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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2011년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6년에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총조사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그 결과는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의 학술연구,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주요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조사와 고품질의 통계생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통계청, 2015). 통계청은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사원 방문을 기피하는 현장
조사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조사원 면접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할 경우 응답자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회수
하거나, 인터넷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응답할 수도 있다.
조사방법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조사 수행뿐만 아니라 품질 높은 자료수집과 응답자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사방법에 보다 적합한 조사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조사표는 기존의 종이조사표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Andrews, Nonnecke and Preece, 2003; Bethlehem and
Biffignandi, 2012: 박영실·박현정·김혜진, 2015에서 재인용). 물론 종이조사표 설계와 관련
된 기본 지식이 인터넷조사표에도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인터넷조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1) 인터넷조사표 평가 전반에 도움을 주신 경제총조사과 정선경 사무관·임주원·장연 주무관, 조사시스템관리과
김기만 사무관·임경민 주무관, 연구기획실 박영실 사무관님과 박세연 연구보조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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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조사는 기술적․인구학적 특성 및 응답률
등에 있어서 종이를 매개로 한 조사와 매우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박영실
외, 2015).
통계청은 2016년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2015년에는 최종점검을 위한 시범
예행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시범예행조사에서는 지난 2011년 제1회 본조사 이후 2차례
(2013년, 2014년) 시험조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인터넷조사가 조사방법으로 다시 도입
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응답자 친화적인 2016년 본조사 안을 마련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표는 과연 인터넷조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었는지,
응답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이후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터넷조사의 개념 및 특징과 주요 설계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 등의
인터넷조사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로서 전문가리뷰(expert review)와 사용성평가(usability test)를 통해 2015년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범예행
조사 기간 이전과 중간에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평가 1: 전문가리뷰) 시범예행조사 이전에 시범예행조사를 위해 개발 중인 인터넷
조사표(안)에 대해 조사표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
(평가 2: 사용성평가) 시범예행조사 기간 중 시범예행조사용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실제 사업체 응답자 대상으로 실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터넷조사표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2016년 본조사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다.

제2절 문헌연구
1. 인터넷조사 개념 및 특징
인터넷의 발전은 조사과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조사, 온라인조사, 이메일
조사, 웹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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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차지할 것이 자명하다(박영실 외, 2015). 인터넷조사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방식과 웹(WWW)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민철,
2007; 성태제 외, 2006; Dillman, 2007: 최영훈·명승환·이강춘, 2008에서 재인용).
(전자우편 방식) 전자파일로 작성된 조사표를 응답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응답자들은
이 파일에 응답함으로써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순이메일방법(plain e-mail)과
이메일설문첨부방식(disk by e-mail)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우편 방식은 일반적인
우편조사와 내용면에서는 유사하나 조사표의 형태 및 발송, 응답이 컴퓨터를 통해 구현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김광용·김기수, 1999; 성태제 외, 2006; 김병진 외, 2006;
김영종, 2007: 최영훈 외, 2008에서 재인용).
(웹기반 방식) 응답자들이 웹상에 게시된 조사항목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단순HTML방식(plain HTML),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Java기반 웹조사 방식 등이다. 웹기반 방식은 내용상으로는 일반적인 조사표와
동일하나 웹페이지 형식으로 제작됨에 따라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곳에 있는 응답자
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대응하게 된다(김광용·김기수, 1999; 성태제 외, 2006; 김병진
외, 2006: 최영훈 외, 2008에서 재인용).
1982년경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개인과 회사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증가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인터넷조사는 전자우편
방식이었고, 1989년경에 World Wide Web이 도입되면서 이후 웹조사가 활발해졌다
(Bethlehem and Biffignandi, 2012: 박영실 외, 201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용어가 지침
하는 범위는 인터넷조사(=온라인조사) > 웹조사이다.2)
종이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조사표 설계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종이조사표와 다른 인터넷조사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조사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쿠퍼(Couper, 2008: 박영실 외,
2015에서 재인용)는 그 특징을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응답자 기입식이고
(self-administered), ② 컴퓨터관련 기술을 활용하며(computerized), ③ 상호작용할 수 있고
(interactive), ④ 분산형 처리방식이며(distributed), ⑤ 풍부한 시각적 요소(rich visual tool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기입식) 인터넷조사는 우편조사와 같이 조사원 없이 응답자 스스로 기입하는
2) 본 연구의 대상인 우리나라의 경제총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웹조사에 근접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되고, 쿠퍼(Couper) 또한 그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총
조사 조사방법의 공식명칭에 따라 인터넷조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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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응답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응답자 기입식이라는
특징은 인터넷조사의 한계로 지적되나 이는 역으로 조사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컴퓨터기술 활용) 인터넷조사는 CAI(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질문 유형을 자동으로 조합시킬 수 있으며, 자동
건너뛰기 등을 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무작위화(randomization)
실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관련 기능을 구현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증가하고, 응답자가 통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인 응답자 기입식의
한계를 두 번째 특징인 컴퓨터 관련 기술로 보충함으로써 구현된다. 응답자의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메시지 등 활용)이나 음성지원시스템을 통한 질문 읽어주기 등이
그러하다.
(분산형 처리방식) 조사표 설계자에게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응답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조사표의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각적 요소) 마지막으로 인터넷조사에서는 색상, 기호, 사진, 그래픽 등 풍부한
시각적 도구를 조사표 디자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응답부담을 줄여주고 무응답 오차
(nonresponse error)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 등을 통제함으로써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Bethlehem and Biffignandi, 2012: 박영실 외,
2015에서 재인용).

2. 인터넷조사표의 주요 설계 원칙
인터넷조사표는 일반적으로 환영인사(welcome) → 로그인(login) → 소개(introduction)
→ 조사항목(questionnaire) (↔ 추가정보/링크(additional info/links)3)) → 끝인사(thank you)의
순서로 구성된다. 소개 페이지 다음에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서 스크리닝 조사
(screening test)4)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각각의 페이지는 목적, 내용,
3)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링크들은 개별 페이지에 별도로 수록할 수도 있다.
4) 만약 응답자가 스크리닝 조사에서 비대상으로 판별될지라도 다음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조사표는 추후 분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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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Lumsden, 2005).
여기서는 조사항목 페이지를 중심으로 인터넷조사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총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가구를 대상
으로 하는 조사(예: 인구주택총조사 등)와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업체조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한 인터넷조사표 설계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조사표 설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업체조사
부문은 미진한 상황이다. 다만 가구조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적인 설계원칙은 사업체
조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Couper, 2008).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열
(layout), 내비게이션(navigation), 서식(formatting), 응답형식(response formats) 등에서 준수
해야 하는 인터넷조사표 설계 관련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Lumsden, 2005; Saaya,
Mustafa and Devarjaju, 2014).

