 이지

(2004)은 이용성 평가 방법을 3가지로 분류

하 다. 첫 번째는 문가 심의 평가법으로 

문가 평가, 휴리스틱 평가, AHP(analytic hi- 

erarchy process), 상  비교평가, 인지  진

행평가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용자 심의 평

가로 이용성 평가 실험, 설문, 인터뷰, 포커스 그

룹 인터뷰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솔루션 심의 

평가로 카드 정렬 기법, 마우스 추  기법, 시선 

추  기법, 웹사이트 성능 평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이용자인 

학습자의 이용성 향상이 목 이므로 이용자 

심의 평가를 이용하 다. Nielson(1993)은 설

문이나 인터뷰는 이용자의 의견에 의존한 연구 

방법으로 시스템 자체를 분석하기는 힘들기 때

문에 간 인 이용성 평가 방법론이라고 언

하 다. 반면 이용성 평가 실험은 이용자가 직

 실험에 참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용자의 의견과 시스템 모

두를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성 평가 실험을 주 연구방법

으로 선정하 다. 이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기 

하여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thinking aloud) 

기법을 이용하 다.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 기법

은 실험 참여자가 평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떠오

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 하게 하는 질  

연구 방법(qualitative study)으로 참여자의 심

리 인 상태까지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이용자가 직  시스템을 이용해보면서 의

견을 제시하므로 이용자의 과거 기억에 의존할 

필요 없이 즉각 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다(Boren & Ramey, 2000).

2.3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학 강의지원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이용

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기 한 사

작업으로 일반 인 정보시스템에 용할 수 있

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조사하 다. 

Nielson(1993)과 Shneiderman(1992), Johnson 

(2008)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참고문헌을 참

고하여 267개의 원칙을 조사하 고, 복되는 

원칙을 정리하기 하여 2건 이상의 참고문헌

에서 언 되는 원칙만 선별하여 20가지 원칙으

로 분류하여 종합하 다. <표 2>에서는 20가지 

원칙 분류를 참고문헌에 언 된 빈도가 높은 순

서 로 설명하 다. 

2.4 선행연구

강의지원시스템에 한 연구는 시스템의 활

용도 분석 연구와 강의지원시스템의 기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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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칙 원칙 설명 참고문헌

이용자의 실수에 

응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 이용자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을 고려

해야 한다. 이용자의 실수를 방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Constantine(1995), 

Hix와 Hartson(1993), IBM(2005), ISO 9241 

(1998), Mandel(1997), Mayhew(1991), Nielson 

(1993), Norman(1986), Polson과 Lewis(1990), 

Ravden과 Johnson(1989), Shneiderman(1992), 

Tognazzini(2003)

일 성을 지닌 설계

시스템이 일 인 표 을 사용하고, 일 으로 

작동하여 이용자가 일 인 결과를 기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Constantine(1995), 

Hix와 Hartson(1993), IBM(2005), Mandel 

(1997), Mayhew(1991), Nielson(1993), Norman 

(1986), Ravden과 Johnson(1989), Shneiderman 

(1992), Talin(1998), Tognazzini(2003)

직 인 기능 제시로 

이용자의 단기 기억 부

담을 이는 설계

시스템에서 원하는 기능이 한 에 드러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해 여러 단계를 기억해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Constantine(1995), 

Hix와 Hartson(1993), IBM(2005), Mandel 

(1997), Mayhew(1991), Nielson(1993), Norman 

(1986), Polson과 Lewis(1990), Talin(1998)

시스템 상태에 한 정

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설계

시스템의 상태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시스템이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이라면 

작업 이라는 것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pple(2005), Constantine(1995), Hix와 Hartson 

(1993), IBM(2005), Johnson(2008), Mayhew 

(1991), Nielson(1993), Ravden과 Johnson(1989), 

Shneiderman(1992), Talin(1998)

실생활 행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쪽지나 메일같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행

동 양식을 차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이나 동작 방식

을 이용자가 유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Hix와 Hartson(1993), 

ISO 9241(1998), Johnson(2008), Mayhew(1991), 

Nielson(1993), Norman(1986)

이용자의 의도 로 

제어 가능한 설계

이용자가 의도한 로 시스템을 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Hix와 Hartson(1993), 

ISO 9241(1998), Mayhew(1991), Ravden과 

Johnson(1989), Shneiderman(1992), Tognazzini 

(2003)

도움말을 제공하는 설계
시스템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한 도움말

을 제공해야 한다.

