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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정보시스템에서의 감리모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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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udit Model in Web-based Information System

Kyung Ei Ko*, Jin Tak Choi**, Dong Soo Kim***, Hee Wan Kim****

요  약  인터넷의 발전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감리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정보화사업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모델
이 필요하다. 따라서, 웹 기반 정보시스템에서 감리 효과를 높이고 품질강화를 위하여 웹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감리점검항목은 기존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프레임워크의 3대축을 준용하여 감리시점으로는 분석, 설계, 

구현으로 정의하고, 감리영역은 컨텐츠, 디자인, 프로세스로, 감리관점⋅점검기준은 절차, 산출물, 성과를 기준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기존모델과 웹 기반 정보시스템 차이를 제시하고 웹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한 감
리영역별로 감리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감리점검항목을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도출된 감리점
검항목을 적용시킨 개선된 감리점검모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정보시스템 감리, 웹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감리점검항목
 
Abstract  Web applications are widely u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ut there are no separate audit 
model for a web-based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business has a wide variety of characteristics. So,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udit model is needed. Therefore, a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udit model 
was propo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udit and to increase the quality. Audit check lists were applied 
based on three sets of existing information audit check framework. An audit point of time was defined as 
analysis, design, and implementation. An audit domain was defined as contents, design, and process. Moreover, 
audit viewpoint and inspection standards were defined by setting standards of process, product, and performance. 
Moreover, this paper proposes differences between an existing model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 and web-based information system. It also deduced audit checklists  according to audit domains for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udit. The deduced audit checklists were verified for its suitability by conducting 
surveys, and the modified audit inspection model, in which the deduced audit checklists were applied, was 
proposed.

Key Words : information system audit,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udit,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 audit check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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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기술은 국내 정보기술 패

러다임을 주도하는 요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 기반 정보시스템은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효과 이고

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수요가 지

속 으로 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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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요의 증 에 비해 웹 기반 정보시스템의 계

획부터 구축 운 에 한 제반활동이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수행되고 리되는지에 한 감리는 체로 구조

방법론이나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방법론, CBD 

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된 감리 검항목을 심으로 수행

되거나, 감리원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정보시스템의 계획  구축 등의 활동이 정하게 수

행될 수 있도록 종합 으로 검하고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웹 기반 정보시

스템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태이며 정보화사업

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한 고려

가 없으면 충분한 검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감리의 효

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12].  따라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효과를 높이고 품질강화를 해서는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높은 성능

을 가진 웹 어 리 이션 는 웹 기반 정보시스템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맞게 감리 지침도 변화되어

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웹 개발 방법론을 기반으로 

행 정보시스템감리 로세스를 개선을 통해 감리 본래의 

목 인 효율성, 신뢰성, 거성을 충족시키는 웹 기반 정

보시스템감리 검항목을 도출하고, 체 인 구성을 감

리 검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감리 시 과 감리

역  검기 에 하여 웹 기반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

려하여 도출된 감리 검 항목을 용시킨 개선된 웹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웹 기반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개발내용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단계별 시스템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략 역에서는 웹을 통한 비즈니

스 모델을 정의하고, 업무 역에서는 사용자와 웹으로 

개발할 업무 범 를 정의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

는 웹 화면의 GUI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요구분석 단계

에서는 략 역에 웹 사이트 략을 세움으로 시스템의 

개발 방향을 정하고, 업무 역은 웹에서 정의할 업무를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에서는 사이트에서 

이스별로 순서에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정

의한다. 데이터 역에서는 컨텐츠를 정의하여, 엔티티의 

반 내용과 스크립트에 반 할 내용을 정의한다. 기술환

경 역에서는 보안 략을 정의하고 시스템 로토타입

에 한 평가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역에서 사이트구조도 항해도 페이지설계를 한다. 

구 단계에서는 로세스 역에서 HTML, XML 등 스

크립트언어  로그램을 작성한다.  테스트 단계에서

는 통합테스트 내에서 페이지간의 매개변수테스트, 라

우  버  테스트 사용자 보안 테스트 등을 수행한다[6].

2.2  감리모형에서의 웹개발 적용 검토

감리모형에서의 개발방법론은 "객체지향 방법론 활동

정도가 웹 기반 시스템 개발성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10]에서는 객체지향방법론을 활용한 웹기반 정보

시스템 개발 로세스  분석활동과 구 활동은 시스템

의 성공에 정의 향을 주지만 설계활동은 시스템의 성

공에 정의 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의 검증결과와 

로젝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분석활동이 시스템 성공에 

미치는 향 정도가 달라진다는 검증결과를 채택하 다.

WBI(Web-Based Instruction)에서는 서버상의 로

그램 사용을 다양화하는 웹 로그래  기법들을 사용하

여 좀 더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야 하며, 많은 종류의 컴포

트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WBI를 요구사항에 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컴포 트 개발 표

화와 제작된 컴포 트의 식별과 분류, 재사용을 한 체

계 인 장소의 개발이 요구된다[2].

일반 으로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XML 포맷

의 메시지를 보내서 엑세스될 수 있는 소 트웨어이다.  

XML은 특정 로그램 언어나 OS에 제약을 받지 않는

다.  이러한 웹 서비스 기술은 소 트웨어의 폭넓은 사용

으로 인해 다른 역과의 통합을 한 부분에 효과 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컴포 트는 구 언어와 

랫폼에 한 의존성 문제로 인해 시스템 통합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컴포

트를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웹서비스를 통

해 의존성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웹의 특징들을 

효율 으로 해결하는 차와 방법들이 방법론에 반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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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유형
웹지원

여부
비고

구조  방법론 X batch 방식

정보공학  

방법론
X 데이터 심

객체지향  

방법론
△

분석,구 은 지원, 설계는 미지원. 인력

의 숙련도에 따라 분석활동이 시스템 

성공 여부

CBD방법론 △

컴포 트는 구 언어와 랫폼에 한 

의존성 문제로 인해 시스템 통합시 문

제가 발생

<표 1> 개발방법론 유형에 따른 웹지원 여부 

단 

계
활  동 내  용

분석

요구사항 정의 

 분석
행시스템  디자인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컨텐츠 정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컨텐츠 목록작성  

수 계획을 세우고 원천 정보를 악한다.