가. 배열(layout)
조사표 전체의 배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첫째, 조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둘째 응답자가 수월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응답 과정이 흥미로워야 한다. 다시 말해, 조사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작성이
쉽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페이지에 넣지 말고 구성 요소들을 수평과
수직으로, 응답자가 읽기 쉽게 배열한다.
질문과 응답범주(response set)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질문과 응답
범주의 모든 요소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주제의 조사 항목들은 하나의 섹션으로 구성함으로써 다른 주제 항목과 구분
해야 한다. 섹션명을 명확하게 하여 섹션 간 구분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 단일 조사표
안에 섹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응답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흡한 디자인과 주목성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질문들은 응답자가 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응답자가 중간에 멈추었다 다시 응답을 하거나 혹은 조사표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조사표 안의 모든 질문들을 한 페이지에 배치하여 스크롤링(scrolling)을 해 가면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혹은 한 화면에 한 항목을 배치하여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paging)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스크롤링은 내비게이션 링크와 버튼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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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되기도 하나, 질문이 많을 경우 스크롤링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징 방법이나, 이 경우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거나 내비게이션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스크롤링 혹은 페이징 방법의 선택은 조사표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제한된 주제의 짧은 조사표는 스크롤링이
적합할 수 있는 반면 내용이 긴 조사표는 페이징 구성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칸에 대한 설명(field labels)은 연결된 칸들과 인접하게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가
해당 칸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번호체계(numbering): 질문번호는 누락이나 반복없이 순차적으로 매겨져야 한다. 조사표가
섹션이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조사표 전체에 걸쳐서 일관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시문(instructions): 지시문은 질문과 단일 체계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과
지시문에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면 응답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나. 내비게이션(navigation)
내비게이션은 인터넷조사표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응답자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요소로는 버튼, 링크, 사이트
맵(site maps), 스크롤링(scrolling) 등이 있다.
버튼: 조사표에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는 등의 버튼은
각 화면에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버튼은 장애가 있는 응답자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할 때에만 사용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버튼과 버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주어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시력이 약하거나 고령인 응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커야 한다. 버튼의 주변을 버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다.
링크: 보편적으로 디자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한 페이지 당 링크가 20개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링크를 설명하는 글(place-holder text for the links)이 명확하여, 이를 통해 응답자가
링크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원칙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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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링크와 방문하지 않은 링크를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파란색, 굵게, 밑줄로
나타내도록 한다.
- 이미지보다는 글로 구성된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에 도움이 된다. 만약
이미지나 아이콘을 사용할 경우 반복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이미지 옆에 글을 제공하여
그 링크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해주어야 한다.
- 링크가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같은 웹사이트 내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
하는지 혹은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지를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응답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중요한 자료로의 링크나 웹사이트의 기본 내비게이션은 페이지의 상단에 배치한다.
스크롤링이 적용된 페이지의 경우, 동일한 링크들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도 반복
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
- 고령자를 위해서 링크와 링크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두어야 하며 또한 링크 주변을
링크의 한 부분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클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이트맵(site maps): 전체 웹사이트의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웹사이트 이동 시 시간낭비와 실패를 줄여준다. 특히 20페이지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하다.
- 각 페이지마다 “사이트 맵”이라 명시한 링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이트 맵은
짧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한 페이지로 요약한다. 사이트 맵의 다운
로드 시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먼저 나타나도록 한다.
- 사이트 맵이 웹사이트의 다른 부분과 일관성 있게 하고, 그래픽은 응답자들이 사이트
맵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일 때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스크롤링(scrolling): 스크롤링은 조사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조사표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환영 페이지에서 스크롤링
구성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스크롤을 사용해야 한다면, 응답자가 어렵지 않게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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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식(formatting)
인터넷조사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시각적 요소를 풍부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므로 글자(text), 색, 그래픽 등 몇 가지 일반적인 서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글자의 경우에는 국문이 아닌 영문을 기준으로 한 연구결과에 근거
한다.
글자: 글자는 글꼴(font), 크기 그리고 장식(decoration)으로 외형이 결정된다. 글자에
따라 응답자의 읽기 편한 정도 및 읽는 시간과 화면 구성(screen configurations) 등 에
영향을 준다.
- 한 문장은 20단어(words)를, 한 줄에는 75자(characters)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응답자가
주로 고령이라면 한 줄에 50-65자로 줄이도록 하며, 문단은 5문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글자크기는 적어도 12포인트, 글자색은 배경색과 뚜렷이 대조되는 색으로 한다. 특히,
글자는 색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분되도록 하여 시력이 약하거나 고령이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스크린이 확대되었을 때의
글자크기와 글자색의 사용성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조사의 경우,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씨는 굵게, 줄 간격은 넓게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탤릭체는 피하도록
한다.
색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색상의 영향력이 크므로 현명하게 사용
해야 한다.
- 조사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색상 체계를 갖고 의미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배경은 패턴이 없는 중립적인 색을 사용하여 글자가 잘 읽히도록 해야 한다.
- 인접한 위치에 색상을 배열할 때는 대조가 되는 색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자와 배경은 검은색-흰색과 같이 쉽게 대비되는 색을 사용
해야 한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해 시각적 흔들림과 잔상 등이 생길 수
있는 색상 조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빨간색과 녹색, 노란색과 파란색,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과 초록색이 그렇다. 고령자의 경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세 가지 색상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합은 피하도록 한다.
- 한편, 색을 사용할 때에는 문화적 표준색을 고려해야 한다. 색에는 보편적으로 공유
되는 느낌과 의미가 있긴 하나, 문화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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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응답자(특히 장애가 있는 사용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 그래픽으로 인해 조사표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한다.
- 그래픽을 사용할 때에는 다운로드가 쉽도록 그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 참고로, 개별
이미지는 5kb를 넘지 않고 한 페이지에 총 20kb 이상의 그래픽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조사표 시작 시점에서 응답자가 조사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자가
그래픽보다 먼저 다운로드 되도록 한다.
- 그래픽은 색상을 넣지 않고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색상을 사용한다면,
그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호(symbol): 원, 화살표, 박스, 별 등과 같은 기호는 훌륭한 시각적인 도구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표를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표와 프레임: 이 두 요소는 웹사이트에서 내용의 정렬과 미학적인 목적으로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반면 시각장애가 있는 응답자에게 표와 프레임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 둘의 사용은 줄이는 것이 좋다. 표는 정보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짧고 단순해야 하고, 프레임 또한 그 내용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피드백: 인터넷조사표에서 적절한 피드백은 응답자가 조사표를 끝까지 작성하도록
도와준다.
- 각각의 새로운 섹션(페이지)마다 응답자는 조사표를 얼마나 완성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문 y개 중 x개 완성” 혹은
진행바(progress ba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 조사표와 참고자료를 가능하면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형식(alternative
format)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 조사표 소개 페이지에 해당 자료의 최근 수정 일(data-last-modified)과 저작권을 공지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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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답형식(response formats)
인터넷조사에서 응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는 라디오버튼(radio button), 체크박스
(check box), 드롭다운박스(drop-down box), 텍스트박스(text box), 매트릭스(matrix) 형식
등이 있다. 각 응답형식은 형태는 물론 조사표에서 사용하는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라디오버튼: 단일응답만 허용하는 폐쇄형(closed-ended) 질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
범주 옆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가리킨다. 한 조사항목 내 동일 차원의 라디오버
튼 그룹에서는 반드시 한 버튼만 클릭해야 한다.
- 응답 전에는 어느 범주의 라디오버튼도 클릭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컴퓨터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는 응답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응답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범주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버튼 주위영역을 클릭하여도 해당 범주를 선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답변 항목을 정확히 클릭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체크박스: 라디오버튼과 달리 복수(다중)응답을 허용하는 질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범주 옆의 작은 사각형으로 틱마크(√)로 체크한다. 라디오버튼과 마찬가지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크박스 어느 곳에도 사전에 틱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응답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클릭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드롭다운박스: 제시된 응답범주 리스트에서 응답을 클릭해야 하나 리스트가 아주 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때 응답자의 편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롭다운박스
리스트 첫 내용은 리스트를 펼치기 전까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박스: 문자 혹은 숫자를 응답해야 하는 개방형(open-ended) 질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크기에 따라 텍스트박스(text box)나 텍스트영역(text area)으로 구분된다. 둘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엄격히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텍스트 예컨대, 이름 날짜,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긴
응답을 요구할 때 사용한다(Couper, 2008).
매트릭스 질문: 동일한 응답척도로 묻는 질문이 여러 개일 경우, 표 형식으로 질문과
응답범주를 구성하여 간단하게 물어볼 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같은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응답을 빠트리거나 뛰어 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답된 질문의 셀이나 완성된 줄 자체를 회색으로 덮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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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품질향상 관련 기능
인터넷조사표에는 종이조사표와 다르게 자료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동합계5), 자동건너뛰기(automated skip), 도움말(help), 응답오류메시지(edit message)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자료품질 향상 기능인 응답오류메시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응답오류메시지: 인터넷조사에서 응답자는 내검(edit check)6) 후 오류발생 시 나타나는
응답오류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이는 조사원이 면접 중이나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Anderson et al.,
2004). 오류메시지는 응답 진행과정 중에 오류를 수정하여 수집된 자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응답자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인터넷조사표 설계
에서 적정한 오류메시지의 수, 제시방법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오류메시지는 인터넷조사표 설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Fox et al., 2003). Anderson et al.(2004)이 미국의 경제센서스를 포함한
몇몇 사업체조사에 대해 오류메시지 중심으로 사용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검 시점) 응답자는 대체로 응답 중 내검을 실시간으로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실시간으로 오류메시지를 받으면 이후 유사한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연관항목(inter-item)은 관련된 마지막 항목까지 작성 후 오류를 검사해야 한다.
- (오류메시지 내용)
· 공손한 어조로 간결하고 매끄러워야 하며, 질문에서 사용된 용어나 표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오류 수정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사전에 실시한다.

5) 응답자들은 종이조사표에서 직접 해야 했던 합계산출 등의 계산 작업이 인터넷조사표에서는 자동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Haraldsen, 2004).
6) 내검은 내검결과 발생하는 응답오류메시지의 강제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강제성) 내검 결과 발생하는 응답오류메시지의 응답 수정 요청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엄격한 내검(hard
edit)’과 ‘관대한 내검(soft edit)’으로 나누어진다. 엄격한 내검의 경우, 응답자는 반드시 해당 오류를 수정
해야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관대한 내검의 경우, 응답자에게 응답내용을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필수적으로 해당 응답을 수정하지 않아도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Fox et al., 2003). 관대한 내검은 조사표
제출 후에 여전히 응답내용에 오류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조사 거부보다 일부 오류를 포함한 자료라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다(Anders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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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를 응답할 경우 오류로 판단하는 응답값의 범위(range)를 너무 좁게 설정하여,
응답자는 정답을 입력하였으나 오류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메시지-항목 연계) 오류메시지를 보고 해당 오류가 발생한 조사항목을 쉽게 연계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오류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오류가 발생한 항목의 응답내용을 자동으로 삭제
하지 않도록 한다.

3. 문헌연구 함의
지금까지 인터넷조사의 개념 및 인터넷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표가 설계
되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전문가리뷰 및 사용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분석
과정에서 문헌연구 결과가 활용되었는데, 특히 전문가리뷰를 위한 평가 양식을 개발
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전문가리뷰를 위한 평가표와 사용성평가를
위한 관찰 및 프로빙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조사표의 배열, 내비게이션, 서식, 응답범주,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등이 응답자 사용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디자인이
만족스러운지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3절 사례연구
1. 인터넷조사 실시현황
UNSD(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에서 2006년 21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7) 시행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14개국
중 총 39개국이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절반에 가까운 55개국은 향후 몇 년 내에 경제센서스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

7) 경제센서스는 대개 5년 주기로 국가 내 모든 경제활동과 연관된 단위의 운영 특성과 구조에 관한 종합적
이고 자세한 통계를 수집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경제전반에 관한 센서스로 실시
되기도 하고, 특정 활동이나 부문에 관한 독립적 센서스로 실시될 수 있다(통계개발원, 2009).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러한 경제센서스에 대해 ‘경제총조사’로 지칭하고 있고, 각 국가들도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질
수 있다. 사례연구 부문에서는 경제총조사 대신 경제센서스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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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표 3-1> 참고)(통계개발원, 2009). 최근 본 연구에서 2006년 조사결과 경제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총 39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멕시코, 필리핀 3개국에서 기존 조사방법(각각 우편, 면접, 배포)과 함께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제3장

<표 3-1> 대륙별 경제센서스 실시현황

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및 카리브해
아시아(서아시아외)
서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전체

조사표
응답국

(1)

(2)

210
54
3
43
32
17
44
17

114
17
3
17
19
9
39
10

응답률
(%)

(3)=
(2)/(1)
54.3
31.5
100.0
39.5
59.4
52.9
88.6
58.8

경제
총조사
실시국

(4)
39
6
1
7
11
5
6
3

비율
(%)

(5)=
(4)/(2)
34.2
35.3
33.3
41.2
57.9
55.6
15.4
30.0

경제
총조사
예정국

(6)
55
13
1
11
13
3
9
5

비율
(%)

