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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와 정보제공이 활성화 되면서 사용자들은 서비스 품질 및 컨

텐츠 품질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또한 사용자

의 욕구를 만족 시키는 서비스 및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

용자 피드백 분석 및 운영시스템 분석 등 자료 분석에 노력하지만 제한된 이용자와의 커

뮤니케이션과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개선

된 서비스 제공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특정 웹 사이트(www.appbelt.net)의 운영현황 분석을 

위해 웹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로그 파일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로그 데이터를 가져

와 분석하고 별도의 리포트를 만들어 판단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글 애널리틱스 툴을 활

용하여 정량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웹 표준 평가(Coolcheck)서비스를 이용한 웹 사이

트의 전반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해당 웹 사이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

하였다. 

로그분석이란 사용자가 웹 사이트 이용하면 이에 대한 기록이 로그라는 형태로 흔적

이 남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행동하는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로그 분석을 통하여 대다수 이용자의 전반

적인 이용행태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로그 분석방법은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웹 검색 분야의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그분석 방법으

로 구글 애널리틱스 로그 추적 코드를 웹사이트에 직접 삽입하여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평가, 리포트 분석 단계를 거쳐 전반적인 웹 사이트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웹 사이트에서 예상하는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실제 방문자의 경로가 일치 하는지 판단하

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판단은 곧 기업의 목표 값 도달 경로의 우선순

위(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성이 너무 낮을 경우 경로 설정의 부적절함 등을 웹 사

이트의 개선 요소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

스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사용자의 요구 및 행태와 일치하는지 분석하여 향 후 

비즈니스 방향 재설정 및 웹 사이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구글애널리틱스. 사용성평가, 웹로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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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 비즈니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해진 가운데 인터넷

에 최적화된 마케팅 방법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유료 광고 들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

고 상품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하지만 막상 지불하는 노력과 

돈에 비해 결과가 지나치게 미미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기업

마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웹 사이트의 목적이 불분명

하고 혼란스러운 콘텐츠 제공 및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사

용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문자 수가 점점 줄어 결국 비즈

니스마저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어

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여 그 다음을 예측하는 마케팅 기획이 

기초가 되어야한다.1)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분석

하고 그 다음을 예측하려면 고객의 관심과 행동양식 파악이 이루

어 져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로그분석이다. 웹 로그 파일

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에 대한 기록이 로그라는 

형태로 흔적이 남는다. 2)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로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

는 구글애널리틱스(Google Analitics)를 활용하여 특정 웹 사이

트(www.appbelt.net)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추적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웹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의 행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체적인 웹 사이트의 품질 평가를 통해 웹 사이트 문

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요소를 추출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해당 웹 사이트의 ID를 부여받은 다음 ID가 포함

1) 오재훈, 김재훈, 김종우, “ 웹 로그분석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 시

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1 No.4, 

2011

2) 정선경, 이칠우 “웹로그 분석을 적용한 웹사이트내의 웹컨텐츠 분석 방법

론”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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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추적코드를 웹 사이트 개발소스에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일정기간(약 60일) 간의 로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분석 항목을 기본으로 방문자형태를 분

석하고 웹 사이트의 전반적인 사용성 평가를 위해 웹 접근성 평

가와 웹 품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2장에서 로그분석의 개념과 구

글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자가 수집된 로그 데

이터를 분석하는데 알아야 할 지표 행동과 처음 설정 방법에 대

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평가 

및 목표값 평가, 웹 표준 평가 실험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4

장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Ⅱ. 로그평가 및 웹 품질 평가  

1. 로그분석

1) 로그분석의 의미

로그분석이란 로그데이터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의 방문자 트래

픽을 파악하고 이 트래픽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트래픽에 여러 가지의 방문자 정보를 얻을 수 가 있는데 

일반적 정보(접속시간, 접속방식, 접속장소, 페이지뷰, 사용자별 

페이지뷰) 및 확장된 정보(고객정보, 구매정보, 재방문정보) 등 

분석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2) 방문자 행동 분석

초기의 웹 로그분석은 웹 사이트상에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

고, 이를 단지 웹 사이트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3) 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 마케팅 

영역이 늘어나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고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

하도록 고객의 세분화된 행동패턴 연구에 로그분석이 사용되어지

3) 고재문, 서준용, 김운식, 수주생산기업 B2B에서 e-CRM을 위한 웹 로그분석”, 

산업공학, 제18권 제2호, pp.205-2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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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 이러한 웹 로그분석은 웹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이 본 