설계

컨텐츠 설계 컨텐츠를 체계화  구조화를 한다.

네비게이션 

설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설계한다.

인터페이스 

설계

색, 이아웃, 모양, 폰트 스타일, 그래픽 등으

로 구성되며 웹사이트와 사용자가 정보를 원활

하게 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표 하는 과

정이다.

시안 제작
디자인 컨셉을 정의하고 실제 화면을 통해 구

체화하는 단계이다.

디자인 가이드 

설계

최종 시안이 결정된 후 각 상세 화면에 용시

킬 가이드를 설계한다.

DB설계 논리, 물리DB를 설계한다.

로세스 설계 로세스를 설계한다.

시스템 설치  

이행 설계
시스템 구성  이행계획 등을 설계한다.

구

화면제작 체 인 화면 구성하고 제작한다.

HTML코딩 HTML을 구 한다.

멀티미디어 

구
비디어,사운드, 래시 등을 제작한다.

로세스 구 로세스 구 한다.

DB구축 DB를 구축한다.

시험 통합테스트 구 된 웹사이트를 체 으로 테스트한다.

개

시스템 설치 시스템을 설치한다.

승인  찰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일정기간 시스템을 찰

한다.

<표 2> 통합 재구성 웹 개발 프로세스 

구조  방법론, 객체지향⋅CBD방법론은 부분 으로는 

요구사항에 만족하지만 표 화 설계, 의존성 문제로 인

한 통합의 어려움, 개인의 향력에 따라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범례 : X->지원안됨, △->지원미흡 )

2.3 웹 기반 개발 프로세스

K사의 웹 제작방법론은 개발계획, 요구분석, 설계, 구

축, 테스트, 설치  인도의 6단계로 구성[3][4][7]되어 있

으며, 김선 은 웹 제작 로세스의 범 를 디자인 역

과 직간 으로 연 되는 로세스를 심으로 구성하

다[2][7]. 김경민은 컨텐츠와 디자인 심의 웹 제작 

로세스를 기술하 다[7]. 

계획/기획단계에서는 사이트 목 , 상 정의, 사이트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통해 웹 사이트의 략을 수립한

다.  분석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컨

텐츠  디자인을 정의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네비게이션 디자

인 등의 디자인 설계가 있으며 네비게이션 설계에서 

요한 원칙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작은 수의 

클릭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14]. 한 컨텐츠 분류  

체계화를 통한 컨텐츠 설계, 로그램 설계를 한다.  구

단계에서는 로그램 구 , 사이트에 삽입될 동 상, 

래시,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구 , 페이지 구 이 있다.  

HTML코딩에서 웹 표 을 따른 것은 구든 는 어떤 

장치에서든 웹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며 련된 표  

 지침에는 W3C의 웹 표  권고안  국내 실정에 맞

게 구성된 인터넷 웹 콘텐츠 근성 지침이 있으며 이와 

련된 법률에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10]. 시험단계에서

는 요구사항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검증하며 성능 테스트, 

링크 테스트, 보안 테스트를 실시한다. 개단계에서는 

개발된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한다.

조사된 개발 로세스를 통합하여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3][7].

2.4 웹 기반 모델과 현행 감리점검항목 비교

2.4.1 구조적 ․정보공학적 모델과 웹 기반 개발 방

법론 비교

<표 3>은 구조 ․정보공학  모델과 <표 2>에서 정

리한 웹 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수행 차를 분석, 설계, 

구 시 에서 개발 로세스 별로 매핑한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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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정보공학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분석

응용

시스

템

01. 행업무 분석
요구사항 

정의
행 업무 분석

02. 행 시스템 분

석

요구사항 

정의

행 업무시스템 분

석

03.사용자 요구사항 

도출분석

요구사항 

정의
인터뷰 실시

04. 로세스 모델링

/이벤트 모델링
모델구축

로세스 모델링

이벤트 모델링

05.사용자 근통제 

 보안

보안정책 

정의
보안정책 정의

컨텐츠 

정의
컨텐츠 수집  분류

디자인 요구사항/도출분석

<표 3> 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분석)과 웹 

객체지향⋅컴포 트기반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요구

분석

응 용

시 스

템

01. 행업무 분석/해결

방안
요구사항 

정의

행업무분석

02.요구사항  도출/분석 인터뷰 실시

03.유스 이스 모형 모델구축 로세스 흐름도

04.개념  수 분석 클

래스 도출
모델 구축 엔티티 계도

05.사용자인터페이스 

로토타이핑 계획

로토타입 

개발
로토타입 구축

컨텐츠 

정의

컨텐츠 수립  분

류

<표 6>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모델(요구분석)과 웹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서 분석시 에서의 검

항목과 웹 기반 개발 모델을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응용시스템 역에서 구조 ․정보공학  모델 모델에는 

없는 컨텐츠 정의  디자인 개발에 한 2개의 활동 

로세스가 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

교 작업은 작업  산출물을 심으로 이루어 졌다.

구조 ⋅정보공학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설계

응용

시스

템

01. 로그램 분할

시스템 

설계

로그램 설계
02.업무기능 설계

03.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UI 설계

04.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05. 근권한 통제 설계 보안정책 설계

06.단 시험 계획
테스트 

설계
통합 테스트

컨텐츠 

설계
컨텐츠 설계

로세스 

설계

내비게이션 설명

페이지 설명

멀티미디어 목록

<표 4> 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설계)과 웹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서 설계시 에서의 검

항목과 웹 기반 개발 모델을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응용시스템 역에서 구조 ․정보공학  모델 모델에는 

없는 컨텐츠 설계  로세스 설계에 한 2개의 활동 

로세스가 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교 작업은 작업  산출물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서 구 시 에서의 검

항목과 웹 기반 개발 모델을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응용시스템 역에서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는 없는 

컨텐츠 제작  로세스 제작에 한 2개의 활동 로세

스가 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교 작

업은 작업  산출물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조 ․정보공학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구

