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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의 소프트웨어 사용편의성 평가는 기존의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들보다 더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방법론들이 나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

려한 체계적인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의 사용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측면인 수행도와 정성적인 측면인 사용자 만족도를 모

두 고려하게 된다. 사용자 만족도에는 감성, 학습성, 가시성으로 구성되고 수행도는 효율성과 효과

성으로 구성된다. 

 

1. 서론 

반도체나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

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점차 

새로운 시장을 구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사용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

면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는 단순한 문제

가 아니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보

이지 않는 대상물이므로 이를 평가하여 품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에 따라 품질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성하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

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사용편의성 평가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Seffah 가 제안한 계층적 구조 모형

(Seffah et al., 2006) 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은 이 

계층적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1 에 나와 있

듯이 이 모형은 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측면인 수행도(Performance)와 정성

적인 측면인 사용자 만족도(User satisfaction)를 모

두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사용편의성

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사용자 만족도 부분까지 고려하여 평가를 하였다. 사

용자 만족도는 감성(Affection), 학습성

(Learnability), 가시성(Visibility)으로 구성되고 

수행도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

(Effectiveness)을 통해 얻어 진다. 이처럼 하위 평

가 척도들을 평가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

용편의성을 도출하였는데, 각 요인들은 하위 평가 척

도의 평균으로 계산되었고, 사용편의성은 사용자 만

족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사용자 만

족도는 선별되어진 13 개의 평가 항목들을 이용한 설

문지를 실험 후 피험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서 평

가 하였으며, 수행도는 사용편의성 테스트를 통해 측

정된 시간과 에러율, 이벤트 횟수 등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처럼 사용자 만족도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의 정성적인 척도이며 수행도는 사용자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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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량적인 척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림 1) 사용편의성 평가모델 

사용자 만족도는 선별되어진 13 개의 평가 항목들을 

이용한 설문지를 실험 후 피험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 하였으며, 수행도는 사용편의성 테스트

를 통해 측정된 시간과 에러율, 이벤트 횟수 등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사용자 만족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성적인 척도이며 수행도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량적인 척도를 의

미하고 있다. 
 

2.1 사용자 만족도 평가 과정 전개 

사용자 만족도는 이전의 사용편의성 평가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

성적인 측면인 사용자 만족도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

하다. 사용자의 만족도는 감성, 학습성, 가시성을 통

해 계산한다. 사용자 만족도는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진 시나리오를 수행한 후 

선별되어진 13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측정한다. 이 13 개의 항목들은 모두 사용편

의성 항목(usability factor)들과 연관되어 있다. 사

용편의성 항목은 감성(Affection), 학습성

(Learnability), 가시성(Visibility)로 구성되고 각 

설문 문항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놓은 결과는 표 1

과 같다. 하위 요소인 감성, 학습성, 가시성은 표 1

의 설문을 통해 점수를 얻고 평균값을 구한다. 설문

을 통해 얻은 점수는 0 점부터 시작하였기에 표준화 

시켜서 평균값을 계산했다. 점수들을 표준화시키는 

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No.X) = {(No.X 들의 합) - 최저값}/(최고값 

- 최저값)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는 감성과 학습성 그리고 가시

성의 평균값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만족도 = (감성+학습성+가시성)/3 

표 2 는 사용자 만족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내 주

고 있다. 

 
<표 1> 선별되어진 항목 

 

 

<표 2> 사용자 만족도 계산 

 

2.2 수행도 평가 과정 전개 

수행도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통해 구한다. 수행도는 

시나리오를 통한 사용편의성 실험에서 표 3 에 나와있

는 사용편의성 항목과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과 

metric 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들을 가지고 수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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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생산성 계산을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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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편의성 실험에 사용되는 측정 요소 

 

 
<표 4> 수행도 계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 만족도와 수행도를 측정

하여 사용편의성을 계산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식을 이용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편의성 = (사용자 만족도 + 수행도)/2 
 

3. 연구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체계

들이 정량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평가하

고 사용자의 감성적인 부분이나 만족도에 대한 부분

에는 중점을 두지 않은 평가 체계를 보완 하기 위하

여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용편의성 평가 방

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를 위

한 사용편의성 항목(Usability Factor)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인 사용자 만족도를 평

가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ISO 에서의 사용편

의성 평가 항목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평가 항목들

은 계산 유무성과 중복 유무성 등과 같은 조건을 가

지고 그룸화 하면서 필터링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을 거친 항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눈 결

과 감성(Affection), 학습성(Learnability), 가시성

(Visibility)의 아래 13 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13

개의 항목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

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둘째,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를 

위한 컴포넌트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Seffah(2006)가 제안한 사용성 평가 모델을 

이용하였다. 정량적인 측면인 수행도와 정성적인 

측면인 사용자 만족도 양쪽을 다 평가해서 전체적

인 사용편의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해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으로 하

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용편의성 평가 체계들이 정량

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사용자

의 감성적인 부분이나 만족도의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

자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사용편의성 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잠재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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