페이지를 방문페이지로 변경하거나, 웹 사이트에서의 방문경로를 

파악하여 상품을 배치하는 등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고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객의 콘텐츠 선호에 

따른 웹 사이트의 효율적 설계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분석과 프로모션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며, 고

객의 성향과 행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2. 구글 애널리틱스

1)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해

로그분석을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한 번의 로그 수집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제공하는 심화기능 때

문이다. 또한 검증된 계산법을 이용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브랜드 참여도 퍼센트나 페이지 이탈율, 페이

지 참여율, 전환품질인덱스, 사이트 체류시간 및 방문당 페이지 

뷰 등 비교적 정확한 값을 확인 가능하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로그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태의 페이지 태그 서비스인 페이

지 태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그가 원격에 있는 데이

터 수집 서버에 정보를 보내면, 이를 통해 고객 분석 리포트 조

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리포트는 매 시간 생성되며 사용자는 

3~4시간 후 면 신규 데이터 리포트 확인이 가능하다.5)  

그림 1. 구글 애널리틱스의 동장박식 

4) 김정하, 김소은, “웹 로그 분석을 통한 여행사 웹 방문 경로에 관한 연구”, 

관광ž레저연구, 제16권 제3호, pp.209-226, 2004.

5) 이세현, 박종채 역,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콘출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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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널리틱스로 알 수 있는 분석 지표는 일반 분석 지표와 

심화 분석지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분석 지표로 하루 방문

자 수, 평균 전환률 (판매등록, 다운로드), 최다 방문 페이지, 

웹 사이트 평균 방문시간, 재 방문률, 평균 방문 심도(depth), 

리퍼러(referer)별 편차,지역별 분포, 사용 언어, 사이트 방문 

시간 (계속 체류 or 단일 페이지 방문 후 떠남) 등이고 심화분석 

지표로는 신규 방문자 대비 재 방문자의 비율, 마케팅 매체나 광

고소스에 따른 사이트 방문율 차이, 페이지 뷰 또는 리퍼링 소스

에 따른 이탈율 차이, 사이트 방문자의 참여도, 방문자가 고객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방문 횟수와 소요 시간, 유입경로의 통일성 

(고객의 Path와 회사가 설계한 path가 같은가) 등 여러 지표 확

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의미로 분석되어질 수 있는

데 <표 1> 지표 분석 행동의 예를 보면 사용자가 필요한 지표 및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정리 할 수 있다.

지표 분석 행동

주로 유입되는 리퍼러(referer)나

키워드를 분석
최적화된 검색 환경 설정

재방문 사용자의 충성도 분석 핵심고객에게 홍보 가능

구매 프로세스 중단 지점 확인 구매 프로세스 수정-매출 유지

페이지별 평균 방문시간 확인 적절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

접속 지역 확인 글로벌 버전 출시 가능

접속 브라우저, 해상도 확인 사용자 편의성 고려

주 사용자의 접속 시간 분석 효율적 운영

정보활용(다운로드) 확인 사용자의 참여도 판단

 

표 1. 지표 분석 행동의 예

이러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로그데이터를 

100%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는 9가지 정도이다. 첫째, 동적으로 

할당된 IP주소와 둘째,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과 셋째, 웹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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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문 수 카운트는 순 방문자 분석에 영향을 미치며 넷째, 태

그 누락에 의한 설정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다섯째, 자바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페이지 로딩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여섯째, 방화벽

에 의해 페이지 태그가 차단될 경우 정확한 로그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일곱째, 사용자의 페이지 지연시간과 여덟째, 페이지 방

문시간 카운트 시 마지막 페이지를 무시하는 계산법과 아홉째 페

이지 로딩시간이 너무 길 경우는 사용자의 페이지 뷰, 체류시간 

분석에 정확한 카운트가 힘들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

그 분석 데이터만 믿고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거나 UI를 수정하는 

등 지나치게 예민한 개선 활동은 자제하고 수치보다는 추세를 보

는데 집중해야한다

2)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

구글 애널리틱스를 시작하려면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글 

계정과 동일한 하나의 계정으로 다수의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각 계정은 다수의 프로필을 가진다. 이때 프로필