시스

템아

키텍

처

01.시스템 도입/설치  

보안환경 구축
코딩  

단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02.시스템 구성요소 검증

03.시스템 시험 계획

응용

시스

템

01.업무기능 구

   충분성/완 성

코딩  

단  

테스트

로그램 개발

02.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UI 개발

03.내외부 인터페이스 

  구

04. 근권한  통제 

  구
보안정책 구

05.단 시험 단계 검

06.통합시험 계획 통합테스트 수행

디자인 

제작
디자인 시안

로세스 

제작

제작된 페이지  

멀티미디어

<표 5> 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구현)과 웹 

2.4.2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모델과 웹기반 개발 

방법론 비교

<표 6>은 객체지향․컴포 트기반 모델에서 <표 2>에

서 정리한 웹 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수행 차를 분석, 설

계, 구 시 에서 개발 로세스 별로 매핑한 것이다[11].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에서 요구분석감리시

과 웹 기반 모델을 비교 한 결과 <표 6>과 같이 요구

분석 감리시 에서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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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분석/
설계

응 용
시 스
템
응 용
시 스
템

01. 상업무  요구
사항 문서

시스템 설계 로그램 설계
02. 유스 이스 모형 

정제

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토타이핑

로토타이
입 개발

로토타입 구축

04.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고서 설계

사이트 설계 스토리보드 설계

05. 분석 클래스 정제 
 설계

시스템 설계 로그램 설계

06.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사이트 설계 스토리보드 설계
07. 근권한 통제 
  설계

08. 컴포 트 상세 
  설계

시스템 설계 로그램 설계

09. 단 시험 계획 테스트 설계 통합테스트

컨텐츠 설계 컨텐츠 구조도

로세스 
설계

네비게이션 설명
페이지 설명
멀티미디어 목록

<표 7>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모델(분석/설계)과 웹

객체지향⋅컴포 트기반 모델 웹 기반 개발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기본 검항목
로세스 
활동

작  업

구
응용
시스
템

01.업무기능 구 충분
성/완 성

코딩  
단  
테스트

로그램 개발

02.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의성

UI개발
03.내외부 인터페이스 

구

04. 근권한  통제 
구

보안정책 구

05.단 시험 단계 검

06.통합시험 계획 통합 테스트 수행

디자인 
제작

디자인 시안

로세스 
제작

제작된 페이지
제작된 멀티미디어

<표 8>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모델(구현)과 웹

웹기반 모델

감리

시

감리

역
활동 작업

분석

응용

시스

템

컨텐츠 정의 컨텐츠 수집  분류

디자인 정의 디자인 정의

설계

응용

시스

템

컨텐츠 설계 컨텐츠 구조도

로세스 설계

네비게이션 설명

페이지 설명

멀티미디어 목록

디자인 설계 디자인 설계

구

응용

시스

템

디자인 제작 디자인 시안

로세스 제작
페이지 제작

멀티미디어 제작

<표 9> 웹 기반 개발 프로세스 개선활동

없는 1개의 컨텐츠 정의 활동 로세스가 추가 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교 작업은 작업  산출물

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과 웹 기반 모델을 비

교 한 결과 <표 7>과 같이 분석/설계 감리시 에서 객체

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에는 없는 2개의 컨텐츠 설계 

 로세스 설계 활동 로세스가 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교작업은 작업  산출물을 심

으로 이루어졌다.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과 웹 기반 모델을 비

교 한 결과 <표 8>과 같이 구  감리시 에서 객체지

향․컴포 트 기반 모델에는 없는 2개의 디자인제작  

로세스 제작 활동 로세스가 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 비교 작업은 작업  산출물을 심으

로 이루어졌다.

지 까지 기존의 구조 ․정보공학  모델  객체지

향․컴포 트 기반 모델을 웹 기반 개발 모델과 활동 

역 심으로 감리 로세스를 검토한 결과 구조 ․정보

공학  모델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에 용되

는 정보시스템 감리 검항목에 없는 활동 역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컨텐츠와 디자인 부분

의 정의, 설계, 제작 등 웹 환경에 특화된 역에 한 

로세스가 보완이 되지 않고 기존 감리 검항목으로 감

리를 수행할 경우 락된 로세스로 인해 최 의 결과

를 기 하기 어렵다. <표 9>는 웹 정보시스템 개발 로

세스 개선활동을 감리시 별로 정리한 표이다.

2.5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문제점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을 한 감리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조 ․정보공학  모델이나 객체지

향․컴포 트기반 모델을 용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있

으나, 웹의 특징인 컨텐츠, 사이트, 디자인 등에 한 감

리지침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감리시  단계별로 웹 기

반 개발모델과 감리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단계에 웹 기반모델의 디자인 요구사항 분석은 

행 사이트의 황분석, 디자인 요구사항 도출 등으로 

구성되나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서는 고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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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프레임워크

지 않으며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모델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련된 항목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 인

터페이스 로토타이핑 계획, 일정, 범  등의 정성을 

주로 검되고 있다.  분석단계에 웹 기반 모델의 컨텐

츠 정의는 구조 ․정보공학  모델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모델 모두 고려되고 있지 않다.

설계단계에 웹 기반모델의 내비게이션은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비게이션 설계는 사이트 목 과 사용 상, 컨

텐츠 속성을 반 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한 웹이 사이

트들 사이에 유동 으로 경계를 가진다는 특징을 고려한

다면 내비게이션 지원에 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13].  

구조 ․정보공학  모델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의견

이 반 되어 화면과 출력물(보고서)에 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별 기능 

 입/출력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지 검토하는데 목

을 두고 있어 포 으로는 검이 가능하다.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 모델의 분석/설계단계 검

항목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토타이핑 계획서에 

정의된 화면설계 항목이 빠짐없이 식별되었으며, 로토

타입 검토회의에서 발견된 문제 과 개선 요구사항을 확

정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는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토

타이핑 결과를 바탕으로 입출력 화면 구성요소, 메시지 

도출, 내부 처리 로직, 업무 흐름에 따른 화면간의 제어 

흐름 등이 상세히 설계되었는지 검토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구 단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련하여 구조

․정보공학  모델과 객체지향․컴포 트 기반모델

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 성을 갖고 업무의 처리 흐

름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 되었

는지 검토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이해,  학습 

용이성, 사용 편의성, 사용자 오류방지를 심으로 검토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과 련 되어서는 멀

티미디어가 특정 운 체제에 종속 인 형식의 미디어 

포맷을 제공할 경우,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포맷을 함께 제공하는지 고려되어야하나 검항

목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의성을 주로 검하고 

있다[8].