(7)=
(6)/(2)
48.2
76.5
33.3
64.7
68.4
33.3
23.1
50.0

자료: 통계개발원, 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결과보고서, 2009.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처음 실시한 경제총조사부터 조사원면접 방식을 원칙으로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조사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현장조사 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사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인터넷망을 이용함으로써 응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조사방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본조사에서 인터넷조사 참여율은 7.4%로 약
233천 개 사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3). 통계청은 2016년 제2회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시범예행조사(2015년)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전 두 차례 시험조사
(2012년, 2013년)와 달리 인터넷조사도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8) 단, 경제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를 파악하는데 참고한 UNSD 조사는 2006년에 실시된 것으로 현재 시의성이
떨어지지만,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임에 의의를 두고 결과를 참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조사 도입국 현황의 경우도 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결과보고서(통계개발원, 2009)에
소개된 경제센서스 실시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관련 자료로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제센서스 인터넷조사 실시국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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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인터넷조사표 사례
다음으로 경제센서스에 인터넷조사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 각각 실시하는 사업체 단위 조사의
인터넷조사표의 사례를 참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의 경제
센서스와 사업체조사 인터넷조사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조사표 디자인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각 국가의 조사표 사례는 인터넷검색과 조사 실시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미국9)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응답자 기입식이고, 종이조사표를 사용하는 우편조사와 그렇지
않은 전자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전자조사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Direct Internet Reporting’은 단일사업체
(single-location businesses)용 온라인조사시스템으로 응답자가 경제센서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응답하고 제출할 수 있다. ‘Census Surveyor’10)은 복수사업체(multi-location businesses)용
소프트웨어로 응답자는 조사표가 포함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응답한 후, 응답내용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디스크(disk)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2012년 경제센서스부터 새롭게 도입된
Direct Internet Reporting 시스템의 페이지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표 구조
조사표는 로그인, 주 메뉴(Main Menu), 조사항목, 리뷰, 부가정보 그리고 감사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로그인 페이지
[그림 3-1]과 같은 로그인 페이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먼저 환영메시지와 함께 웹사이트의 목적과 센서스국에서 제공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 5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9) 센서스국의 세미나 자료인 “Response Makes a Difference: 2012 Economic Census Informational Webinar”
(2013)와 경제센서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Direct Internet Reporting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0) 2002년 경제센서스에서 조사방법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Anderson and Har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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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으로 페이지 바탕색과 다른 색의 네모박스 안의 좌측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칸이
있고, 우측에는 센서스국에서 사전 송부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③ 네모박스 하단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콜센터 전화번호와 상담 가능 시간과
지역을 알려주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페이지 가장 하단의 바탕색과 다른 색의 네모박스에는 시스템 사용 관련
처벌 규정과 근거, 자료수집 동의에 대한 주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그림 3-1] 미국_로그인 페이지

나 ) 주 메 뉴 (M a in M e n u ) 페 이 지
로그인 후 응답자는 [그림 3-2]와 같은 주 메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 페이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장 상단에는 목록의 조사표를 모두 작성하라는 안내와 함께 각 조사표의 마지막에서
모든 응답내용을 리뷰할 수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② 다음으로 응답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명칭과 주소가 제시되어 있다.
③ 주소 아래에는 조사표 제출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목록의 조사표를 모두 오류 없이
작성을 완료하면 [그림 3-4]와 같이 ‘제출(Submit Forms)’버튼이 활성화되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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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단의 표는 해당 사업체가 작성해야 할 조사표 목록과 각 조사표의 작동상태
(Action), 입력상태(Status), 제출기한(Due Date), 오류(Problem Pages)11) 정보와 조사표
출력/저장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 작동상태(Action): 조사표 작성 전에는 ‘시작(Start)’, 작성 진행 중이나 완료 후에는 ‘리뷰
(Review)’ 라고 표시된 버튼이 활성화된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항목 페이지
([그림 3-5]), 리뷰 버튼의 경우 리뷰 페이지([그림 3-7])로 이동한다.
- 입력상태(Status): 시작 버튼 클릭 전에는 ‘시작 전(Not Started)’([그림 3-2]), 입력 중에는
‘진행 중(In Progress)’([그림 3]), 완료 후에는 ‘완료(Completed)’([그림 3-4])로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그림 3-2] 미국_주 메뉴 페이지: 시작 전 상태

[그림 3-3] 미국_주 메뉴 페이지: 진행 중 상태

[그림 3-4] 미국_주 메뉴 페이지: 완료 상태
11) 오류 관련 사항은 이후 응답오류메시지 부분(p.20)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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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항목 페이지
[그림 3-2]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 응답을 위한 조사항목 페이지로 이동한다.
① 조사항목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소수의 항목을 보여주고 다음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는
페이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또한 조사항목 페이지는 종이조사표와 질문, 지시문, 응담범주 등의 디자인이 유사하다.
[그림 3-5]와 [그림 3-6]을 보면 동일한 항목(3. Operational Status)이 인터넷조사표와
종이조사표에서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페이지 하단에는 세 가지의 이동 버튼이 있다. 우선 ‘이전(Previous)’ 버튼과 ‘다음
(Next)’ 버튼은 각각 한 페이지씩 앞과 뒤로 이동하도록 한다. 이전-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동 전 페이지의 입력내용이 저장된다. 이전과 다음 버튼 하단에는 ‘주 메뉴’버튼이
있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그림 3-5] 미국_조사항목 페이지

[그림 3-6] 미국_종이조사표 디자인 예시(2012 경제센서스, 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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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리 뷰 (F o r m R e v ie w ) 페 이 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메뉴 페이지에서 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7]과 같은
리뷰 페이지가 나타난다.
① 상단에는 모든 항목에 응답하고, 오류(error)나 경고(warning)를 수정하라는 안내문이

있다. 특히 오류를 반드시 수정해야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Item list)을 클릭하면 개별 항목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조사표 제출은 주 메뉴 페이지에서 하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

①
②

[그림 3-7] 미국_리뷰 페이지: 상단

③
[그림 3-8] 미국_리뷰 페이지: 하단

② 상단의 안내문 아래에는 전체 조사항목 목록(Item list)과 오류/경고 여부가 나타나 있다.
오류/경고 항목명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 페이지로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다.
③ 하단에는 주 메뉴 페이지로의 이동 버튼이 있다([그림 3-8]).

마) 부가정보 및 감사 페이지
주 메뉴 페이지에서 조사표를 제출하고 나면 부가정보 페이지([그림 3-9])와 감사 페이지
([그림 3-10])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부가정보 페이지: 사업체의 회계연도와 응답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입력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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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페이지: 감사 인사와 함께 제출한 조사표의 출력과 저장(PDF 파일) 기능과
로그아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주 메뉴 페이지에서 출력/저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페이지로의 이동 버튼이 하단에 있고, 그 옆에는 지금 감사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는 버튼(Print Page)이 있다.
제3장

[그림 3-9] 미국_감사 페이지

[그림 3-10] 미국_부가정보 페이지

2)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가) 도움말
조사항목 페이지에는 종이조사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질문 이해와 응답을 위한 비교적
상세한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지시문과
질문 사이에 위치한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되어 있는 ‘Help’를 클릭하면 조사표
에서 제시하지 못한 도움말이 제공된다.

[그림 3-11] 미국_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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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오류메시지
응답오류는 크게 오류(error)와 경고(warning)로 구분하고, 특히 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응답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경고의 발생 현황은 주 메뉴
페이지와 리뷰 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각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다. 주 메뉴 페이지([그림 3-3])에서는 오류와 경고가 각각 발생한 페이지 수만 알 수
있는 반면 리뷰 페이지([그림 3-7])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항목명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미국_응답오류메시지

오류가 발생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의 상단과 하단에 앞의 [그림 3-12]와 같은
오류메시지가 나타난다. 오류메시지는 상단과 하단에서 반복적으로 빨간색 계열의 바탕
위에 강조되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주요 입력칸(예: 7번 A. 3. TOTAL)에도 빨간색 계열의
색으로 채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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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덜란드12)
여기서는 네덜란드 통계청의 사업체 단위 조사에 사용되는 인터넷조사표(Electronic
Online Questionnaires)의 전반적인 구성과 기능에 대해 ‘access to finance’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표 구조
조사표는 로그인, 안내(Introduction), 조사항목, 제출 그리고 감사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페이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으로부터 1/4 지점(진한 파랑색 바탕)에는
조사표 이름, 제출기한, 사업체명, 응답자명, 통계청 로고가, 3/4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연한
파랑색 바탕)에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페이지 하단은 두 개의 행으로 구분
되어 있고, 첫 번째 행의 좌우 가장자리에는 페이지 이전(vorige)과 다음(volgende) 이동버튼,
그 사이에는 응답진행수준(voortgang)을 표시하는 가로 막대가 있다. 그 아래 두 번째 행에 있는
세 개의 아이콘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각각 도움말(help), 임시저장 및 종료(onderbreken), 출력
(printversie) 기능의 버튼을 의미한다([그림 3-14]).

가) 안내 페이지
로그인 후 처음 나타나는 페이지로 하단에 있는 각 버튼(이전-다음, 도움말, 임시저장
및 종료, 출력)의 기능, 조사항목 내 도움말(●
? ) 사용방법, 조사표 제출방법, 정보보안
그리고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다. 단 안내 페이지 하단의 경우는 다른 페이지와 달리 이전
버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그림 3-13]).

나) 조사항목 페이지
조사항목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소수의 항목을 보여주고
다음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는 페이징
?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응답 중인 항목은 점선 사각형 테두리 안에 질문과 응답범주를
모두 제시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있다. 단, 각 항목의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점은 응답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문의하거나 할 때 지칭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그림 3-14]).