을 어떤 리포트 보고단위로 정의할 것인지 고려해야하며 생성한 

리포트 별로 분석이 가능하고 리포트간 분석 또한 가능하다. 예

를 들어 기간별로 리포트를 추가했다면 리포트A(기간X)와 리포트

B(기간Y)의 기간기준 로그 비교 분석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트래킹코드

를 웹 사이트 소스에 직접 추가해야한다. 가능한 웹 사이트의 모

든 페이지에 트래킹 코드를 삽입해야 전체적인 사용자 흐름 파악

이 가능하며 트래킹 코드는 애널리틱스에 프로필을 설정하는 동

시에 트래킹 ID가 발급되는데 이 트래킹 ID가 포함된  트래킹코

드를 삽입해야 식별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3) 구글 애널리틱스 리포트 분석

웹 로그 분석 툴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생성된 데이

터 양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사용자를 

잃어버리거나 정보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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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구글은 매저맵(Measusermap)사를 인수하여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는데 로그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터가 직관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 데이터의 접근

성 향상과 더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탐색 용이성을 강화했

다.6) 

 구글 애널리틱스의 드릴다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메뉴 

기반의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가진 다른 도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메뉴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리포트에 잇는 링크들이 서로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양

방향 세그먼테이션은 데이터를 빠르게 인식 할 수 있게 하며 수

준별 요약이 가능하며 해당 리포트 문맥에 맞는 도움말 및 전환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웹 표준 평가

1) 웹 접근성 평가

웹 접근성이란 웹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의 콘텐츠

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인 한계나 기

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웹 사이트

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

다.7)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사이트 개발 시에 준수하여

야 할 웹 접근성 지침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 평가한다.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분석을 위해 CoolCheck 솔루션을 사용

하여 진단하였는데 웹 사이트의 극히 일부(1000노드)만을 샘플 

진단하였으며 그 평가항목으로는 첫째, 사용자 (웹 사이트의 연

결 장애, 무결성을 통한 전반적인 완성도) 체크와 둘째, 개인정

보보호(개인정보가 노출된 내역과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항

목)진단 및 셋째, 검색 최적화(메타데이터 및 타이틀 분석을 통

한 검색 효율성), 넷째, 사용자 체감현황 (웹 사이트 방문자의 

6) 이세현, 박종채 역,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콘출판, 2010.

7)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B9_,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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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분석 다섯째, 유해정보/안전성(웹 사이트의 유해 정보 노

출과 기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 한다.  

2)웹 품질 평가 

웹 품질 평가란 웹 사이트의 완성도, 응답속도 등 웹 표준 미 

준수 항목을 진단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웹 사이트의 기본적인 사용자 보호요소들이 반영되어 설계되었는

지 평가 하는 것을 말하며8) 앱벨트(www.appbelt.net)의 웹 접근

성 분석을 위해 CoolCheck 솔루션을 사용하여 진단 평가하였다. 

Ⅲ. 실험 및 평가

1. 사이트 운영 평가

1) 브랜드 참여도

브랜드 참여도란 해당 사이트를 알고 있는 사용자가 인지도 때

문에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브랜드 참여도가 있다고 본다. 브랜드 

참여도 퍼센트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9)

  브랜드참여율검색어총수 직접엑세스방문총수
사이트명을포함한검색어수 직접엑세스방문수

2) 이탈율 

단일 페이지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트를 방문

한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와 한 페이지만 보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아 버리는 경우 등의 이탈 행동을 체크

하여 관리 한다. 이러한 페이지 이탈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페이지별반송율진입페이지에도달한횟수
제로액션단일페이지방문수

8) TTA “웹기반의 품질평가 지침“ 2010.08

9) Brian Clifton, “Advanced web metrics with Google analytics”, SY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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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로액션이란 파일다운로드, 플래시 인터랙션 등의 이

벤트나 전자상거래 트랜잭션처럼 추적할 수 있는 페이지 뷰 액션

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탈율이 25% 미만(녹색)일 경우 적극적

인 활동이 가능한 타깃 페이지로 정의하여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 페이지로 신규 프로모션이나 주요 뉴스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탈율이 25% 이상 

50% 미만(노란색)의 경우 개선을 위한 최적화 작업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 인기 콘텐츠 리포트의 대부분을 구성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이탈율 50% 이상(빨강)의 페이지는 시급