3.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

3.1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프레임워크

정보시스템 감리 검 임워크는 개념모델에 근거

하여 사업유형/감리시 , 감리 역 감리 / 검기 을 

통합하여 [그림 1]과 같은 검 임워크가 구성된다.

본 연구는 기존 정보시스템 감리 검 임워크에서 

응용시스템 감리 역에서 웹 기반 정보시스템에서 필요

한 컨텐츠, 디자인, 로세스를 세분화 시켜 감리모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가. 사업유형․감리시

사업유형은 정보화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기

반으로 체계 으로 계획에 해당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쳐 

구축사업, 정보화 략계획수립사업, 실행에 해당하는 시

스템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통제에 해당하는 

시스템운 사업, 유지보수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유형

별 감리시 은, 정기 감리체계를 반 하여 각종 방법론, 

감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업유형별로 감리를 시행하

기에 한 시 을 제시한 것이다.

나. 감리 역

감리기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를 작성하는 표 화된 단 ( 역)를 사업유형별, 감리시

별로 구분하여 감리 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감리의 일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감리 ․ 검기

감리 은 감리가 상사업을 바라보는 이다.  

즉, 감리는 사업을 기반으로, 상 사업에 한 방법론, 



웹 기반 정보시스템에서의 감리모형 설계

129

감리 내    용

차

(Process)

사업에 한 각종 리활동  구축/운  계획  차

의 수립과 수여부의 정성을 검토

산출물

(Product)

정한 구축/운  차를 통하여 생산된 각종 문서, 시스

템, 서비스 등에 한 정성을 검토

성과

(Performa

nce)

궁극 인 사업의 성과목표  기 효과의 달성가능성  

달성여부에 한 검토

<표 10> 감리관점별 점검기준

감리 검

기
련 검토사항

차

(Process)

계획

정성

사업수행계획, 인력운용계획 등 각종계획 수

립의 정성

차

정성

개발/운 /유지보수 차수립 정성, 험/

일정품질/ 상 인력/변경 리 차 등의 수

립 정성

수성

각종 계획의 수 정성, 험/일정/품질/형

상인력/변경 리 등 차  활동의 수 

정성

산출물

(Product)

기능성
기능의 충분성, 완 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연계성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  정확성

<표 11> 감리관점별 감리점검기준 요약표

편의성 사용 편의성, 운 편의성, 학습성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 서비스 연속성, 복구 신속성

보안성 시스템 기 성, 안 성

효율성

정보자원(인력 서비스등), 활용의 효율성, 업

무효율성, 응답시간 신속성, 시스템확장성, 기

술발  부합성

거성 산출물의 리기 / 차/표 /방법론 수성

일 성 분석성, 변경성, 행화, 추 성, 유지보수성

성과

(Performa

nce)

실 성
구체성, 실 가능성, 투자 비효과성, 성과 목

표달성, 시스템 사용 가능성

충족성
업무/기술  요건만족, 사업 목표달성, 과업 

범  충분성

사업추진계획, 차 등 사업에 한 차(Process)와 그 

결과로 생성되는 산출물(Product)을 검․평가하고, 결

론 으로 상사업이 당 에 목 했던 성과 는 기 효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 별 검기 은 감리시행 시 감리 별로 

검을 한 기 이 되는 것으로, 각 감리 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 는 품질기 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10>은 감리 별 검기 의 내용이다.

일반 으로 감리는 개별감리원의 경험, 기술력, 노하

우에 따라서 동일한 검항목을 다른 에서 해석하여 

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 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감리 은 감리가 상사업을 바라보는 

이다. 즉, 감리는 사업을 기반으로 상 사업에 한 방

법론, 사업추진계획, 차 등 사업에 한 차(Process)

와 그 결과로 생성되는 산출물(Product)을 검/평가하

고, 결론 으로 감리 상 사업이 사업 기에 목 했던 

성과(Performance) 는 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표 11>은 감리 별 감리

검기 을 요약하 다.

의 <표 11>과 같이 차  감리 검검토항목은 

정보화사업과 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 수행을 한 방

법론, 지침 등 각종 차가 하게 수립되고(계획 정

성, 차 정성), 수립된 계획  차를 정하게 수

하고 있는지를 검하기 한 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기 별 정성을 검토항목을 검 하여야 하며, 사

업성과  감리 검 검토항목은 기 설정한 사업의 

목표가 구체 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지와 사업결과 목

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하기 한 검토항목이다.

산출물  감리 검 검토항목은 정보화사업이 차

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로 각종 종이  워드 문서, 응용

로그램과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

템을 통한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산출물에 한 

검기 은 산출물의 각 요소(문서, 시스템, 서비스)별로 

산출물이 갖는 특성에 따라 조 씩 그 의미에 있어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산출물의 각 검기 은 산출물의 특성

을 확인하여 검토항목을 감리 , 감리기 별 역을 

정의하 다.