Cato(2001), Hix와 Hartson(1993), Mandel 

(1997), Nielson(1993), Ravden과 Johnson(1989), 

Talin(1998)

다양한 이용 수 을 가진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

이용자가 시스템에 숙련된 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이런 숙련 수 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IBM(2005), Mayhew(1991), Nielson 

(1993), Shneiderman(1992), Talin(1998)

이용자의 시스템 

학습이 용이한 설계

이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SO 9241(1998), Johnson(2008), Mayhew(1991), 

Tognazzini(2003)

개인화가 가능한 설계
화면의 배치나 폰트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Hix와 Hartson(1993), ISO 9241(1998), Johnson 

(2008), Mandel(1997)

기능을 진 으로 

제공하는 설계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이용자가 기능이 필요할 때 단계별로 제공을 

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Apple(2005), Cato(2001), Johnson(2008), 

Mandel(1997)

시각 으로 명료하고 

간결한 설계

화면의 구성이 정보나 기능이 명확하고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Hix와 Hartson(1993), Mandel(1997), 

Nielson(1993)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자

의 과업을 고려한 설계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목 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Hix와 Hartson(1993), IBM(2005), 

Johnson(2008)

<표 2> 20가지로 분류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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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스템 활

용도 분석 연구는 주로 웹서버의 로그 일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organ(2003)은 Uni- 

versity of Wisconsin System 교수자의 강의지

원시스템 이용 황에 해 조사하 다. 강의지

원시스템의 활용도와 성과를 알아보기 하여 

140명의 교수자와 교직원을 상으로 인터뷰를 

하 고, 720명의 교수자와 교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학 내 6개 기  이용

자의 시스템 이용 로그분석도 실시하 다. 엄우

용(2008)은 K 학교 교수자 1,274명과 3,483개

의 강의를 상으로 하여 서버에 장된 로그

일을 분석하여 교수자  학문 역에 따른 활용

도를 측정하 다. 김경우(2009)는 수도권 3개 

학의 웹서버에 장된 로그 일을 이용하여 

교수자  계열별 강좌의 활용빈도  백분율을 

조사하 다. 엄우용(2008)과 김경우(2009)의 

경우는 로그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이라 이용자

의 의견을 직 으로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

다. 반면 Morgan(2003)의 연구는 로그분석 외

에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기 때문에 

상 으로 다각 인 분석이 가능하 고 이용

자의 을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

강의지원시스템의 활용도 연구 못지않게 강

의지원시스템의 기능 인 측면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강명희와 이혜경(2000)은 

국내외 16개의 가상교육 운 시스템을 조사하

여 제공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조사

하 다. 운 시스템들이 운 자 심으로 개발

된 것을 지 하며 학습자, 교수자, 운 자를 모

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

하 다. 심미자와 김종민(2009)은 강의지원시

설계 원칙 원칙 설명 참고문헌

이용자 과업의 진행 상

황이나 차를 보여주

는 설계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기능이나 작업의 진행 

상황이나 진행 차를 보여주어 이용자가 어느 

단계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IBM(2005), ISO 9241(1998), 

Mandel(1997)

이용성 평가를 용한 

설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성 평가를 용하여 시스

템을 개선해야 한다.

Hix와 Hartson(1993), Johnson(2008), Talin 

(1998)

모드를 히 

사용하는 설계

시스템의 불필요한 모드 사용을 최소화하여 이용

자가 모드 오류를 경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용자에게 한 가지 모드만을 강요하지 말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모드로 변경하여 이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Apple(2005), Hix와 Hartson(1993), Mandel 

(1997)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안을 최소화하는 설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안이 무 많지 않도록 

선택의 수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Norman(1986), Polson과 Lewis 

(1990)

시스템의 네비게이션이 

용이한 설계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할 때 기능이나 메뉴 간의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Cato(2001), Mandel(1997), Tognazzini(2003)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ato(2001), Hix와 Hartson(1993), Talin(1998)

시각 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설계

시스템의 시각  디자인이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수 있어야 한다.
Apple(2005), Tali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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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강의실 메뉴 기능이 학습동기  상호작

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B원격 학 교

수자 50명, 학습자 12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t-test를 통하여 교수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학습 동기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강의실 

메뉴 기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Malikowski, Thompson, Theis(2007)의 

연구는 이러한 기능 주의 연구에서 탈피하고

자 하 다. 강의지원시스템에서 사람들이 학습

하는 과정에 한 연구보다 강의지원시스템의 

기술 인 기능에 한 연구에만 이 맞춰져

있는 실태를 지 하고, 학습 과정과 기술 인 

기능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 다. 

강의지원시스템 기능의 활용성과 이용자의 

학습 효과를 모두 높이기 해서 이용자를 고

려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한 연구들도 있었다. 

손경아와 우 희(2010)는 교수자 7명과 학습

자 137명을 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원

격교육기   이러닝 기 의 강의지원시스템

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에 한 강의자나 학습자의 요

구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자의 입

장에서 기능이 개발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강의지원시스템에 이용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

되지 않는 상황을 지 하고 있다. 윤종욱과 

여정모(2009)는 교․강사를 한 강의지원시

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교수자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강의지원시스템을 구

하여 제시하 다. 정승백과 정승 (2011)의 연

구도 교․강사를 한 강의지원시스템을 직  

설계하고 구 한 것이었다. 두 연구는 모두 학

습자보다는 강의자 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의지원시스템에 한 연구는 시스템이 가

진 기능의 활용도를 분석하거나 기능의 유용성

을 평가하는 연구가 부분이다. 이런 연구들은 

시스템 자체에 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

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 측면은 고

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 측면을 분석

한 연구들도 기구축된 강의지원시스템들이 학

습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강의

지원시스템과 학습자를 모두 고려한 이용자 인

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고자 하 다. 