히 개선해야하는 리비젼 우선순위의 페이지들로 오래된 콘텐츠 

혹은 에러가 있는 페이지일 확률이 높다. 앱벨트의 경우 상위 10

개의 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앱벨트의 이탈율 분석화면

<그림 2> 앱벨트의 페이지별 이탈율을 보면 belt.jsp 페이지가 

62.72%로 가장 높은 이탈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페이지는 아이

디어 제안 이후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사용자들이 목록 확인이후 업데이트 확인 및 자신이 참여할 프로

젝트를 찾지 못한 채 페이지를 이탈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페이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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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참여율이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는것과 별개로 자발적

인 피드백(댓글, 다운로드 평점주기)을 제공하는 방문자의 실제

적인 참여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참여율은 사용자의 총 방문수에 

총 참여수를 나누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방문자가 이탈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점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데이터를 집계한 레벨에서 추적하므

로 페이지 참여도도 방문자별로 추적하는 것이 아닌 방문당 추적

하는 것이 좋지만 소수의 방문자가 모든 참여를 생성했는지 판단

하기 어렵다. 사용자참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흐름을 확인하

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4) 사이트 평균 체류시간 및 방문당 페이지 뷰 

페이지 참여율은 모든 방문자의 평균차 이므로 둔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방문자 대비 재방문자의 평균 체류시간

을 확인하거나 방문당 페이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

이 좋다. 사용자의 페이지 체류시간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소비한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페이지뷰 시간에서 

최초 페이지뷰 시간을 빼어 계산한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새 

브라우저를 열거나 최소화하고 다른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쿠키타임아웃 시간은 30초로 설정, 마지막 페이지 뷰는 무시하며 

방문자가 페이지를 떠나는 시점에 측정하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

나 이벤트가 요청된 시점에 측정 된다. 

또한 체류시간이 길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사이트가 너

무 혼란스러워 사용자가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업무 중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2. 목표값 평가

1) 목표값 설정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로그분석 중 가장 필요한 기능 

중 하나로 목표값 전환율을 들 수 있는데 사이트 방문자가 최종 

도달해야하는 페이지를 목표값으로 정하고 그 페이지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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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및 도달  하기까지 유입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유입

경로로 진입하는 방문자의 수는 각 단계마다 감소하며 유입경로 

중 어느 지점에서 이탈율이 높은지 등 함께 분석하여 목표페이지

의 도달에 방해가 되는 요소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예상하여 기획한 사용자 Path와 실제 사용자의 Path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앱벨트에서는 첫째, 개발의뢰서 작

성 둘째, 개발자 등록 등  두 가지 목표값을 설정하여 사용자 유

입경로를 확인 하였다. 

 

2)목표값 완료 평가

그 중 첫 번째 목표값인  개발의뢰서 작성의 목표값 완료 결과

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최초 [프로에게 의뢰하기 

메인]으로의 유입인원은 46명, 이탈 수는 33명 그 다음 유입인원 

13명 이탈수 11명, 최종 목표값에 도달한 인원은 2명으로 확인 

가능하다. 개발의뢰서 작성까지 유입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인원

이 이탈한 지점은 [프로에게 의뢰하기 메인]으로 해당 페이지의 

개선이나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그 다음페이지로 유입이 가

능하도록 유인페이지 삽입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3. 앱벨트의 웹 접근성 평가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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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표준 평가

1) 웹 접근성 평가  

웹 접근성 평가 항목은 첫째, 관리지표 둘째, 정량평가, 셋째, 

정성평가로 나누어지며 앱벨트의 평가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앱벨트의 견고성은 100%로 확인 

되지만 인식 및 이해의 용이성은 80%미만으로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면 대체텍스트 미 준수 건수가 2462건, 키보드로 이동할 수 없

는 콘텐츠 2955건 타이틀이 없는 페이지 46건으로 정량평가 결과 

양호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되며 정성평가 항목 중 데이터 테이

블의 정보제공 건수가 557건, 데이터 테이블의 셀 구현 483건등 

웹 사이트의 견고성을 뒷받침 해주지만 지나친 Style 속성 사용

이 51건, 콘텐츠의 논리적 구성이 49건 등 운영의 용이성은 떨어

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4. 앱벨트의 웹 접근성 평가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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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Event Data