12)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발표한 “Design Business Questionnaires at Statistics Netherlands”(Giesen, 201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제공한 통계청 담당자는 이 자료는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후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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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네덜란드_안내 페이지

[그림 3-14] 네덜란드_조사항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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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가) 도움말
질문 근처의 파랑색 원과 물음표 기호가 조합된 도움말 표시(●
? )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페이지 좌측(진한 파랑색 바탕)에서 나타난다([그림 3-15]). 이러한 제시방법은
도움말 내용이 질문과 응답범주를 가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도움말 기호
? )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그림 3-15] 네덜란드_도움말

나) 응답오류메시지
무응답이 발생한 항목 근처에 빨간색 삼각형과 느낌표 기호가 조합된 경고 표시(▲
! )가
항목 하단의 작성요청 메시지와 함께 [그림 3-16]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3-16] 네덜란드_응답오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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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란드13)
여기서는 핀란드 통계청의 사업체 단위 조사에 사용되는 인터넷조사표의 전반적인
구성과 기능에 대해 ‘Finnish affiliates abroad’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표 구조
조사표는 페이지 왼쪽으로부터 약 1/4 지점에는 질문 모듈(inquiry modules), 출력,
제출, 로그아웃, 추가정보에 관한 링크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각각의 질문 모듈에 해당하는 질문과 응답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모듈은 전체 조사표 페이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모듈명을 순서대로 나열해놓은
것은 간단한 사이트 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Finnish affiliates abroad’
조사표의 경우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응시하고 있는 페이지의 모듈명은
기존 글자색보다 진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 순서대로
대략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그림 3-17]). 한편 질문 모듈을
목차처럼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다음 [그림 3-18]과 같이 페이지 상단의 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Rouhunkoski, 2013). [그림 3-18]에 해당하는 조사표는 6개의 탭, 다시 말해 6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치한 탭은 바탕과 명칭의 색이 각각 흰색, 검은색으로
기존의 파랑색, 흰색에서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림 3-17] 핀란드_조사항목 페이지
13) 핀란드 통계청에서 발표한 “Usability testing as part of the questionnaire design process”(Godenhjelm, 201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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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핀란드_조사항목 페이지(탭 사용)

2)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가) 도움말
앞의 조사표 구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이지 좌측의 질문 모듈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안내(instruction)와 함께 제시된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도움말은 세부 질문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빨간색 원과
i )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7]).
영어 소문자 ‘i’가 조합된 기호(◯

나) 응답방법 선택
핀란드 통계청의 사례로 살펴보고 있는 ‘Finnish affiliates abroad’ 조사표는 응답자에게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여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19]는 ‘Activity of affiliates’ 모듈의 첫 페이지로 이 모듈은 조사 응답 사업체에
소속된 계열사들(affiliates)의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는 소속
계열사들의 활동 정보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a방법은 페이지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각 계열사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그림 3-20]과 같은 다른 모듈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표에 응답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다. [그림 3-19]에서 현재 제시된 계열사는 세 개이므로 이 응답자는 서로 다른 계열사명을
클릭하고 나타난 조사표에 응답하는 행위를 세 번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b방법은 각
계열사 정보를 [그림 3-21]과 같은 하나의 파일(CSV 형태)에 통합적으로 입력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그림 3-19]에서 ‘Move to answering’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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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림 3-21]에서 파일의 A열은 계열사명, 1행에는 [그림 3-20]과
동일한 순서의 조사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림 3-19] 핀란드_응답방법 선택

[그림 3-20] 핀란드_응답방법 선택(a방법)

[그림 3-21] 핀란드_응답방법 선택(b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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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증연구Ⅰ: 전문가리뷰
인터넷조사표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 전문가리뷰와 사용성평가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었다. 전문가리뷰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조사표가 원칙에 맞게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며, 사용성평가는 실제 조사 응답자로부터 조사표가 응답
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평가받는 방법이다. 각 평가방법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201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기간 이전과 중간에 순차적
으로 추진되었다.
(평가 1: 전문가리뷰) 시범예행조사 이전에 시범예행조사를 위해 개발 중인 인터넷
조사표(안)에 대해 조사표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
(평가 2: 사용성평가) 시범예행조사 기간 중 시범예행조사용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실제 사업체 응답자 대상으로 실시
먼저, 전문가리뷰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법
가. 리뷰어 특성 및 리뷰 절차
리뷰어는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자(6명)와 민간리서치회사 담당자(7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14)
이들의 전공은 통계학, 경제학, 심리학, 시각디자인 등이다.
리뷰는 시범예행조사(2015년 6월) 이전인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리뷰어는
이 기간 동안 인터넷조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조사 참여번호를 입력한 후 실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리뷰는 총 19종의 경제총조사 조사표 중 시범예행조사(2015년 6월)를 앞두고 우선 개발
된 2개 업종(도매 및 소매업, 광업 및 제조업(10인 이상))의 인터넷조사표에 대해서만 실시
되었다.15) 둘째, 리뷰어는 사전에 제공받은 가상의 사업체 정보가 제시된 자료(응답사례)를
14) 총 13명의 리뷰어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박영실 외(2015)가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실시한 두 번의 전문가리뷰에 최소 한 번 이상 리뷰어로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15) 경제총조사 조사표는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총 19종이 존재한다. 이 중 1종은 기업체용 조사표로 이를 제외하면
사업체 단위의 업종별 조사표는 총 18종이다. 이러한 18종의 조사표 중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광·제조업 사업
체용 조사표만 항목 구성이나 번호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17종은 총 13개 항목 중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10번 항목 외에는 동일하다. 특정항목(10번)의 수는 업종에 따라 0~7개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전 업종의
조사표에 대해 리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리뷰어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의 적절성과 조사표 개발
현황을 고려할 때 우선 개발된 2개 업종에 대해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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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사례는 사업체의 조직형태, 종사자 수, 사업
실적 등 조사표 응답에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업종(도·소매업, 광·
제조업)에 따라 서로 다른 응답사례가 제공되었다.
응답 후에는 인터넷조사표의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을 별도의 평가표(evaluation
form)(<부록> 1. 참조)에 제시된 질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표는 ‘서베이몽키
(survey monkey)’라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주소를 사전 안내하였다. 평가표의 질문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 인터넷
조사표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① 조사표
각 화면의 구성 및 디자인, ② 조사표 상의 이동(navigation), ③ 응답형식, ④ 글자체 및
글자크기 등, ⑤ 도움말, 조사표 출력 기능, ⑥ 응답오류메시지, ⑦ 기타 등에 대해 평가
하는 47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객관식 항목과 함께 주관식 항목을 두어 리뷰어의 심층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나. 리뷰 대상 조사표
리뷰는 201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위해 우선 개발된 2개 업종(도·소매업, 광·
제조업(10인 이상))의 인터넷조사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2개 업종의 조사표는
리뷰과정 이후 일부 변경되어 실제 시범예행조사 조사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리뷰 대상
조사표는 엄격히 말하면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안)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표는 로그인 → 소개 및 스크리닝 → 조사항목 →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부터 각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적인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리뷰에 사용된 2개 업종 조사표는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이후부터는 조사항목
차이에 따라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디자인과 제공하는 기능은 동일
하므로, 여기서는 도·소매업 조사표를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로그인 페이지
인터넷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그림
3-22]와 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3-22] 로그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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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로그인 후 나타나는 [그림 3-23]과 같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상단 부분은 경제총조사의 목적과 법적근거, 조사자료의 정보보호
그리고 조사표 작성방법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그 아래 부분은 응답자가 작성해야 할 업종의 조사표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조사 전년도
에도 응답자의 사업체가 현재 위치에서 사업을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였는지 각각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질문에 ‘예’로 클릭했을 때, [그림 3-23]과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조사표의 업종이 응답자의 사업체에 적합하면 파란색의 ‘조사
참여하기’ 혹은 빨간색의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조사항목 응답을
시작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엔 우측에 위치한 회색의 ‘업종검색’ 버튼16)을 클릭해
나타난 산업분류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에서 업종을 새로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사표로 변경해야 한다.

[그림 3-23]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예’ 버튼 클릭 결과

이때 조사참여하기 버튼과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은 클릭 후 조사가 전개되는 방법
에서 차이가 있다. 조사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번 조사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조사
항목 페이지가 나타나고 항목 순서대로 응답을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24]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난다. 이 팝업창에는 응답해야 할
16) 실제 리뷰기간에는 업종검색 버튼은 리뷰어가 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나, 팝업창이 나타나고 새로운 업종의
조사표로 변경하는 기능은 작동되지 않아 리뷰어가 검토할 수 없었다.

제3장

134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전체 조사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각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항목명 옆에 응답상태도 함께 제시
되어 있어 응답자가 응답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17)

[그림 3-24] 응답항목전체보기 팝업창

한편 [그림 3-23]에서 현재 사업체의 위치와 업종이 각각 전년도와 동일한지에 관한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요’에 클릭하면 [그림 3-25]와 같은 페이지로 전환된다. 여기서는
업종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사업체에 적합한 업종을 새로 선택해 그에 해당하는
조사표로 변경해야 한다.

[그림 3-25] 안내 및 조사표 확인 페이지: ‘아니요’ 버튼 클릭 결과
17) 업종검색 버튼과 마찬가지로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도 리뷰기간에 작동하지 않았다. 버튼 클릭 시 팝업
창만 나타나고 해당 팝업창에서 각 항목으로의 이동이나 응답상태 표시 기능은 구현되지 않아 리뷰어가
검토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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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페이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에서 조사참여하기 버튼 혹은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을 클릭
하면 본격적으로 조사항목이 제시된 페이지가 나타난다. 아래 [그림 3-26]은 도·소매업
조사표의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에서
조사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다. 이와 같이 조사항목 페이지는
1개 이상의 소수의 항목이 한 페이지에 제시되고 우측 하단의 파란색 ‘다음’ 버튼을 클릭
하여 페이지를 이동하는 형태이다. 이전 페이지로는 화면 좌측 하단에 제시된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그림 3-26]은 1번 항목이 제시된 페이지여서 이전
버튼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도·소매업 조사표의 경우 총 19개의 조사항목(10번 특정항목
7개 포함)이 8페이지에 걸쳐 차례대로 제시된다.
한편 조사항목 페이지에는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응답항목전체보기, 도움말,
응답오류메시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응답항목전체보기)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 버튼으로 앞서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에서 제공되었던 기능(전체 항목명 및 응답상태 확인, 각 항목으로 이동)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도움말) 도움말은 질문 혹은 응답범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
해준다. 각 조사항목명의 우측에 제시된 회색원과 물음표 기호가 조합된 아이콘
(●
? )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 행의 아래에 도움말 내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움말
× )를 클릭하면 도움말 내용이 사라진다.
X
내용이 제시된 행 우측 끝의 닫힘 기호(■

[그림 3-26] 조사항목 페이지: 1~6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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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오류메시지)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내검을 실시한 후 현재 페이지의 응답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화면 하단에 입력오류사항이 목록 형태로 제시된다. 제시된 오류
사항을 모두 해결해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가 빨간색 삼각형과
느낌표 기호가 조합된 아이콘(▲
! )과 함께 강조되어 제시되어 있다.18)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19)
마지막 조사항목 페이지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27]과 같은 작성방법과
응답자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제시된 질문에 응답을 완료한 후 화면
우측 하단의 ‘조사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응답내용에 대한 내검이 실시된다. 이때 실시
되는 내검은 현재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항목 페이지의 응답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연관되어 발생한 오류까지 파악하기 위함
이다. 이러한 연관오류를 포함한 입력오류사항들은 조사항목 페이지와 같이 화면 하단에
목록 형태로 제시된다. 이전 페이지에서 발생한 오류는 해당 오류내용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항목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조사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발생한
전체 내검으로 나타난 오류를 모두 해결한 후, 다시 조사완료 버튼과 이어서 ‘조사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조사표 제출 후에 인터넷조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팝업창이 나타나나 설문조사 응답은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림 3-27]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18) 리뷰기간에 내검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아 응답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응답오류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한 항목(2-3. 사업체 대표자 연령)에 대해서만 내검과 오류메시지가 발생하도록 하여 리뷰어가 이와
관련한 대략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19) 이 페이지에 ‘조사표 출력’ 버튼이 제시되어 있으나 리뷰 기간에 출력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37