3. 이용성 조사

이용성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이용하

여 사 설문을 실시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용성 평가 실험으로 여러 학에서 실제 운 되

고 있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기능을 참여자

가 직  이용하고 비교해보도록 하여 학습자가 

생각하는 이용성 문제와 이용 편리성,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기 해서 실시하 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참여자로 선정한 이용자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습자인 학부생과 

학원생이다. 연구에 이용된 시스템은 국내에

서 운 되고 있는 학 강의지원시스템만을 

상으로 하 다. 황조사에 이용된 7개 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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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제공하는 기능(<표 3> 참조)이 많은 순

서로 6개 학 시스템을 선정하여 이용성 조사

에 이용하 다. G시스템을 연구 상에서 제외

한 이유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제공하는 기능의 

수가 무 어 이용성 조사에 이용하기 힘들었

고, G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15개의 기능은 

다른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었

기 때문이다.

학 A B C D E F G

기능 수 34 32 31 27 27 24 15

<표 3> 시스템별 제공하는 기능 수

연구 참여자는 총 20명으로 구성은 <표 4>와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10명으

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참여자의 학년은 학부 2

학년부터 석사 5학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1개의 학 강의지원시스템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만 참여자로 선정하기 하여 석사

과정 참여자는 학부와 학원이 같은 학교 출

신인 학생만 선정하 다. 참여자의 공도 인문

계열부터 공학계열까지 골고루 분포하여 특정 

공의 특성에만 편 될 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 다. 이용성 조사는 2012년 3월 20일부

터 4월 6일까지 면 면으로 진행이 되었다. 

참여자의 시스템 이용년수는 <그림 1>과 같

이 분포되었다. 3년에서 4년 이용한 참여자가 

체의 55%를 차지하 고 모든 참여자가 2년 

번호 일자 성별 학교 공 학년

참여자1 3월20일 남 E 학교 기계공학 3학년

참여자2 3월20일 여 D 학교 사학 / 법학 문 학원 석사1학기

참여자3 3월22일 남 C 학교 경 학 4학년

참여자4 3월22일 남 A 학교 노어노문학 3학년

참여자5 3월22일 남 A 학교 노어노문학 / 정치외교학 4학년

참여자6 3월25일 여 D 학교 보건 리학 2학년

참여자7 3월26일 여 B 학교 지리교육학 3학년

참여자8 3월27일 여 D 학교 식품공학 4학년

참여자9 3월28일 여 D 학교 식품공학 4학년

참여자10 3월29일 여 C 학교 법학 4학년

참여자11 3월29일 여 E 학교 국문화학 / 정치외교학 4학년

참여자12 3월30일 여 B 학교 불어불문학 4학년

참여자13 3월30일 여 E 학교 법학 4학년

참여자14 3월31일 남 E 학교 신문방송학 4학년

참여자15 4월3일 여 B 학교 심리학 / 심리학 석사과정 석사5학기

참여자16 4월3일 남 B 학교 행정학 4학년

참여자17 4월3일 남 A 학교 심리학 / 법학 문 학원 석사5학기

참여자18 4월4일 남 C 학교 사학 3학년

참여자19 4월5일 남 A 학교 물리학 2학년

참여자20 4월6일 남 C 학교 사학 2학년

<표 4> 실험 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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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용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험을 진

행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참여자의 학기당 시스

템 이용강의 수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반 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한 학기에 많은 강의

를 이용하는 참여자부터 은 강의를 이용하는 

참여자까지 다양하게 표집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참여자의 시스템 이용년수

<그림 2> 학기당 시스템 이용 강의 수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컴퓨터를 제공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자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기 하여 참

여자의 생각에 반 이 될 수 있는 요소에 일  

개입하지 않았다. 평가 상인 각 학의 강의

지원시스템은 이용성 평가 기간 동안 변동사항

이 없었다. 

3.2 사전설문

3.2.1 사 설문 차  결과

사 설문은 앞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별된 

총 20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이

용자 입장에서 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 입장에서 용되는 원칙인 ‘이용성 평가

를 용한 설계’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19개의 

일반 인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설문

의 항목으로 이용하 다. 함축된 표 으로 제시

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의 의미는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서술형 문장으

로 풀어서 항목을 작성하 다. 사 설문은 면

면 설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인 설명을 

통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지

의 문항은 Likert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

었고, 5 은 ‘매우 요하다’, 1 은 ‘  요

하지 않다’를 의미하도록 설정되었다.