1 전제 방문자 수 2,158

2 순 방문자 수 1,461

3 재방문 고객 수 5,303

4 신규 방문자 수 1,357

5 페이지뷰 수 9,632 

6 방문당 페이지뷰 수 4.46

7 신규사용자의 페이지뷰 4908

8 재방문 고객의 페이지 뷰 873

9 평균 방문 시간 00:08:41

10 신규 사용자 평균 방문 시간 00:01:52

11 평균 이탈율 38.00%

12 재방문 고객 이탈율 31.94%

13 신규 방문자 이틀율 41.53%

14 방문시간 10초 이하 991

15 방문시간 1800초 이상 92

16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70.17%)

2) 웹 품질 평가 

웹 품질 평가는 사이트의 전체적인 완성도 및 사용자 체감 개

인정보보호, 검색최적화 여부와 유해정보/안정성 등을 평가 한

다. 앱벨트의 웹 품질 평가 결과 완성도가 99.95%로 완성도 높은 

사이트로 평가 받았으며 유해정보와 안정성에서 99.75%의 높은 

양호도를 보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항목에서는 100%의 양호도로 

평가받아 대체로 높은 수준의 웹품질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검

색최적화 항목의 메타데이터, 타이틀, 키워드가 없는 등 검색 효

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Revision시 우선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1. 방문자 평가 결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앱벨트의 사용자 분석 결과를 항목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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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색 유입 수 974

18 직접엑세스 수 688

19 검색어 수 147

20 모바일 트래픽 401

21 태블릿 트래픽 27

표 2. 로그항목별 데이터

우선 방문자에 대한 평가로 1번 항목 전체 방문자 수(2158) 중 

3번 재방문 고객 수(951)  대비 4번 항목 신규 방문자 수(1357)

가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8번 항목 재방문자의 페이

지뷰 수(873)와 12번 항목 재방문자의 이탈율 31.54%와 관련하여 

분석해 볼 때 재방문의 경우 한번 방문 시 평균 페이지뷰율이 

1.08%로 2페이지 이상은 아니며 이탈율 31.54%의 비율은 실제 사

용자의 path 이상 측정된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재방문고객 수 

대비 13번 신규방문자수가 재방문 고객 수 보다 5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9번 항목 평균방문시간 06분 41초 대비 13번 항

목 신규사용자의 방문시간이 52초로 비교적 단기간 사이트에 머

무르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키워드 검색 및 홍보효과로 판단 할 

수 있겠다.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표 2>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의 

브랜드 참여도를 추정해보면 17번 항목의 검색 총수(974), 18번 

항목 직접 엑세스 수(688), 19번 항목 검색어 수(147)를 대입하

여 수식 계산한 결과 브랜드 참여도는 1.9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분석한 방문심도 데이터를 보

면 심도가 1인 가장 낮은 그룹의 방문 수는 871, 페이지뷰 수가 

871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평균 하나의 페이지만 보고 이탈한다

고 분석 할 수 있으며 방문심도가 가장 높은 그룹 20+ 의 방문 

수는 62 , 페이지 수가 2,323 으로 한 번의 방문 당 37개의 페이

지를 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참여도는 방문심

도와 거리가 있는데 자주 방문하여 많은 페이지에 관심을 가졌다

고 해도 실제 검색하여 페이지에 유입되는 등 의도를 가진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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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Event Data

1 목표1 평균 전환율 6.98%

2 목표2 평균 전환율 2.27%

3 신규사용자의 평균 목표1 전환율 3.07%

4 재방문 고객의 평균 목표1 전환율 2.59%

5 신규사용자의 평균 목표2 전환율 1.53%

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된다.  또한 20번 

항목 모바일트래픽으로 401회의 방문수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 트

래픽의 20%를 차지하는 수치로 모바일버젼 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2. 목표값 평가결과

제3장 실험에서 다룬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목표값을 설

정하면 목표값에 이르는 사용자의 path별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실험에서 목표값 1은 “프로에게 의뢰하기“로 실제 의뢰

서 작성 페이지를 기준 값으로 하였으며 목표값 2는 ”개발자 등

록“으로 개발자 등록 완료 버튼을 기준값으로 하였다. 