2. 리뷰결과
리뷰결과는 조사 진행 단계에 따라 접하게 되는 각 페이지의 디자인과 기능 등에 대해
리뷰어가 제시한 주요 의견을 정리하였다.
제3장

가. 로그인 페이지
전반적인 사항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주로 제시하였다. 우선 인터넷
조사 실시기간, 즉 응답자가 인터넷조사시스템에 접속가능한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디/비밀번호가 기록된 조사 참여 안내문과 안내문 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응답자가 사전에 부여받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방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밀번호 변경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전에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팝업창([그림
3-29])이 나타난다. 현재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로
변경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리뷰어가 시험해본 결과 특수문자를 조합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점검 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3-28] 로그인 페이지

[그림 3-29] 비밀번호 변경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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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조사표 작성방법
리뷰어는 조사표 작성방법 부분의 바탕색이 페이지 전체 배경색과 동일하여 해당
내용이 강조되지 않으므로 다른 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작성방법은
이후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응답자가 해당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더 필요한 내용(예: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기)이 없는지 검토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표 목록
[그림 3-30]의 하단에 위치한 하늘색 네모박스 안에 응답자가 작성해야 할 전체 조사표
목록(B.광업, C.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G.도매 및 소매업(45~47))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조사표의 명칭에서 B, C, G와 같이 해당 업종의 산업분류를 나타내는 기호를 응답자
에게 굳이 복잡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참여하기 버튼
‘조사참여하기’버튼은 파란색으로 [그림 3-30]의 하단에 각 조사표 명칭의 오른쪽과
화면 하단 중앙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참여하기 버튼을 중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화면 가장 하단에 위치한 버튼은 삭제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림 3-30]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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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
[그림 3-30]의 하단에 있는 빨간색 ‘응답
항목전체보기’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31]과
같은 해당 업종 조사표의 전체 항목과 응답
상태를 보여주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리뷰어는
우선 응답항목전체보기라는 버튼명에서 이러한
팝업창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우
므로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팝업창에 제시된 항목명과
항목번호를 조사표와 일치시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림
3-31]의 하단에서 전체 항목의 응답이 미입력
상태이나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로의 이동 버튼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항목의 응답상태에 따라 그에 적합한
안내메시지가 구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그림 3-31] 응답항목전체보기 팝업창

하였다.

다. 조사항목 페이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조사표 목록에서 응답자의 사업체 업종에 적합한 종류의
조사표를 확인한 후, 조사항목 페이지로 이동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조사항목 페이지의 전반적인 사항, 이동 관련 버튼,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에
대한 리뷰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반적인 사항
정렬 및 표시
조사항목 페이지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텍스트박스에 입력할 때, 입력내용이 문자인
경우와 숫자인 경우 구분하여 정렬하고,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쉼표(,)를 표시하여
입력한 값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

140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질문 및 지시문
본 조사표는 문장이 아니라 조사항목의 명칭이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32]는 영업기간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1) 연간 영업 개월 수’와 ‘(2) 월간
정기 휴무일수’가 응답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영업기간이라는 항목명 아래에 위치한
기호(※) 다음에 제시된 문장은 지시문으로, 정확한 응답에 필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리뷰어는 이와 같은 질문과 지시문이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32]와 같은 영업기간 항목의 경우 영업
개월 수는 연간, 정기 휴무일수는 월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2] 9번 영업기간

또 다른 예로 광·제조업(10인 이상) 조사표에는 유형자산에 관한 조사항목이 [그림
3-33]과 같이 16번과 17번 두 개가 있다. 두 항목은 조직형태와 사업체유형에 따라 응답
대상 업체와 자산실적 입력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16번 항목은 전체 사업체가
사업체 단위, 17번의 경우 일부 사업체(본사·본점 등인 법인)가 기업체 단위로 자산실적을
유형자산이라는 항목명 옆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3-33]에서 두 항목의 차이는 
‘(사업체 단위)’라고 자산실적 입력 범위를 간략하게 명시해준 것 밖에 없다. 물론 도움
말을 활용해 항목 간 차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응답자가 도움말을 보지
않아도 필수적인 사항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과 지시문을 보완해야 한다.
단위
조사항목 페이지에서 금액을 입력하는 조사항목에는 [그림 3-34]와 같은 형태로 단위가
표시되어 있다. 리뷰어는 ‘백만원’ 단위로 입력해야 함을 지금보다 강조하여 응답자가
자칫 ‘원’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면적을 입력하는 항목에는 [그림 3-35]와 같이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면적에
해당하는 단위 중 ‘제곱미터(㎡)’ 보다 친숙한 ‘평’을 기준으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응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면적을 평 기준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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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제곱미터 단위의 값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옵션을 조사항목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3장

[그림 3-33] 16번 유형자산 및 17번 유형자산(광·제조업(10인 이상))

[그림 3-34] 백만 원 단위 제시 예

[그림 3-35] 제곱미터(㎡) 단위 제시 예(도·소매업)

응답형식 및 응답범주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 형식으로 응답범주가 제시되어 있을 때, 우선 [그림 3-36]
에서 응답형식과 응답범주 내용 사이에 위치한 , ...와 같은 번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번호는 인터넷조사에서는 필요성이 낮으며 오히려 시각적으로 복잡
하여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작의 편의를 위해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응답범주 내용(예:  개인사업체)을 클릭하여도 해당
응답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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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응답형식 및 응답범주 예: 라디오버튼

한편 전 업종 조사표의 공통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체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각각
10자리, 13자리로 통상 전자는 000-00-00000, 후자는 000000-0000000의 형태로 표기된다.
조사표에서는 [그림 3-37]과 같이 하나의 텍스트박스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리뷰어는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번호 사이에 대쉬(-) 기호를 삽입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 조사표 입력칸도 통상적인 번호체계와 같은 형태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각 칸에 해당하는 자리수의 숫자가 입력되면 키보드의 탭(tab)이나 마우스커서를 옮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37]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입력칸

2) 이동 관련 버튼
다음 버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입력내용에 대한 내검이 실시되고 내검 결과 오류가
발생하면 응답오류메시지가 나타난다. 오류가 없거나
발생한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하면 “내검결과 정상
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와 같은 확인
메시지 팝업창([그림 3-38])이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3-38] 다음 버튼 확인메시지

이때 이동 전 페이지에 입력된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나, 확인메시지에 저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응답자가 과연 저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매번 확인메시지 팝업창을 제시할 필요성도 낮다고 평가하였다.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사이에 있는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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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하고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팝업창([그림 3-39])이 나타난다. 확인을 클릭하면 저장
후 로그아웃되고, 취소할 경우 응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버튼은 사실상 로그아웃 기능을 하고 있는데
리뷰어는 버튼의 위치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그 기능을
[그림 3-39]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 확인메시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임시저장’ 버튼이
응답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3)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자동합계
본 조사표에는 합계를 구하는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활용
하여 자동합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는 당연히 합계가
자동적으로 산출될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합계를 통해 단순 계산 오류나 무
응답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건너뛰기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자동합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선행
응답에 따라 이후 응답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사전에 응답하지 않도록 정해진 항목
(비조사 항목)을 자동으로 건너뛸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비조사 항목을 질문이나 지시문을 상세히 읽고 이해하지 않아도 직관적
으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 )를 클릭하면 도움말을 볼 수 있으나, 응답자
조사항목명 우측에 위치한 물음표 기호(●
에게 해당 항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입요령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그림 3-40]).

[그림 3-40] 도움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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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오류메시지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입력내용에 대해 내검이 실시되고 오류가 있으면
[그림 3-41]과 같이 오류발생을 알려주는 메시지 팝업창(“입력한 자료에 에러가 있습니다.
내용검토 결과를 확인한 후 입력 자료를 수정해 주십시오.”)이 나타난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그림 3-42]와 같은 응답오류메시지가 나타난다. 빨간색
기호(▲
! ) 옆으로 ‘입력오류사항’과 ‘필수오류사항을 수정하셔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제시되고, 그 아래에 발생한 오류의 목록과 내용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그림 3-41] 응답오류알림메시지

[그림 3-42] 응답오류메시지 예

이와 같은 응답오류 관련 메시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선 응답오류
알림메시지([그림 3-41])에서 ‘내용검토 결과’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나, 응답오류메시지
([그림 3-42])에서는 ‘입력오류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어 두 메시지 간 표현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응답오류메시지에서 오류를 서술하는 문장 끝에 제시되는 T0019와
같은 오류코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오히려 영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오류메시지에서
오류를 확인한 후 화면 상부에서 해당 오류가 발생한 조사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기존과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전반적인 사항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방법과 응답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다음 버튼의 위치에 대신 ‘조사완료’, ‘조사표
제출’, ‘조사표 출력’ 버튼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조사시스템을 종료하려면 조사완료와
조사표 제출 버튼을 각각 순서대로 클릭하여야 한다. 조사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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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라는
확인메시지([그림 3-43])가 나타난다. 리뷰어는 응답자가
조사표를 제출한 후에는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해 이후 수정사항 발생에
[그림 3-43] 조사표 제출 확인메시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응답자에 관한 정보 중 이메일주소를 적는 칸에 ‘@’기호를 사전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은 응답자가 조사 시작
단계에서 마지막에서 작성 소요시간을 보고해야 함을 예고 받지 못해 정확한 응답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문조사

[그림 3-44] 설문조사 팝업창

조사표를 제출한 후 나타난 설문조사 팝업창([그림 3-44])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하면 조사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때 설문조사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창이
사라지고 다시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가 나타난 후 응답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음을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설문조사 팝업창의 명칭과 설명이
좌측 열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창의 목적을 보다 잘 대표하고 다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3장

146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제5절 실증연구Ⅱ: 사용성평가
4절의 전문가리뷰에 이어 지금부터는 인터넷조사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실시한 사용성평가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성평가는 실제
응답자가 인터넷조사표를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검토하는 전문가리뷰와 구분된다.