20명의 참여자가 참여한 사 설문의 5  척

도 평균과 표 편차는 다음 <표 5>와 같다. 반

으로 많은 문헌에서 언 된 설계 원칙의 사

설문 수가 높은 편이었다. 참여자가 가장 요

하게 생각하는 설계원칙은 4.65 을 받은 ‘직

인 기능 제시로 이용자의 단기 기억 부담을 

이는 설계’ 다. 반면에 가장 요하지 않다고 

측정된 설계원칙은 2.25 을 받은 ‘개인화가 가

능한 설계’ 다. 19개 항목들의 평균은 3.731579

로 체 19개 항목  10개의 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수를 받았다. 3 보다 낮은 수를 받은 

항목은 3개에 불과하 다. 19개 항목이 모두 일

반 인 정보시스템에서 권장되는 이용자 인터

페이스 설계원칙이므로 반 으로 3  이상의 



132  정보 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2

항목 평균 표 편차

직 인 기능 제시로 이용자의 단기 기억 부담을 이는 설계 4.65 0.476

이용자의 시스템 학습이 용이한 설계 4.4 0.583

시각 으로 명료하고 간결한 설계 4.35 0.653

이용자의 실수에 응할 수 있는 설계 4.3 0.64

시스템 상태에 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설계 4.3 0.714

일 성을 지닌 설계 4.2 0.678

시스템의 네비게이션이 용이한 설계 4.2 0.678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자의 과업을 고려한 설계 4.15 0.852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설계 3.95 0.92

도움말을 제공하는 설계 3.85 0.572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안을 최소화하는 설계 3.65 0.792

실생활 행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3.55 0.739

이용자의 의도 로 제어 가능한 설계 3.5 1.024

다양한 이용 수 을 가진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 3.5 0.806

이용자 과업의 진행 상황이나 차를 보여주는 설계 3.45 0.739

시각 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설계 3.3 0.953

모드를 히 사용하는 설계 2.75 0.829

기능을 진 으로 제공하는 설계 2.6 0.86

개인화가 가능한 설계 2.25 0.887

총합 3.732 0.294

<표 5> 사 설문 결과

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3 이용성 평가 실험

3.3.1 이용성 평가 실험 차

이용성 평가 실험은 1명의 참여자가 3개의 

학 강의지원시스템에서 각각 16개의 실험 과

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6개의 실

험 과제는 앞서 제시된 7개의 시스템에서 제공

하고 있는 53개의 기능 <표 1> 에서 선별하

다. 5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공통 으로 제공하

고 있는 기능은 총 21개 는데 이  16개 기능

은 이용성 평가 실험에 이용되었다. 나머지 5개

의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기능 간의 비교

가 어려워 실험에 합하지 않다고 단되어 제

외되었다.

이용성 평가 실험에서 같은 실험 과제를 3개

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한 이유는 참여

자에게 익숙한 시스템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을 동시에 이용하게 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최

한 얻기 함이다. 2명을 상으로 실시한 비

조사에서 참여자가 익숙한 시스템으로만 실험 

과제를 수행하게 하 더니 평균 14.5개의 의견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3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평균 53.3개의 의견이 도출되어 비조사보다 

3배 이상의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에 이용된 강의지원시스템은 총 6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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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이다. 참여자가 이용성 평가 실

험에 이용한 시스템은 <표 6>과 같다. A, B, C, 

D, E 시스템은 학이 외주 업체와의 력을 

통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고, F 시스템은 오

소스 시스템인 Moodle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특

징이 있다. A와 F 시스템은 참여자 20명 모두 

이용하게 하여 자체 개발 시스템과 오 소스 시

스템을 직 으로 비교할 수 있게 실험을 설계

하 다. A 시스템을 자체 개발 시스템의 표로 

선정한 이유는 A, B, C, D, E 시스템 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A와 

F시스템 외에 추가 으로 나머지 B, C, D, E 

시스템도 참여자 20명  각각 5명씩 골고루 이

용하도록 배치하여 총 6개의 시스템이 실험에 

모두 이용되도록 설계하 다. 모든 참여자가 1

개의 익숙한 시스템(참여자 소속 학 시스템)

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2개를 동시에 이용하

도록 이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think- 

ing aloud) 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성 평가 실험

을 진행하 다. 실험과정은 녹음하여 기록하

다. 참여자의 의견은 이용자의 요구, 이용성 문

제, 이용 편리성으로 분류하여 코드북을 작성하

다.

3.3.2 이용성 평가 실험 결과

이용성 평가 실험은 참여자 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용성 평가 실험 결과

로 얻어진 참여자의 의견은 <표 7>과 같이 이용

자의 요구, 이용성 문제, 이용 편리성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 다. 이용성 문제(usability probl- 

em)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의

미한다. 이용 편리성(usefulness)은 이용성 문

제와 반 로 시스템을 이용할 때 편리한 을 

의미한다. 이용성 문제와 이용 편리성에 해당하

지 않는 이용자의 의견  강의지원시스템에 

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용자의 요구

로 분류하 다. 이용자의 요구는 실험 과제별로 

분류하고, 이용성 문제와 이용 편리성은 실험 

과제별, 시스템별로 분류하여 코드북을 작성하

다. 이용성 평가 실험으로 도출된 참여자의 

의견은 복되는 의견을 제외하고 총 303건으

로 집계되었다. 참여자는 1인당 평균 53.3건의 

의견을 제시하 다.