3.2 단계별 감리 프로세스 개선활동

3.2.1 분석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분석단계는 정보시스템의 구 을 해 사용자 요구사

항을 충분히 반 하여 시스템에서 구  가능하도록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목 이다.  분석 감리지침은 개발

공정에서  단계의 활동을 해 마련된 개발감리 기  

 시스템 분석과 소 트웨어 분석 감리기 에 근거하여 

세부활동 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개발감리기 의 각 

항목에 하여 세부 으로 검토항목을 나열하 으며 감

리인이 각 검토항목에 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감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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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  용

컨 텐

츠 설

계 활

동 추

가

기존 컨텐츠 구

조를 검토

-기존의 컨텐츠가 어떠한 개념으로 범주화되

어 있고, 세부 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검

토

컨텐츠 분류체

계를 정의

-컨텐츠를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에 따라 나

고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체계 으로 고유한 

역으로 부여

-시간, 지역, 주제, 업무기능, 고객, 은유, 혼합

형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분

고객에게 제공

하는 기본 구조 

정의

-계열구조, 그리드구조, 네트워크 구조, 계층

구조, 혼합구조 등으로 정의

컨텐츠 구조도 

작성

-컨텐츠 분류체계, 컨텐츠의 조직화 체계, 페

이지 표 구조에 따라 웹 페이지 표 에 

합하도록 텐츠 구조도를 작성

컨텐츠 구조도 

완성

- 로젝트 원과 함께 문서를 검토

-고객과의 검토를 수행

-필요시 컨텐츠 구조도 내용을 수정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획득

-컨텐츠 구조도를 리시스템에 장

로

세 스 

설 계

활 동 

추가

원활한 네비게

이션 체계 설정

-사이트 체에 걸친 네비게이션 체계

-계층형 네비게이션, 하부사이트 네비게이션 

체계

네비게이션 흐

름도를 작성

-각 페이지간의 계구조를 보여주는 네비게

이션 흐름도를 작성

-작업의 흐름에 따라 하게 네비게이션 흐

름이 정의되었는지 평가

-표   로토타입 모델을 검토

웹 페이지 목록

을 작성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하기 한 웹 페이지를 

도출하여 목록을 작성

각 웹 페이지 

이아웃을 작

성

-웹페이지 작성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각 웹 

페이지의 상세한 이아웃을 작성

웹 페이지 흐름 

 이아웃에 

- 로토타이핑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집 함

으로써 로그램 코딩시 발견될 수 있는 변

<표 13> 설계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항목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요구사항분석 단계  개선작업으로 도

출된 활동으로 콘텐츠 정의, 로토타입 개발활동에 

한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이 정리하 다.

단계 활동 내  용

컨 텐

츠

정의

활동

컨텐츠목록

에 한 문

서작성

-컨텐츠목록을 템 릿을 사용하여 생성

-컨텐츠목록에 한 작성 표 에 따라 문서의 각 

항목에 필요한 내용 기재

컨텐츠 확보

방식 정의

-웹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기 한 확보방식

에 한 략 수립

-내/외부 생성방법으로 구분하여 악

제공시기 정

의

-컨텐츠 제공시기에 따른 략 수립

컨텐츠 목록 

정의

-인터넷 비즈니스 략  컨텐츠 제공 략에 따

른 컨텐츠 목록 정의

컨텐츠 원천

정보의 치 

 유형 

악

-각각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과 원천정보의 

치  유형을 악

-컨텐츠를 수집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고 컨텐

츠 수집계획에 따라 수집

컨텐츠 확보 

계획 작성

-컨텐츠를 언제, 어떻게, 가 공 할 것인지를 계

획하여 작성

-컨텐츠의 포맷과 포맷 변환 여부작성

로

토 타

입 

개발

활동

로토타입 

결과서에 

한 문서 작

성

- 로토타입 결과서를 탬 릿을 사용하여 생성

- 로토타입 결과서에 한 작성 표 에 따라 문

서항목에 필요내용을 기재

주요 웹 페

이지를 도출

-기능챠트를 검토하여 사용자 상호작용을 한 

주요 페이지들을 도출

-홈페이지, 하부사이트 홈페이지, 컨텐츠 페이지, 

검색페이지, 라우징 페이지

웹 페이지 

표 을 정의

-이벤트 시나리오의 내용, 시스템 서비스의 특성 

 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페이지 표 을 정의

유형별 탬

릿 작성

-페이지 표 정의서의 내용 검증하고 향후 페이

지 설계의 기 자료 활용

페이지 유형

별 탬 릿 

제작

- 체 인 디자인 컨셉을 히 반

-다수의 탬 릿을 제작하여 고객과 함께 평가하

는 작업 필요

로토타이

핑 구 수  

결정

-기능챠트상의 범 를 결정

-로직, 화면구성, 기술구조  어 리 이션 구조, 

처리성능, 문서화 결정

로토타이

핑 근방법 

선택

-수평   수직  로토타이핑

-진화   비 진화  근방법

로토타이

핑 구 환경 

정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언어, 도구, 네트워크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 환경

로토타입 구

축

-결정된 구 수 , 근방법, 구 환경에 따라 

로토타입을 구축

로토타입 

구  수
-기능범 , 구 수 , 근방법

요구사항 모

델 수정 보완
-시스템 요구사항 모델을 수정 보완

<표 12> 분석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3.2.2 설계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개발공정  설계단계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정의된 분

석단계의 결과에 따라 각 요구사항을 시스템 구성요소에 

배분하여 구성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구조 으로 설계

하여 구  가능 하도록 시스템, 소 트웨어 언어로 환하

는 과정이다. 설계 감리지침은 시스템과 소 트웨어로 설

계의 상을 구분하여 시스템 구성요소별로 총체 인 모

습을 설계하는 시스템구조 설계와 소 트웨어 분석과정에

서 구축한 논리모델을 기반으로 업무 의 로세스를 

구 으로 변환시켜 구 가능토록 상세하게 세분화시

키는 소 트웨어 설계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 단계  개선작업으로 도출된 활동으

로 콘텐츠 설계활동, 사이트설계활동, 디자인 설계활동 등

이 있다.  활동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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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로토타