1. 방법
가. 참가자 특성 및 평가 절차
사용성평가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기간(2015.6.10.~7.21.) 중 인터넷조사가 가능한
기간(2015.6.8.~7.3.)20)에 시범예행조사 지역(서울시 구로구, 부산시 사상구) 내 7개 사업체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경제총조사과와 시범예행조사 지역 지자체
조사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1차로 선정한 후, 연구자가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성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7명을 확정하였다.
<표 3-2> 사용성평가 참가 사업체 및 참가자 특성
사업체

참가자

업종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실적

성별

직위

인터넷활용능력1)

1

출판영상

회사법인

단독사업체

비조사

여

실장

⑤매우 많음

2

출판영상

회사법인

단독사업체

비조사

남

이사

-2)

3

출판영상

개인사업체

-

비조사

남

부장

⑤매우 많음

4

전과기

회사법인

단독사업체

비조사

여

팀장

⑤매우 많음

5

건설

회사법인

단독사업체

비조사

남

대표

⑤매우 많음

6

출판영상

회사법인

단독사업체

비조사

남

이사

④약간 많음

7

운수

비법인단체

-

조사

여

-

④약간 많음

주 1) “귀하의 인터넷활용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전혀 없음~⑤매우
많음 중 응답한 결과이다.
2) 해당 참가자는 본인의 인터넷활용능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0) 2015년 6월 8~9일은 본격적인 조사원 방문면접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조사 기간이나, 인터넷조사 참여는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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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평가에 참가한 사업체와 참가자의 특성은 <표 3-2>에 간략히 요약하였다.21)
우선 7개 사업체 중 4개 업체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고, 나머지
3개는 각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업체의 조직형태는 회사법인이고 단독사업체이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포함한 사업실적은 1개 업체만 조사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비조사
대상이었다. 한편 사용성평가 참가자는 여자와 남자가 각각 3명, 4명이고, 업체 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직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자신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격적인 사용성평가에 앞서 연구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안내문, 참가 동의서, 관찰
기록지, 컴퓨터·인터넷활용 및 만족도 조사표, 사례비지급양식)를 준비하였다. 또한 사용성
평가는 실험실이 아니라 본 과제의 연구자가 사업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므로
최종 확정된 7명의 참가자와 방문일정을 조율하였다.
사업체 현장에서 사용성평가를 실시하는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 3-45]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과정은 약 6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연구자
(진행자)

참가자

2단계

3단계

사용성평가 소개
노트북 준비

참가자 관찰
프로빙

제반 양식 확인
및 노트북 정리
감사 인사

참가(녹음·녹화)
동의서 작성

조사표 작성
의문·불편사항
말하기

컴퓨터·인터넷 및
만족도조사표 작성
사례비지급양식
작성

[그림 3-45] 사용성평가 절차

우선 연구자 2명22)이 한 조를 구성하여 참가자의 사업체를 방문한 후, 사용성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평가과정 녹음 및 녹화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21)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성평가에 참가한 7개 업체는 모두 종사자 수가 50인 이하로 나타났다.
22) 각각 주진행자와 부진행자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주진행자는 참가자에게 평가과정을 소개하고 관찰 및
프로빙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부진행자는 동의서 등 각종 서류처리와 노트북 설치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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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때 음성녹음은 연구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였고, 참가자가 응답하는 조사표 화면에
대한 녹화는 연구자의 노트북에 설치한 스크린 레코더(Screen Recorder)라는 컴퓨터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어서 본격적인 평가를 위해 참가자에게 연구자가 제공한 노트북에서 인터넷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조사응답과정과 동일하게 연구자가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응답을 해나가면서 조사표의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연구자에게 바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참가자의
인지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인 ‘소리내어 말하기(think aloud)’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자는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옆에서 관찰하며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응답자 편의를 위해 제공한 기능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사용
하기에 편리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한 관찰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스크린 레코더로 녹화한 응답과정을 다시 보면서 참가자가 응답 중 언급하거나
연구자가 관찰한 주요 사항에 대해 ‘프로빙(probing)’을 하였다.
조사표 응답과 관찰 및 프로빙 과정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과 인터넷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간단한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고, 사례비지급을
위한 양식에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였다.

나. 평가 대상 조사표
사용성평가는 201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기간 중 실제 조사 지역 내 응답자가
작성하는 인터넷조사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평가에 참가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4개 업종(출판·영상업, 전과기업, 건설업, 운수업)(<표 3-2>)의 조사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4절에서 살펴본 전문가리뷰의 경우 시범예행조사 조사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우선 완료된 2개 업종(도·소매업, 광·제조업(10인 이상))의 조사표를 검토하였다. 반면
사용성평가 대상 조사표는 리뷰 기간 이후 리뷰어의 의견은 물론 경제총조사과와 연구자의
내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가 보완된 것이다. 따라서 조사표의 큰 틀과
구성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조사표 설계의 변경사항들을 페이지 제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에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 화면 하단에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어, 크롬)를 설치하라는 안내와 다운로드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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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그림 3-46])의 가장 상단 우측에 ‘로그아웃’ 버튼이 추가
되었다(①). 그 아래 회색 바탕 위에 제시된 조사의 법적근거, 수집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고, 응답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
되었다(②). 그리고 조사표 작성방법에 관한 부분도 우선 해당 명칭이 ‘조사방법’으로
변경되고, 두 번째 문장의 길이를 줄인 후 첫 번째 문장과 줄을 바꾸어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도록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③).
하단의 조사표 확인 부분에서 조사참여 방법 안내가 보다 간결하게 수정되었고(④),
중복 제시되었던 파란색의 조사참여하기 버튼은 조사표 목록과 나란히 위치한 것만
남기고 삭제되었다(⑤). 조사참여하기 옆의 빨간색의 응답항목전체보기 버튼의 명칭은
‘응답결과목록’으로 변경되고(⑥), 팝업창에서 오류, 미입력, 완료와 같은 항목의 상태
표시나 원하는 항목으로의 이동 기능이 구현되었다. 또한 응답결과목록 팝업창 상단에
제시된 안내에서 미입력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팝업창 하단에서는 전 항목 응답이
완료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을,
후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안내를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 3-46]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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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의 우측 하단에 있는 업종
검색 버튼은 업종을 변경하고 해당 업종의
조사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시범
예행조사에서 구현되었다. 응답자가 제시된
조사표의 업종이 본인의 사업체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업종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창([그림 3-47])에서
적합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할
업종 선택 후 저장하면 다시 로그인해야
적용된다는 확인메시지가 제시되고 로그인
페이지로 전환된다.

[그림 3-47] 업종검색 버튼 팝업창

조사항목 페이지
시범예행조사표는 리뷰용 조사표와 달리 7-1번 사업의 종류(주사업) 항목까지 응답할
내용이 조사 이전에 입력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를 ‘출력조사표’라고 하며, 응답자는 해당
항목들의 사전 입력내용에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면
된다.
시범예행조사표에서는 입력내용이 문자이면 좌측, 숫자이면 우측으로 구분하여 정렬
하도록 되었다. 응답형식과 관련해서는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응답범주의 내용(예:  개인사업체)을 클릭하여도 해당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를 선택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확인메시지 팝업
창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자료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도 보완되었다. 우선 시범예행조사표의
일부 항목에 자동합계(예: 8번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11번 사업실적)와 자동건너뛰기
(예: 6번 조직형태, 11번 사업실적 등) 기능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도움말의 경우 응답자
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입요령으로 내용이 보완되었다. 마지막
으로 응답오류메시지 박스의 명칭을 응답오류알림메시지에 제시된 용어와 통일하는 차원
에서 ‘입력오류사항’에서 ‘내용검토 결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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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시범예행조사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화면 하단에 조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조사담당자 정보 입력칸은 응답자가 기입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황갈색으로 덮여 비활성화되어 있다(①). 또한 ‘조사표 출력’ 버튼은 삭제되었고,
나란히 있는 ‘조사완료’와 ‘조사표 제출’ 버튼은 처음에 각각 파란색, 회색으로 색의 차
이를 주어서 응답자에게 먼저 눌러야 할 곳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②). 그리고
조사표 제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제출 후에는 입력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여 응답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출 후 부가적
으로 나타난 설문조사의 명칭을 ‘만족도조사’로 변경하였다.

①
②

[그림 3-48]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2. 평가결과
사용성평가 결과는 참가자가 조사표에 응답하면서 디자인과 기능 등에 대해 언급한
의문점 및 불편한 사항과 연구자의 관찰 및 프로빙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시방법은
전문가리뷰와 마찬가지로 조사 진행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각 페이지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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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페이지는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로그인 후 처음 나타나는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조사 소개: 응답의무, 비밀보호 및 조사방법
사용성평가 참가자들은 대부분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상단에 제시된 조사에 관한
소개 부분([그림 3-49])을 주의하여 읽지 않았다. 다만 회색 바탕의 네모 안에 제시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오히려 조사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고, 수집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안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자들이 이 조사는 왜 실시하고 사업체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응답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림 3-49] 조사 소개

조사참여하기 버튼
참가자들은 모두 조사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표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하기 버튼 외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결과목록 버튼23)을
클릭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이 버튼은 활용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참여하기
버튼과 응답결과목록 버튼은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는 반면,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조사참여하기 버튼의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업종검색 버튼
마지막으로 업종검색 버튼은 전문가리뷰에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으나, 사용성평가
23) 4절에서는 응답결과목록 버튼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에 포함하였으나, 5절에서는 조
사항목 페이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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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당 기능이 구현은 되었으나 참가자들이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다. 다만 참가자들
에게 사전에 제시된 조사표의 업종이 자신의 사업체와 불일치하여 업종검색 버튼을
활용하여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자, 해당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제3장

나. 조사항목 페이지
1) 전반적인 사항
레이아웃
사용성평가 참가자들은 인터넷조사표 화면에 조사항목을 제시하는 하는 방식으로 시범
예행조사표와 같은 페이징 방식을 스크롤링 방식에 비해 선호하였다.24) 만약 조사표가
스크롤링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전체 항목 응답 후 마지막에 처음으로 내검을 실시하고
응답오류메시지가 나타나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았다. 대신 응답을 진행하는 중 항목 무응답
등 발생한 오류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만 페이징 방식을 적용한 시범예행조사표를 응답자가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응답진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 페이지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응답오류메시지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응답진행현황 파악 및 페이지 간 이동과 관련하여 사용성평가에서 참가자가 불편해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이후 이동 관련 버튼 부분에서, 응답오류메시지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부분에서 상세히 정리할 예정이다.
질문 및 지시문
본 조사표는 일반적인 문장이 아닌 조사항목의 명칭으로 대체된 질문과, 이를 보완
하는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평가 참가자들은 조사응답 과정에서 도움말 기능을
한 번도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사표에서 추가 행동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한 지시문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질문과 함께 질문이해와 응답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하고 도움을 주는 지시문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었다. 여기서는 사용성평가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질문 및 지시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
하였다.