참여자 시스템 참여자 시스템

참여자1 E A F 참여자11 E A F

참여자2 D A F 참여자12 B A F

참여자3 C A F 참여자13 E A F

참여자4 C A F 참여자14 E A F

참여자5 D A F 참여자15 B A F

참여자6 D A F 참여자16 B A F

참여자7 B A F 참여자17 E A F

참여자8 D A F 참여자18 C A F

참여자9 D A F 참여자19 B A F

참여자10 C A F 참여자20 C A F

<표 6> 참여자가 실험에 이용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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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의견( 복 제외)

이용자의 요구 이용성 문제 이용 편리성

33건 152건 118건

총 303건

   <표 7> 이용성 평가 실험으로 도출된 

참여자의 의견 수

<그림 3>은 참여자 20명이 모두 이용해본 A

시스템과 F시스템을 비교해본 결과로 이용 편

리성은 A시스템이 39건으로 F시스템의 34건

보다 많았다. 이용성 문제의 경우 F시스템이 

48건으로 A시스템보다 16건 많게 언 되었다.

  <그림 3> A시스템과 F시스템의 참여자 

의견 비교

16가지 실험 과제를 통하여 얻어진 이용자의 

주요 의견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실험 과제 이용자의 요구 이용성 문제 이용 편리성

로그인
기능 이용을 한 동작 단계 축

소 필요함

아이디와 비 번호 입력을 해 

로그인 버튼을 한 번 더 러야 

해서 불편함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서 

편리함

강의실 이동
메뉴 기능이 에 잘 띄도록 항

목 수 조  필요함

강의실로 이동하기 한 동작 

단계가 많아서 불편함

좌측 메뉴 바와 같이 잘 보이는 

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강의실로 이동하여 편리함

강의별 공지사항

새 공지사항이나  등을 강의

실 메인 페이지에서 알려 주는 

것 선호함

상단이나 좌측의 메뉴 바 같이 

흔히 기 하는 치에 기능이 

배치되지 않아서 이용하기 불

편함

상단이나 좌측의 메뉴 바 항목

에 기능이 치하여 찾기 쉬움

강의 자료실
강의 자료는 간편하게 빨리 받

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함

메뉴의 이름만 보고 강의 자료

를 제공하는 메뉴라는 것을 알

기 어려움

강의 자료를 받을 때 목록의 아

이콘이나 자료명을 클릭하면 바

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편리함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를 다운로드하지 않

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함

강의계획서를 다운로드해야만 

볼 수 있어서 불편함

강의계획서가 좌측 메뉴 바에 

치해서 찾기 편리함

강의자 정보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자 

정보는 e-mail이나 연구실 치 

등이므로 이런 사항은 꼭 포함

되어야 함

강의자 정보가 무 부족함 강의자 정보가 상세해서 좋음

쓰기
보편 인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

을 선호함

을 쓸 때 제공하는 많은 기능

에 한 설명 없이 아이콘만 

있어서 어떤 기능인지 알기 어

려움

을 쓸 때 필수 입력사항을 알

려줘서 편리함

<표 8> 실험 과제별 이용자의 주요 의견



 학 강의지원시스템 이용성 향상을 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개발  135

이용성 평가 실험 분석 결과 이용자의 요구와 

가장 한 련이 있는 설계 원칙은 ‘직

인 기능 제시로 이용자의 단기 기억 부담을 

이는 설계’ 다. <표 9>의 해당 의견 수는 각 설

계원칙과 연 되는 의견의 수를 나타낸다. 사

설문 순 는 이용성 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사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Likert 5  척도의 평

균 수가 높은 순서 로 책정된 순 로 <표 5>

의 순 와 동일하다. 이용성 평가 실험 결과에

는 사 설문의 상  순  10개의 원칙과 12 에 

해당하는 원칙이 포함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 설문에서 요하다고 생각한 설계 원칙이 

이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언 되었음

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된 사

설문과 이용성 평가 실험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므로 평가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실험 과제 이용자의 요구 이용성 문제 이용 편리성