아래 <표 3>의 전환율을 보면 목표값 별 전환율 및 실제 완료

건수를 확인 할 수 있는데 목표값1의 경우 재방문자의 전환율보

다 신규사용자의 전환율이 다소 높았으며 재방문자 보다 신규 방

문자의 완료건수가 12건 많았다. 또한 목표값 2의 경우 평균 전

환율이 2.27%로 목표값 1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전환율은 신

규사용자보다 재방문 사용자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완료건수는 

신규 방문자가 3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목표값 1 

“프로에게 의뢰하기”는 신규사용자에게 최적화된 path로 구성, 

좀 더 높은 전환율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의뢰를 설득하는 

페이지 삽입 등 추가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목표값 2 “개

발자 등록”의 경우는 재방문 고객에게 고민의 여지 없이 간단하

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flow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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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방문 고객의 평균 목표2 전환율 2.27%

7 신규 방문자의 목표 1완료 건수 20

8 재방문 고객의 목표1 완료 건수 8

9 신규 방문자의 목표2 완료 건수 10

10 재방문 고객의 목표2 완료 건수 7

표 3. 검색 유입 사용자의 목표 전환율

3.  사이트 품질 평가 

사이트 품질 평가는 첫째, 콘텐츠 평가 둘째, 구조적 평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콘텐츠 평가의 경우 기획적으로 사용자의 측면

에서 수정해야할 항목 추출이 가능하며 구조적 평가의 경우는 개

발부의 시스템적으로 수정해야할 항목 추출이 가능하다. 제2장 

실험에서 다룬 앱벨트의 웹표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

이트의 품질 평가항목 및 위험도는 다음과 같다. 

분야 평가항목 위험도

기획

콘텐츠의 논리적 구성 84.48%

온라인 서식 레이블 추가 71.20%

개인정보 노출 6.35%

디자인
이미지 크기 지정 49.00%

이미지 레이블 지정 43.02%

개발

대체텍스트 삽입 90.51%

지나친 Style 사용 자제 87.93%

페이지 타이틀 추가 79.31%

메타 데이터 키워드삽입 52.46%

페이지 크기 지정 48.07%

https 사용 42.31%

디렉토리 리스팅 노출 41.67%

노출위험파일(log,sql,jnl) 0.52%

표 4. 평가 항목별 수정분야 및 위험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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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분야 개선방안 판단근거

기획

사용자에게 적합한 프로젝트 노출 페이지 이탈율 62.72%

목표값 페이지 도달을 위한 

유인페이지 삽입

목표값1 달성율 

15.38%

목표값2 Flow 수정(간단 가입) 목표값2 달성율 2.27%

재방문 유도 이벤트 페이지 삽입 브랜드 참여도 1.99%

신규 방문자를 위한 안내 페이지 삽입
신규사용자 전환율 

3.07%

모바일 페이지 기획 모바일 트래픽 20%

디자인

웹사이트 삽입 이미지 크기 지정
품질평가 위험도 

49.00%

웹사이트 삽입 이미지 레이블 지정
품질평가 위험도 

43.02%

개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체텍스트 

삽입

품질평가 위험도 

90.51%

검색 용이성 향상을 위한 메타 데이터 

키워드삽입

품질평가 위험도 

52.46%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 구축
품질평가 위험도 

6.35%

웹 사이트 소스 관리방안(Style 자제)
품질평가 위험도 

87.93%

로그평가는 핵심 성과 지표 설정을 기본으로 로그데이터를 어

떻게 분석하여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목적과 의의를 둔

다.10)

본 논문에서 평가목적의 특정 웹 사이트의 로그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방문 형태

를 분석하였으며 Coolcheck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전반적

인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는데 Revision시 참고할 전략 수립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5. 웹 사이트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10) 문태은, 문형남, “ 국내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511-153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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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로그 분석 항목별 6가지의 기획 분

야 개선방안과 웹 사이트 품질평가 시행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6

가지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도출

하였다. 

이처럼 웹 사이트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면 그 다음 과정으

로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에 반영할 Revision요소를 정의하고 차

기 버젼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추후 revision요소가 반영된 사

이트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흐름 변화 및 방문자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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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Web Site Utilizing Google Analytics

Kim, Donglim ․ Lim, Younghwan

In this paper, for the evaluation of the ease of a particular Web 

site (www.appbelt.net), insert the log tracking code for Google 

Analytics in a page of the Web site to collect behavioral data of 

visitor and has studi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the Web site, after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quality of the Web 

site through the evaluation of Coolcheck.  

These findings set the target value of the company's priority 

(importance) companies want to influence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are set up correctly, and the user's needs and 

behavior will be appropriate for the service seems to help 

improvement. 

Key Word : Google Analytics, Usability evaluation, W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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