24)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이징 방식은 한 페이지에 소수의 항목을 배치하여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표 안의 모든 항목들을 한 페이지에 배치하여 스
크롤링을 해 가면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이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므로 조사표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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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사표에서 지시문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항목명 아래에서 참고 표시(※)와 함께 검은 색 글씨로, 혹은 항목명 오른쪽에서 역시
참고 표시(※)와 함께 하늘색 글씨로 제시되고 있다([그림 3-50]). 이와 같은 지시문에 대해
응답자가 지시문을 보다 잘 읽고 응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림 3-50] 지시문의 형태

이어서 세부 항목별로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번 항목(조직형태)
질문과 관련하여 우선 시범예행조사표에서 6번 항목은 [그림 3-51]과 같이 여러 개의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6번의 하위 항목들은 번호 없이 영문자 ‘Q'로 시작
하는 문장 형태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질문의 형태가 조사표 내 다른 항목들과 상당히
다르나 평가 참가자들은 질문의 형태로 인해 응답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6번 항목과 관련된 응답오류가 발생하여 오류메시지를 처리해야 할 때 나타
났다. 오류메시지는 조사표 내 어느 항목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6번의 하위 항목들은 각 질문에 번호가 없어 메시지에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을 제시
하는데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메시지를 해석하여 6번 항목 내
어느 ‘Q’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 문장
형태의 질문 서두에 표시된 기호 ‘Q’를 6번의 하위 항목임을 의미하는 번호(예: 6-1, 6-2,
6-3)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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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6번 조직형태

② 7-1번 항목(사업의 종류(주사업))
7번은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7-1번(주사업)과 7-2번
(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용성평가에 참가한 사업체는 모두 [그림 3-52]와 같은 체크
방식25)의 7-1번 항목에 응답해야 하는데, 이는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를 선택하는 부분과
그 아래로 ‘주요 사업내용’과 ‘매출액 비중’ 그리고 ‘주사업 산업분류 설명’을 입력하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2] 7-1번 사업의 종류(주사업): 체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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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요 사업내용과 매출액 비중, 주사업 산업분류 설명 입력칸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주요 사업내용 아래 함께 제시된 ‘(조사원 기입)’이라는 안내가 혼란을
유발하여 여러 가지 이상 응답행동으로 나타났다. 평가 참가자들은 조사원 기입이라는
단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요 사업내용을 입력하거나, 반대로 동일한 행에 위치한 매출액
비중까지 조사원이 기입해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입력하지 않아 무응답 오류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은 조사원 없이
응답자 스스로 입력하는 인터넷조사표에서는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요 사업
내용 입력칸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만약 반대로 응답자가 주요 사업내용 칸에
입력하도록 하려면 조사원 기입이라는 안내를 삭제해야 한다.
한편 주사업 산업분류 설명을 입력하는 칸은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도 없고,
응답자가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박스도 없는 공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마치
입력해야 할 칸처럼 보여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참가자들이 해당 영역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글자를 입력하려고 시도하며 시간을 지체하였다. 응답자가 입력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③ 8번 항목(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8번 항목은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연간급여액을 조사하는 항목이다([그림 3-53]). 여기서

[그림 3-53] 8번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25) 7-1번 항목(주사업)의 형태는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그림 3-52]와 같이 나열된 산업분류부호 중 선택하는
체크식과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하는 기입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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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평가 참가자들은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연간급여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간급여액은 사업체 내 종사자 전체가 조사기준 연도에 받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나, 일부
참가자들은 종사자 개인의 평균 연봉과 혼동하기도 하였다.
④ 9번 항목(영업기간)
9번 항목은 사업체의 ‘연간 영업 개월 수’와 ‘월간 정기 휴무일 수’를 조사하는 항목
이다([그림 3-54]). 8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일부 평가 참가자들은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월간 정기 휴무일 수에 대해 좌측에 제시
된 연간 영업개월 수와 연동하여 지시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1년 동안의 휴무일 수를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림 3-54] 9번 영업기간

⑤ 10-3번 항목(연구기술직 종사자 수) 및 10-4번 항목(직능별 종사자 수)26)
10-3번과 10-4번은 사업체의 종사자를 각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그림 3-55] 10-3번 연구기술직 종사자 수 및 10-4번 직능별 종사자 수
26) 이 두 항목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조사표의 특정항목에 해당한다. 10-3번 항목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조사표에도 특정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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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일부 평가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이전 페이지의 8번 항목에서 입력한 종사자
수 합계와 10-3번과 10-4번 각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현재
10-3번에는 이에 대한 지시문(“연구기술직 종사자 수 합계와 8항의 종사자 수 합계는
일치해야 함”)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색을 적용하거나 진하게 처리하여 응답자에게
보다 강조하고, 10-4번에는 10-3번에 제시된 것과 같은 지시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⑥ 12번 항목(유형자산) 및 13번 항목(무형자산)
12번은 유형자산([그림 3-56]) 실적, 13번은 무형자산 실적을 조사하는 항목이다.27) 두
항목은 이전 항목들에 비해 응답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사업체의 조직형태와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일부 업체(단독사업체 또는 본사·본점 등인 법인)만 응답하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선별된 업체는 기업 전체의 자산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 참가자들은 시범예행조사표에서 12번과 13번 항목을 보고 위와 같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다행히 첫 번째 주의점은 현재 해당 항목에는
자동건너뛰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앞서 6번 항목의 조직형태와 사업체 유형에 따라
응답대상이 아닌 업체는 입력칸들이 황갈색으로 비활성화되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왜 비활성화되어 있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참가자들이 해당
항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점인 기업 전체의 자산 실적을 입력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전 항목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체 범위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28) 또한 해당 항목에서 이에 관한 지시문이 없고, 도움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열어보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평가 참가자들은
모두 단독사업체 형태이므로 기업의 자산 실적을 입력해야 함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으나, 만약 본사·본점 등인 경우는 도움말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업체 범위로
입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3-56] 12번 유형자산

27) 두 항목의 디자인이 동일하여 여기서는 12번 항목만 [그림 3-56]에 제시하였다.
28)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체의 실적만을 기입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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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번과 13번 항목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응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종이조사표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그림 3-57]과
같이 12번과 13번 항목 바로 위에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그림 3-57] 12번 및 13번 지시문(종이조사표)

한편 12번과 13번 항목에 대해 일부 평가 참가자들은 응답에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림 3-56]에서 ‘연초, 연간, 연말’이 제시되어 있지만
보다 명시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바로 이전 페이지의 11번 항목(사업실적)
에서는 매출액에 대해 “2014년 1년간 사업(영업) 활동으로 얻은 수입액”과 같이 정확한
집계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시범예행조사표에서 금액의 경우 백만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8번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11번(사업실적), 12번(유형자산), 13번(무형자산) 등의 조사
항목에 [그림 58]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 참가자들은 대부분 경제총조사와
유사한 다른 조사나 재무제표 작성 경험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입력하는 것에 익숙
하였지만 원 단위와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액을 입력하는 조사항목에는
백만원 단위로 입력해야 함을 지금보다 강조하여 응답자가 자칫 원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림 3-58] 백만 원 단위 제시 예

기타: 출력조사표 관련 사항
시범예행조사표는 7-1번 항목(사업의 종류(주사업))까지 응답할 내용이 조사 이전에
입력되어 있는 출력조사표이다. 따라서 응답자는 1번 항목(사업체명) 위에 제시된 지시문
(“귀 사업체의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그림 3-59])에 따라 사전 입력내용에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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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정하면 된다.
평가 참가자들은 이러한 지시문을 확인하였으며, 지시문을 굳이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지시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참가자들은 사전 출력되어 있는 사업체
정보가 어느 조사나 자료에서 온 것인지 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사전 출력되어 있는 정보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림 3-59] 출력조사표 지시문

2) 이동 관련 버튼
이전 버튼
조사표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의 입력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반면 ‘이전’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면 현재 페이지 입력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페이지의
이동방향만 다를 뿐 다음 버튼과 동일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 참가자들은 다시 입력
하던 페이지로 복귀하였을 때 예전 입력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당황해하였다. 이전 버튼은
눌러도 저장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없으면 응답자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이러한
원리를 알아낼 수밖에 없다.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사이에 있는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저장하고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팝업창이 나타난다. 확인을 클릭하면
저장 후 로그아웃되고, 취소의 경우 응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버튼은 사실상 로그
아웃 기능을 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버튼의 위치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그 기능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임시저장’ 기능의 버튼으로 이해하였다.
응답결과목록 버튼
앞서 레이아웃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이징 방식을 적용한 시범예행조사표를
응답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맵과 같이 전체 조사항목과 응답
진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 페이지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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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와 조사항목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응답결과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조사항목명과 응답상태를 보여주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각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항목명 옆에 제시된
응답상태를 통해 응답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사용성평가에서 응답결과목록에 대해 논의된 내용 중 우선 언급할 사항은 저장과
관련된다. 앞서 이전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면 현재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다고 하였는데, 응답결과목록 버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응답결과목록
팝업창의 항목명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하면 이동 전 입력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무조건 다음 버튼을 통해 저장해야 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사전안내가 전혀 없어
참가자들은 몇 차레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참가자들이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응답결과목록 버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연구자가 개입하여 화면에서 해당 버튼을 찾아보라고 말해주어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29) 따라서 응답결과목록 버튼이 사전에 조사표를
설계할 때 의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평가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조사항목 페이지 좌측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응답해야 할 조사항목명을
목차처럼 나열하고 각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항목명 옆에 응답현황
(완료, 미응답, 오류)을 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응답자가 응답결과목록
버튼을 클릭하여야 나타나는 팝업창의 내용과 기능을 처음부터 바로 화면의 일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 자료품질 향상 관련 기능
자동합계
시범예행조사표에서 업종별 특정항목을 제외하고 공통항목을 기준으로 보아도 합계를
구하는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의 참가자들은 인터넷조사이므로 당연히
자동으로 합계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가리뷰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예행조사표에서는 일부(8번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11번 사업실적)에
자동합계 기능이 적용되었으나, 이 외에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계산해야 하므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적용된 자동합계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응답자가 합계칸을 직접
클릭해야만 합계가 산출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어 참가자들은 합계칸을
29) 참고로 응답결과목록 버튼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에 제시된 응답진행수준을 알려주는 표시에 대해서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162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클릭하기 전까지 자동합계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합계를 구성하는 칸의 입력
값을 수정하여도 합계칸을 클릭하기 전에는 합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서, 값을
수정한 후 합계는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전 항목에 자동합계 기능을 부여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합계칸을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구성하는 칸에 값을 입력
하거나 수정하면 자동으로 그에 따른 결과값이 생성되어 나타나도록 구현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합계를 계산하는 어려움이 감소하고, 합계칸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무응답 오류(예: [그림 3-60]에서 오류
1, 2)와 단순한 계산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60] 합계칸 무응답 오류 예