일 첨부
보편 인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

을 선호함

일 첨부가 1개 일만 가능하

거나 여러 일을 첨부할 수 있

다는 정보가 없어서 불편함

일 첨부를 여러 개 할 수 있다

는 것을 시각 으로 보여줘서 

편리함

시스템 공지사항
원하는 공지사항만 골라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함

체 공지사항을 목록 형태로 

보여주지 않고 1개의 공지사항

만 제목과 내용까지 표시되어 

불편함

체 공지사항이 목록 형태로 

제공이 되고 원하는 제목을 클

릭하면 팝업 창으로 내용이 표

시되어 편리함

웹페이지 언어 환
보편 인 사이트처럼 상단 배치

를 선호함

어강의에 들어간다고 자동으

로 모든 메뉴가 어로 바 는 

것은 불편함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언어 환

이 되어 편리함

강의실 간 이동

강의실로 이동하기 해 수행해

야하는 동작 단계가 은 방식

을 선호함

강의실을 이동하려면 나의 강의

실이나 메인 페이지로 나가서 

다른 강의실로 이동해야 해서 

불편함

강의실 내 어떤 페이지에서도 

다른 강의실로 이동할 수 있게 

좌측이나 상단 메뉴 바에 강의

실이동 드롭다운 메뉴를 제공하

여 편리함

련 사이트 링크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

트만 선별하여 연결해주는 방식 

선호함

메인 페이지에서만 련 사이트

를 연결해주는 것이 불편함

일반 으로 기 한 치에 있고, 

련 사이트, 홈페이지 링크와 

같은 표시를 해줘서 찾기 편리함

시스템 이용가이드
웹페이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

는 방식 선호함

일을 통째로 다운받아야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불

편함

도움말이 기능이나 이용 상자 

별로 분류가 되어있고 검색 기

능도 제공해서 편리함

시스템 이용문의
어느 페이지를 이용하더라도 찾

기 쉽게 배치해야 함

강의실을 이용하는 에는 Q&A

를 찾을 수 없고 다른 메뉴를 

거쳐야 해서 불편함

어느 페이지에 있더라도 상단에 

Q&A가 치해서 이용하기 편

리함

쪽지/메일

(강의자 상/ 

학습자 상)

최소한 강의자의 e-mail은 공개

되어야 함/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쪽지나 메일 기능을 찾기가 어

려움/

체 수강생을 조회할 수 없거

나, 조회 할 수 있더라도 바로 

쪽지를 보낼 수 없어 불편함

강의자 이름을 클릭해서 바로 

쪽지나 메일을 보낼 수 있어서 

편리함/

체 수강생을 조회하여 바로 

쪽지를 보낼 수 있어서 편리함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

어야 함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메뉴를 찾

기 어려움

보편 인 치인 이름이나 아이

디 에 회원정보 수정 항목이 

있어서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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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 설문 순 해당 의견 수 의견 수 순

직 인 기능 제시로 이용자의 단기 기억 부담을 이는 설계 1 69건 1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자의 과업을 고려한 설계 8 52건 2

시스템의 네비게이션이 용이한 설계 6 38건 3

시각 으로 명료한 설계 3 34건 4

이용자의 시스템 학습이 용이한 설계 2 13건 5

도움말을 제공하는 설계 10 10건 6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설계 9 9건 7

일 성을 지닌 설계 6 8건 8

이용자의 실수에 응할 수 있는 설계 4 4건 9

시스템 상태에 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설계 4 3건 10

실생활 행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12 3건 10

<표 9> 이용성 평가 실험 종합 결과

4. 대학 강의지원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개발

본 연구에서는 사 설문과 이용성 평가 실험

을 통하여 얻어진 이용자의 요구, 이용성 문제, 

이용 편리성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표 10>과 같

은 학 강의지원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

계 원칙을 개발하 다. 주요 용 가능한 기능

을 요약 나열한 것은 해당 기능을 학습자가 이

용할 때 제시된 이용자의 의견이 많았다는 을 

강조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함이다. 

4.1 직관성

‘직 성’은 이용성 평가 실험 결과에서 다른 

설계 원칙과는 달리 모든 기능에서 골고루 언

된 만큼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설계 원칙이다. 쪽지/메

일 기능의 경우 기능이 직 으로 제시되지 않

아 학습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므로 화면의 상단이나 메인 메뉴 바에 

기능을 배치하여 학습자가 쉽게 기능을 발견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는 동작만으로 바로 쪽지나 메일

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강의별 공지사항은 학습자가 강의

실에 속을 하면 바로 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 되는 것이 좋다. 학습자가 직

 공지사항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공지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시

스템이다. 강의 자료실과 강의계획서 기능에서 

가장 요한 은 학습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강의 자료실을 이

용하는 주목 은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강

의계획서는 어느 메뉴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학습자가 원

하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요한 기능을 찾

기 쉽게 배치한 시스템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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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칙 설명 주요 용 가능한 기능

직 성
학습자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쪽지/메일

강의별 공지사항

강의 자료실과 강의계획서

합성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과업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야 함

강의자 정보

쪽지/메일

쓰기  일 첨부

네비게이션
학습자가 시스템의 여러 메뉴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함

강의실 간 이동

강의 자료실과 강의계획서

시스템 이용가이드

가시성
학습자가 메뉴나 기능을 시각 으로 잘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로그인

강의별 공지사항

수강 강의목록

학습용이성
학습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웹페이지 언어 환

개인정보 수정

시스템 이용가이드

도움말
학습자가 시스템에 해 궁 한 부분을 해결해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련사이트 링크

강의 자료실과 강의계획서

쓰기  일 첨부

알림
시스템이 학습자에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때 학습자가 확인하기 쉽도

록 설계되어야 함

시스템 공지사항

쪽지/메일

시스템 이용문의

일 성
시스템의 작동 방법이나 표  등이 일 성을 지녀 학습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웹페이지 언어 환

시스템 이용가이드

쪽지/메일

용성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학습자를 도와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로그인

강의 자료실  강의계획서

쓰기  일 첨부

시스템피드백
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

여 학습자가 필요한 동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로그인

강의 자료실과 강의계획서

실생활 행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나 언어 표 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함
쓰기  일 첨부

<표 10>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거나 화면에서 발견하기 힘든 기능은 이용률도 

떨어지고 학습자의 불편도 가 되므로 기능을 

직 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 해야 한다. 