이핑을 실시

경 가능성을 최소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으로 

페이지 이아웃을 보완

웹 페이지 이

아웃 완성

- 로젝트 원과 함께 문서를 검토

-고객과의 검토를 수행

-필요시 ‘웹페이지 이아웃’내용 수정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획득

-‘UI설계서’를 리시스템에 장

디 자

인 설

계 활

동 추

가

디자인 컨셉 수

립

-웹사이트의 목 에 해 충분히 리뷰

-웹사이트 내의 메뉴와 주요 컨텐츠의 메뉴 

정의와 각 컨텐츠의 성격을 리뷰

-디자이 는 디자인  구성요소로 디자인 컨

셉을 수립

디자인 시안작

업을 진행

-디자인 컨셉, 웹 라우  환경  사용성을 

고려하여 시안작업을 진행

고객에게 시안

에 하여 

젠테이션 실시

-디자인된 시안은 고객에게 시연

-고객 요구와 목 에 맞게 디자인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사항을 제시

-디자인이나 체 인 구성 평가

-결정된 2-3개의 아이디어를 로토타이핑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시

-수정을 거친 시안은 승인을 얻어 최종 웹사

이트에 그 로 개발됨을 인식 

승인받은 시안

을 토 로 UI설

계서를 작성

-시각디자인 측면 : 색상, 폰트, 이아웃, 네

비게이션 검색방식, 그래픽 요소, 메뉴구성, 

상호 련 디자인, 각종 폼, 어 리 이션 디

자인 등

-기능  측면 : 웹 어 리 이션 로우, 구

기능 등

-컨텐츠 측면 : 컨텐츠의 분량, 내용  범 , 

표 방식, 컨텐츠의 배치 등

‘UI설계서(디자

인시안)‘을 완성

- 원과 함께 취합된 문서 검토

-고객과의 검토를 수행

-필요시 ‘디자인 시안’내용을 수정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획득

-작성된 ‘UI설계서’를 로젝트 리 시스템

에 장

단계 활동 내  용

디 자

인 제

작 활

동 추

가

웹 페이지 표

에 의한 서  

페이지 디자인

을 진행

-설계자는 디자이 에게 실제 컨텐츠가 들어

가 있는 스토리보드 제시

-각 메뉴별 컨텐츠가 확정된 페이지들을 웹 

페이지 표 에 따라 디자인

-의사소통 하는 도 에 명확해진 요소들은 

다시 스토리보드에 갱신

서  페이지 디

자인 후 디자인 

검수를 진행

-각 서 페이지 디자인 후 고객 감수 

-이미지나 디자인의 내용 오류 수

-HTML 코딩 표 에 의해 웹 페이지에 한 

단순한 HTML코딩을 진행

-각 컨텐츠의 디자인 작업후 컨텐츠 요소를 

HTML 문서를 작성

페이지 로딩속

도  링크정보

가 하게 실

행되는지 확인

-페이지가 완성되었으면, 해당 페이지를 웹

라우 에서 로딩하는데 정한 속도를 내

는지 확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가 하게 

실행되었는지 확인

필요시 수정 작

업을 진행

-이미지나 디자인의 내용상의 오류를 진단하

고 필요한 수정을 수행

-‘네비게이션 흐름도’, ‘웹페이지 이아웃‘에 

따라 오류를 확인

웹 페

이 지 

제 작

활 동 

추가

웹 페이지 표

에 의한 서 페

이지 디자인을 

진행

-설계자는 디자이 에게 실제 컨텐츠가 들어

가 있는 스토리보드를 제시

-각 메뉴별 컨텐츠가 확정된 페이지들을 웹 

페이지 표 에 따라 디자인

-의사소통 하는 도 에 명확해진 요소들은 

다시 스토리보드에 갱신

서  페이지 디

자인 후  검수 

진행

-각 서 페이지 디자인 후 고객에게 검수

-이미지나 디자인의 내용오류 수

HTML 코딩표

에 따라  

HTML코딩을 

진행

-각 컨텐츠의 디자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컨

텐츠 요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HTML문서를 작성

페이지 로딩속

도  링크정보

가 하게 실

행되는지 확인

-페이지가 완성되었으면, 해당 페이지를 웹

라우 에서 로딩하는데 정한 속도를 내

는지 확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가 하게 

실행되는지 확인

필요시 수정 작

업을 수행

-이미지나 디자인의 내용상의 오류를 진단하

고 필요한 수정을 수행

-‘네비게이션 흐름도’, ‘페이지 이아웃’에 

따라 오류를 확인

<표 14> 구현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3.2.3 구현단계의 프로세스 개선활동

구 은 설계 모델을 지원하는 로그래  언어를 실

제 운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  시스템으로 구

하는 단계이다.  이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설

계 산출물을 바탕으로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직  

로그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감리지침은 개발

공정에서  단계의 활동을 해 마련된 개발 감리기  

 시스템 구조 구 과 소 트웨어 구  감리 기 에 근

거하여 세부 활동 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개발감리기

의 각 항목에 하여 세부 으로 검토항목을 나열하

으며 감리원이 각 검토항목에 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감

리검토항목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단계  개선작업으로 도출된 활동으로 디

자인 제작, 사이트 제작 활동 등이 있다.  활동에 한 구

체 인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3.3 개선활동 단계별 점검항목 제안

3.3.1 분석단계의 감리점검항목 제안

분석단계에서 컨텐츠 정의활동 추가는 업의 요구사

항 정의수행 결과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컨텐츠 목

록작성  컨텐츠 확보방식과 제공시기를 정의하고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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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감리

역
웹 검항목

컨텐

츠

컨 텐 츠 

설계

-컨텐츠를 페이지의 표 에 합하도록 분류체계  

조직화 체계를 정의하 는가?

-컨텐츠 구조를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정의하고 작

성하 는가?

디자

인

디 자 인 

설계

-디자인 컨셉을 웹 사이트 목 에 맞게 정의하 는가?

-디자인 컨셉에 따라 시안이 제작되었는가?

-디자인 시안은 고객에게 검토, 승인받았는가?

로

세스
 UI설계

-네비게이션이 설계시 웹 사이트 목 , 컨텐츠 등이 고

려되었는가?

-원활한 네비게이션을 한 체계를 선정하고 흐름도를 

작성하 는가?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기 한 웹 페이지를 도출하여 

목록을 작성하 는가?

-웹 페이지 흐름  웹 페이지 이아웃에 하여 로

토타이핑을 실시하 는가?

<표 16>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웹 점검항목

역
감리

역
웹 검항목

컨텐

츠

컨 텐 츠 

정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콘텐츠  기능이 도출되고 

분석되었는가?

-웹 사이트 컨텐츠 제공 략에 따른 컨텐츠 목록이 정

의되었는가?

-웹 사이트에 필요한 컨텐츠 확보계획을 수립하 는

가?