4.2 적합성

학습자들은 강의자 정보가 상세한 것을 선호

한다. 강의자나 직원이 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락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시스템에서 일 으로 강의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강의자

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메일 주소, 연구실 치나 화번호 등

은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한다. 쪽지/메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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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의 명단을 제공하여 

학습에 필요한 연락을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학습자가 수강하는 강의의 강의자에게

도 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쓰기  일 첨부 기능에서는 복

잡하고 많은 기능보다 ‘ 씨 크기 조 ’이나 ‘문

단 정렬’ 같은 쓰기 자체와 련된 간소하고 

단순한 기능만 원했다. 이처럼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과업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설계가 

요구된다. 

4.3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학습자가 시스템의 여러 메

뉴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습자가 강의실에 속해 있

을 때 어느 메뉴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과

목의 강의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강의실 나가

기 버튼을 러서 메인 페이지로 나가야 다른 

강의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다. 메뉴의 계층 구조가 

여러 단계로 되어있는 경우는 상단에 네비게이

션 바에 재 이용자가 속한 계층을 표시해주

면 이용자의 네비게이션에 도움이 된다. 강의 

자료실의 경우는 네비게이션의 단계를 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강의 자료를 다운로

드 받기 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은 것을 

선호하 다. 그러므로 강의 자료실은 일반 게시

 형태로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자

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보다는 제목

이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 한 번에 여러 자료를 동시에 다운받

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강의계획

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따로 다운로드받지 않

더라도 웹페이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형태

로 설계되어야 한다. 시스템 이용가이드(도움말

/매뉴얼)의 경우는 이용자가 어떤 메뉴를 이용

하고 있더라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기능을 이용하는 도 에 언제든지 도

움말이나 매뉴얼을 이용하고 원래 이용하던 기

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런 경우 도움말이나 매뉴얼은 새 팝업창으로 제

공되어야 본래 기능 이용에 지장이 없다. 이처

럼 메뉴나 기능 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시스

템을 설계해야 한다.

4.4 가시성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학습자가 메뉴나 기

능을 쉽게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로그인 화면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로그인 창이 화면의 구석에 치하거나 

색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 강의지원시스템

은 폐쇄 인 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하지 않으

면 다른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

분이다. 그러므로 로그인 창은 되도록 화면의 

앙부에 크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제일 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강의별 

공지사항 기능은 이용자가 못보고 지나치지 않

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강의별 공지사항은 메뉴

에서 가장 상단에 배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발견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공지사항 메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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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에 띄는 색상이나 자 크기를 키워서 

에 띄게 하는 방법도 있다. 수강 강의목록 기

능은 강의명이나 강의실 이동 버튼이 명확히 드

러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부 시스템은 강의

명을 클릭해야 강의실로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었는데 자 크기가 무 작아서 이용자

들이 클릭하기 힘들었다. 이런 경우 자를 클

릭하는 방식보다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설

계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자나 기능, 메뉴 등

을 시각 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명확히 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4.5 학습용이성

‘학습용이성’은 이용자가 별다른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처음 하는 시스템의 이용 방

법을 학습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웹페

이지 언어 환(한 / 어) 기능의 경우 다른 

웹페이지들처럼 상단에 메뉴를 배치하면 이용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부

분 우측 상단에서 버튼을 찾으려고 하 다. 일

부 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정 기능이 좌측 메뉴 

바의 최하단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학습자들은 

모두 메뉴 바 상단에 치한 로그인한 아이디

나 이름 에서 기능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다른 시스템들을 이용하면서 학습

되어 있는 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지원시스

템도 다른 웹페이지들과 같이 메뉴 바 상단에 

치한 로그인한 아이디나 이름 에 개인정보 

수정 기능을 배치하여 학습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부 시스템의 시스템 

이용가이드(도움말/매뉴얼)은 학습자들이 이

용을 하기 해서 이용가이드의 매뉴얼을 따로 

찾아 야 할 정도로 기능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 강의지원

시스템은 어떤 이용수 을 가진 학습자라도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6 도움말

‘도움말’은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에 

발생한 궁 증이나 의문을 풀어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기 해 필요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도

움말은 이용가이드 같이 문서 형태의 도움말과 

기능 에 제공되는 간단한 부연설명 등을 모

두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일부 시스템의 

련사이트 링크 기능은 ‘ 련사이트 링크’라는 

부연설명 없이 드롭다운 메뉴형식으로 제공되

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시스템의 강의 자료실

도 부연설명 없이 강의 자료를 아이콘으로만 표

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부분의 강의지원

시스템에서 쓰기  일 첨부 기능을 이용

하여 을 올리려고 하면 텍스트박스 상단의 메

뉴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들

이 아이콘으로만 존재하고 기능에 한 부연설

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들

이 기능의 용도를 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이용자를 해서 아이콘이나 버튼 같