-웹 사이트에 한 컨텐츠 주요 페이지 표 을 정의하

고 구축하 는가?

디자

인

요 구 사

항도출/

분석

-웹 디자인에 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도출되고 

분석되었는가?

<표 15>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웹 점검항목

츠의 원천정보를 악하는 활동이다. 로토타입의 개발

활동 추가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으로는 최 의 성능을 발휘하기 한 페이지 표

을 정의하는 활동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단계  개선 작업으로 도출된 활동

으로 컨텐츠 정의, 로토타입 개발활동을 한 페이지 

표  정의 등이 있다.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검항목은 

<표 15>와 같다.

3.3.2 설계단계의 감리점검항목 제안

컨텐츠 설계 활동 추가작업으로는 컨텐츠 는 메뉴

를 사이트 목 에 맞게 체계 으로 일 성 있게 구성해 

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로젝트 리자의 지시에 따라  

‘컨텐츠 구조도’를 검토, 승인을 거쳐 로젝트가 제 로 

장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본 차의 산출물은 ‘컨

텐츠 구조도’로 UI설계서 템 릿을 활용하여 생성한다.

로세스 설계활동 추가작업으로는 ‘네비게이션 흐름

도’, ‘웹페이지 이아웃’을 검토, 승인을 받는다.  본 차

의 산출물은 ‘UI설계서(네비게이션 흐름도, 웹페이지 

이아웃')로 UI설계서 탬 릿을 활용하여 생성한다.

디자인 설계활동 추가는 ‘디자인시안’을 검토한다. 본 

차의 산출물은 ‘UI설계서(디자인시안)’로 UI 설계서 탬

릿을 활용하여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단계  개선 작업으로 도출된 활동

으로 컨텐츠 설계, 로세스설계, 디자인설계활동 등이 

있다.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검항목은 <표 16>과 같다.

3.3.3 구현단계의 감리점검항목 제안

구 단계는 이  설계단계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바

탕으로 실체 인 작업을 통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단계

이다. 화면디자인은 서 메인 제작, 유형별 템 릿 제작, 

내비게이션 제작이 있으며 이아웃, 그래픽 요소 등이 

사이트 체에 일 성 있게 구 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완성되면 디자인된 페이지를 웹 라우 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코딩표 에 의해 HTML형태로 변환하여 작업한

다. 본 논문에서 구 단계  개선 작업으로 도출된 활동

으로 검항목은 <표 17>과 같다.

역
감리

역
웹 검항목

컨텐츠 컨텐츠구성
-컨텐츠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는가?

-컨텐츠 구성이나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가?

디자인 디자인제작
-그래픽 요소가 일 성 있고 조화롭게 구 되

었는가?

로세스 UI구

-표  코딩에 의해 HTML이 작성되었는가?

-페이지 로딩 속도  링크되어 있는 정보가 

하게 실행되었는가?

-네비게이션이 일 성있고 직 으로 구 되

었는가?

<표 17> 구현단계에서 도출된 웹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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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 

3.4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 제안

지 까지 행 정보시스템 감리 검항목과 웹 개발 

로세스에 필요한 항목을 비교를 심으로 도출해 보았

다. 도출된 웹 검항목에 의해 재구성하여 제시되는 정

보시스템 감리 검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체 인 구성은 감리 검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이  감리 시 과 감리 역  검기 에 

하여 웹 개발을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 다.

제시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모형은 행 정보

시스템 개발 감리모형의 문제 을 개선하여 웹 기반 정보

시스템 개발 감리에 합하도록 연구된 감리모형이다.

제시된 [그림 2]의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모형

은 웹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분석, 설계, 구  감리시 에서 응용시스템 역에 디자

인, 컨텐츠, 로세스를 포함한 모형을 재구성하고 행 

정보시스템 감리의 문제 을 개선하여 웹 기반 정보시스

템 개발 특성을 고려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에 

합한 감리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웹기반 정보시스템 개

발 품질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4. 제안의 검증

제안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 품질강화를 한 감리

검항목과 검모형에 한 합성을 단하기 해 감리

원과 정보시스템 개발자  담당자를 감독 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특히 설문에는 도출된 감리 검항목이 합한지를 평

가하는 타당성, 요성, 효율성에 해 평가하 으며, 설

문의 척도는 5  리커트(Likert)척도를 활용하 다. 설문

항목  타당성은 정보시스템 감리 검항목이 감리평가

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의미하는 정도를 표시하 고, 

요성은 감리 검항목이 감리 업무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검하기 한 것이다.  효율성은 정보시스템 품

질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용되는 자원(시간, 비용)을 최소

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9명의 감리원과 정보시스템 담당자에

게 e-mail을 통하여 설문을 송부하여 71%에 해당하는 42

부를 회수하 다. 담당업무의 분포는 감리원이 26%, 정보

시스템 담당자(감독 )이 67%, 기타 7%로 조사되었다. 감

리경험 유,무에  한 분포에서 감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이고 감리 경험이 없는 사람은 67%로 조사되었다.

감리원  43% 가 개인 경험/지식에 의존하며 50%가 

개발 차/산출물평가를 기 으로 검한다고 응답하

으며 기타는 7%로 나타났다.  개발 차/산출물과 개인경

험/지식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참고

기 에 한 의견으로는 감리 련 지침 등을 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에서 응용시스템 

분야의 세분화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모형에 한 

제안은 95%가 필요하다고 선택하 고, 디자인 역에 

한 감리의 필요성은 85%, 컨텐츠 역에 한 감리의 필

요성은 89%가 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역

보다는 컨텐츠 역에 한 필요성에 더 비 을 두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역이 주  요소가 많이 

반 되는 부분이라 낮게 나온 걸로 단된다.

4.1 분석단계 감리점검항목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검항목들이 단계별 감리를 

한 평가 항목으로써의 합성과 단계별 감리를 수행할 

때 타당성, 요성, 효율성에 한 감리목 과의 부합도 

여부를 조사하 다.  제안한 감리 검항목에 해 5  척

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고  3 이 기 값이 되며 체 평

균이 4 으로 보통이상의 합성을 받았다. 

<표 18>은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검항목의 조사결

과로 컨텐츠 감리 역에 해서는 타당성 4.21, 요성 

4.65, 효율성 4.34의 수를 보여 보통이상의 검항목이

라는 평가를 받았고, 디자인 역과 련된 검항목에서

는 타당성 4.28, 요성 4.68, 효율성 4.55의 수로 요

성 부분에서 큰 평균값이 도출되어 사용자편의를 한 

디자인요구사항이 충분히 분석되고 설계에 반 되었는

지를 검토하는 감리목 에 잘 반 된 결과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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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항목
타당성 요성 효율성

컨텐츠 

구성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00 4.03 4.82 4.13 3.91 4.0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02 0.72 4.47 0.78 3.95 0.81

디자인

제작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3.00 3.74 4.00 3.81 3.45 3.81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3.37 0.77 3.90 0.61 3.63 0.77

로세스 

구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3.73 4.52 4.16 4.61 4.09 4.42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12 0.64 4.40 0.51 4.26 0.65

<표 20> 구현단계 감리점검항목 설문 결과

특히 컨텐츠 정의와 디자인 요구사항도출에 한 분

석의 요함을 감리원모두가 강조하 다. 분석단계에서

는 컨텐츠 정의  디자인 요구사항 도출 항목 모두 만족

할 만한 검항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

항목
타당성 요성 효율성

컨텐츠 

정의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09 4.32 5.00 4.29 4.82 3.87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21 0.70 4.65 0.71 4.34 0.80

디자인 

요구사

항도출/

분석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36 4.19 5.00 4.35 5.00 4.1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28 0.69 4.68 0.67 4.55 0.79

<표 18> 분석단계 감리점검항목 설문 결과

4.2 설계단계 감리점검항목의 검증

<표 19>는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검항목의 조사결

과로 컨텐츠 설계, 디자인 설계, 로세스 설계에 해서 

타당성, 요성, 효율성의 수를 보여 주었다.

컨텐츠, 디자인, 로세스 모두 4.00 이상의 수를 보

여 비교  필요한 검항목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설계단

계에서도 감리원은 컨텐츠, 디자인, 로세스의 요성을 

강조하 다.

각 역별로 4.00 이상의 수분포로 볼 때 감리 항목

으로서 만족할 만한 항목이라 평가받았다.

검

항목
타당성 요성 효율성

컨텐츠 

설계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09 4.10 5.00 4.26 4.82 4.03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09 0.79 4.63 0.71 4.43 0.91

디자인 

설계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09 3.97 5.00 3.97 4.82 3.6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03 0.62 4.48 0.73 4.25 0.78

로세

스 설계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감리원 감독

4.18 4.13 5.00 4.19 4.00 4.23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16 0.68 4.60 0.70 4.11 0.73

<표 19> 설계단계 감리점검항목 설문 결과

4.3 구현단계 감리점검항목의 검증

<표 20>은 구 단계에서 도출된 검항목의 조사결

과로 컨텐츠 구성, 디자인 제작, 로세스 구 에 해서 

타당성, 요성, 효율성의 수를 보여 주었다.

구 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역의 타당성은 3.37, 

요성 3.90, 효율성 3.63로 컨텐츠나 로세스의 수보

다 낮은 수 분포를 보 다.

디자인 역의 검항목에 한 타당성, 요성, 효율

성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디자인 역이 주  요소가 

많이 반 되기 때문이라 단된다.

컨텐츠 역의 타당성은 4.02, 요성은 4.47, 효율성은 

3.95로 무난한 수분포를 나타냈고, 로세스 역의 타

당성은 4.12 요성은 4.40, 효율성은 4.26의 높은 수분

포를 나타냄으로서 웹 콘텐츠 요성과 웹 표 을 근거

로 한 시스템 구 의 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체 으로 컨텐츠, 디자인, 로세스에 한 평가를 

살펴보면 분석단계와 설계단계와 구 단계에서의 타당

성과 요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체 정보시스템 구

축단계  분석, 설계, 구 단계가 성공 인 웹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과 품질 향상을 해 가장 요한 단계임을 

말해 다.

웹 기반 정보시스템 련 사업에 개선 감리 검사항

을 용하 을 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별로 검

항목이 세분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 감리 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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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물론 용하면서 개선 감리 검항목을 용하게 

되면, 웹 기반 정보시스템 련 개발 사업 감리 시 각 단

계별로 반드시 검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해 으로써 

개별 감리인의 경험, 기술력,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

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사 에 방지하고 감리 품질강화 

 신뢰도 향상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웹은 정보의 달체계뿐만 아니라 인의 거의 모

든 생활 역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품질강화를 

하여 기존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행에 

합한 감리 검항목과 감리 검 모형을 제안하 다. 

웹기반 개발 로세스를 심으로 하여 감리 검항목

을 도출하고, 도출된 검항목이 감리의 목 에 부합하

는지를 조사하 다. 조사방법은 감리원과 정보시스템 담

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감리 검항목

이 웹기반 정보시스템 품질강화를 해 필요한지 분석, 

설계, 구 단계별 감리 검사항으로써의 타당성과 요

성, 효율성에 해 조사하 고, 조사결과 도출된 감리 

검항목들은 모두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검항목과 감리 검 개선모형

이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시 정보시스템 감리 품질강

화를 한 기술과 실천 인 감리기법으로 용되고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컨텐츠, 디자인, 로세스에 한 분

석, 설계  구 단계에서의 타당성과 요성을 확인하

으며, 웹 기반 정보시스템 사업에 개선 감리 검항목

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 모델을 용게 되면, 개

별 감리인의 경험, 기술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문

제들을 사 에 방하고 감리 품질강화  신뢰도 향상

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의 사

업유형과 개발방법론 등이 다양하나 감리 검체계상의 

운 시스템분야의 분석, 설계, 구 시 만 국한하여 연구

하 고 이론  연구 주로 결과를 제시하 다.  제안한 

검 항목들에 한 실효성을 확인하기에 감리사례가 많

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 보다 활발히 이 질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

인 사업수행을 해 보다 심도 깊고 다양한 사업유형

별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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