이 자로 제공되지 않는 메뉴는 기능을 나타내

는 부연설명이나 도움말을 배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기능을 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7 알림

‘알림’은 학 강의지원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용자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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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

스템 공지사항의 경우 학습자가 자발 으로 찾

아보는 경우보다 시스템에서 학습자에게 강제

으로 보여줘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므로 시스템 공지사항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경우 색상의 변화나 아이콘 추가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한 

일부 강의지원시스템은 쪽지나 메일이 수신되

더라도 학습자에게 극 으로 알리지 않아 학

습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쪽지나 메일

이 수신되는 경우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

도로 알려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강의지원

시스템은 시스템 이용문의에 을 을 때 화

번호를 남기면 답변 이 달릴 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서

비스가 학습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게 알

림이 필요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

도록 설계되는 것이 요하다.

4.8 일관성

‘일 성’은 시스템이 항상 일 으로 동작하

고 일 인 언어 표 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언어 환 기능을 이용

하여 한 을 어로 환해도 일부 메뉴는 완

히 환되지 않는 문제를 보이기도 했다. 웹페

이지 언어 환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 기능을 이

용했을 때 모든 메뉴가 일 되게 환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한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내용

의 시스템 이용가이드를 서로 다른 이름을 가

진 2개의 게시 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

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한 쪽지 기능이 

‘소식’, ‘쪽지’, ‘메세지’와 같이 여러 명칭으로 이

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기능에 한 명

칭은 최소한 같은 시스템 내에서는 하나의 명칭

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4.9 관용성

학 강의지원시스템에는 이용자의 실수에 

응할 수 있는 설계가 꼭 필요하다. 로그인 기

능은 이용자가 아이디나 비 번호를 잘못 입력

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잘못 입력 는지를 알려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고만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존재하 는데 

이런 경우 이용자는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

하게 되었다. 일부 시스템의 강의 자료실에서는 

수업자료 일의 이름이 문이 아니라 한 인 

경우 업로드 된 일이 깨지는 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한  일을 이용할 수 있게 개

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피한 경

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로 된 일명을 

문 일명으로 바꾸어주도록 설계하여 이용

자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이상 이다. 쓰기 

 일 첨부 기능에서는 이용자가 필수 으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10 시스템피드백

이용자는 시스템의 상태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 강의지원시스템

은 재 시스템의 동작 상태나 작업 인 내용

에 하여 이용자에게 즉각 으로 보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로그인 기능에서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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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로그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설계되어

야 한다. 를 들면 서버의 혼잡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

는 이라는 표시를 화면에 출력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이용자가 동일한 작업을 여

러 번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강의 자료

실이나 강의계획서 기능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도 시스템이 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

려주도록 설계해야 한다.

4.11 실생활관행

이용자는 정보시스템에서도 실생활에서 이

용하는 것과 동일한 동작 방식과 언어 표 을 

기 한다. 그러므로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설

계할 때에도 학습자의 실생활 행을 고려하여

야 한다. 학 강의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쓰기  일 첨부 기능의 경우 보편 으로 쓰

이고 있는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과 일상 으로 쓰는 언어 표

을 이용하여 설계되어 있으면 학습자가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정보시스템의 이용 목 이 다르면 정보시스

템 이용자의 이용 행태도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정보시스템이 되기 해서는 이에 합한 이용

자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학

습자의 이용성 향상을 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 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개발자나 리자

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구

축되어야 한다. 학 강의지원시스템은 다른 정

보시스템과 달리 학에 소속된 구성원은 반드

시 이용을 해야만 하는 약간의 강제성을 지닌 

정보시스템이므로 시스템의 이용 만족도보다는 

시스템의 유지와 보수가 편리한 쪽으로 운 을 

할 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 강의지원

시스템은 직 성, 합성, 네비게이션, 가시성, 

학습용이성, 도움말, 알림, 일 성, 용성, 시

스템피드백, 실생활 행과 같은 이용자 인터페

이스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11가지의 학 강의

지원시스템 설계 원칙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용하여야 한다. 제시한 11가지의 원칙은 시스

템 반에 용할 수 있는 설계 원칙이기도 하

지만 각 기능별로 요도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 별로 제시된 이용자의 의견

을 반 하여 각 설계 원칙 별로 주요 용 가능 

기능을 제시하여 설계 원칙 용에 도움을 주

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

칙들이 일반 인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특성을 세

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학에서 운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지원

시스템이라는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하

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 다. 

이를 하여 학 강의지원시스템의 주이용자

인 학습자를 상으로 이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시스템의 기능 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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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었고 직 으로 설계 원칙에 반 할 

수 있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학 강의지원시

스템을 설계한다면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우수

한 정보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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