자동건너뛰기
시범예행조사표의 일부 항목(6번 조직형태, 11번 사업실적 등)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합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활용한 자동건너뛰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자동건너뛰기는 선행 응답에 따라 이후 응답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사전에 응답
하지 않도록 정해진 항목(비조사 항목)을 자동으로 건너뛸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상세히 읽고 이해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서는 사용성평가에서 자동건너뛰기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세부 항목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63

① 6번 항목(조직형태)
6번 항목은 여러 개의 후속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형태와 사업체 구분에 따라
하위 항목의 응답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그림 3-61]과 같이 첫 번째 질문
(Q)에서 사업체의 조직형태가 비법인단체이면, 바로 아래 두 번째 질문(Q)(법인등록번호,
사업체구분)은 건너뛰고 세 번째 질문(Q)(재무제표 작성여부)에만 응답하면 된다. 시범
예행조사표에서는 전문가리뷰 결과를 반영하여 6번 항목에 자동건너뛰기 기능을 적용
하였다. 응답자가 두 번째 질문을 건너뛰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질문 내 텍스트박스의
바탕을 황갈색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표시해주고
있다([그림 3-61]).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번 항목은 출력조사표로 조사되므로
건너뛸 부분이 사전에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황갈색으로 된 텍스트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응답하지 말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두 번째 질문 내 라디오버튼은
시각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해당 라디오버튼이 선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비활성화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비활성화된 부분을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질문을 읽어보거나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입력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시간을 지체하였다.

[그림 3-61] 자동건너뛰기: 6번 조직형태

② 11번 항목(사업실적)
11번은 사업실적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항목을 조사
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시범예행조사표에서는 사업실적을 조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해당 항목 내 입력칸 전체를 흰색이 아니라 황갈색으로 제시하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그림 3-62]). 그러나 참가자들은 비조사 대상임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11번
항목의 질문과 지시문을 읽거나 비활성화되어 있는 칸에 입력을 시도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도 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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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자동건너뛰기: 11번 사업실적

③ 10-1번 항목(일일 평균 영업시간)
출판·영상업 조사표의 특정항목 중 10-1번은 사업체의 일일 평균 영업시간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항목의 왼쪽에 위치한 개점 및 폐점시간 있음 혹은 개점 및 폐점시간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음의 경우만 화살표 오른쪽의 후속질문(①개점시간, ②폐점
시간)에 응답하면 된다. 그런데 참가자 중 오른쪽의 ①개점시간과 ②폐점시간을 먼저
입력하고 선행질문인 개점 및 폐점시간 있음/없음에는 무응답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그림 3-63]).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을 입력한 후 선행질문의 라디오버튼도
선택해야 함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응답자에게 왼쪽에 위치한
선행질문만 우선 제시하고, 있음을 선택한 경우만 오른쪽의 후속질문을 펼쳐서 순차적인
응답을 유도하면 선행질문에 무응답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림 3-63] 자동건너뛰기: 10-1번 일일 평균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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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0-4번 항목(직능별 종사자 수)
역시 출판·영상업 조사표의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10-4번은 사업체의 종사자를 직능
별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7-1번 항목에서 주사업이 무엇이었나에
따라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데, 응답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범위에 대한 안내가 항목명
옆에 파란색 지시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시문에 따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 서비스업(63)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10-4번 항목을 작성하면 된다([그림 3-64]).

[그림 3-64] 자동건너뛰기: 10-4번 직능별 종사자 수

그러나 참가자 중 해당 지시문을 인지한 경우는 없었으며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자가 지시문에 주의하지도 않고, 지시문을 인지하여도 이전
페이지에 있는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 입력내용을 기억하거나 찾아서 스스로 비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선행항목인 7-1번에서 후속 항목인
10-4번을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세부 업종의 산업분류부호가 선택될 경우 10-4번 항목을
자동으로 건너뛸 수 있도록 하면 비조사 업체가 응답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도움말
? )를 클릭하면 도움말을 볼 수 있다. 평가과정에서
항목명 우측에 위치한 물음표 기호(●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는 도움말 기능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 )를 도움말 기능으로
도움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물음표 기호(●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참가자들은 도움말 기호를 클릭해서 숨겨져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보다 조사표 화면에서 바로 보고 참고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 3-65]와 같이 10-3번에서 개점/폐점시간에 대한 기입예시와
10-4번에서 공간을 할애하여 응답범주인 가맹점 등의 정의를 제시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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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기입예시 및 응답범주 정의

응답오류메시지
사용성평가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발생한 오류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출력되어 있는 항목이 많고, 업체에 따라 비조사
하는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화면 하단에
제시된 응답오류메시지를 보고 오류내용을 이해하고 오류가 발생한 항목을 찾아서 수정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워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류메시지가
가독성이 낮고 조사자 중심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조사표의 구조와 조사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사용성평가에서 참가자가 오류메시지에 대응하기 어려워한 이유를 실제로 제시된
메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된 메시지에 어느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왜 발생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구체적
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림 3-66]에서 오류메시지는 “일일 평균 영업
시간이 NULL인 경우(J0010)”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의 번호(10-1번)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항목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해 개점 및 폐점시간 있음/없음에 응답하지 않았으니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NULL’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J0010)’과 같은 응답자에게는 사실상 불필요한 내검코드도 함께 제시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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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가독성 낮은 응답오류메시지 예

한편 일부 오류메시지는 표현이 부정확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67]에서 오류 1의
‘소계’는 ‘합계’로, 오류2의 ‘계’는 ‘소계 ’가 되어야 하나 현재 잘못 제시되어 응답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에서 전체 내검 후 서로
다른 두 페이지 이상에 있는 항목들이 연관되어 발생한 오류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참가자
들은 연관오류메시지를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오류메시지보다 대응하기 더 어려워하였다.
첫 번째는 페이지가 다른 두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하였고, 두 번째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로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다. 현재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에 제시된 오류메시지를 클릭하면 오류발생 항목이 있는 페이지로 링크되어

[그림 3-67] 표현오류가 있는 응답오류메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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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동으로 이동하기는 하나, 정확한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야기하였다. 세 번째는 오류항목의 페이지로 정확하게 이동하여도 해당 오류메시지는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에만 확인할 수 있고 오류항목 페이지 하단에는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거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조사완료 버튼을 눌려 전체 내검을 실시하여야만 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참가자는 [그림 3-68]의 오류 1(조직형태 = 1&대표자 성별 =
①남인데 8.③자영업자(남) = 0인 경우(T0036))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해당 오류는 8번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데 오류메시지를 클릭하면 1~6번 항목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어느 항목에서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는 해결
방안을 전혀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목번호를 추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이해도는 일정 수준 상승할 것이나, 여전히 오류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오류수정이 가능한 페이지로 정확하게 링크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림 3-68]의
오류 1의 경우 8번 항목 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항목의 페이지로 스스로 찾아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오류항목 페이지에 도달
하여도 오류메시지가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에서만 제시되면 오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전체 내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3-68] 연관오류메시지 예

라.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
전반적인 사항
사용성평가 참가자는 작성방법 부분의 ‘(1)조사표 작성방법’과 ‘(2)사업실적 작성 시
참고자료’의 응답범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선 (1)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인터넷
조사 응답자의 경우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과 ‘인터넷조사’는 응답범주로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리고 (2)사업실적 작성 시 참고자료의 응답범주 중 ‘사업체의 직접
답변’은 인터넷조사 응답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보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항목 응답을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조사를 시작할 때 소요시간 측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69

만족도조사
사용성평가 중 조사표를 제출한 후에 만족도조사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제3장

[그림 3-69]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제6절 결론
1. 조사표 주요 개선방안
지금까지 인터넷조사표에 대한 문헌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실시한 전문가리뷰와 사용성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와 순차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2016년 본조사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검토의견까지 반영하여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표의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와 조사항목
페이지에 대해 도출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로그인 페이지와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를 포함한 전체 조사표에 대한 기타 부수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례는 4절과 5절의 결과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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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
조사 응답의무 및 비밀보호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이 조사의 응답의무 및 과태료 규정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그림 3-70]). 반면 이 조사를 왜
실시하고 사업체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응답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추가하여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0] 조사 응답의무 및 비밀보호

조사방법
[그림 3-70]의 바로 아래 영역([그림 3-71])은 소제목이 ‘조사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일러두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 보다 적합한 ‘조사표 작성방법’ 혹은 ‘조사표 작성요령’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성내용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업체 실적 기준 응답 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입 시 참고사항(금액자료는 백만원 단위로, 단위
미만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 등)과 제공기능(도움말, 응답결과목록 등)의 활용
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응답자가 인지하고 조사표
v ) 등)하는 기능을 도입
작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읽음 여부를 확인(예: 체크박스 표시(□
할 수도 있다.

[그림 3-71] 조사방법

조사참여방법 및 조사표 목록
조사참여방법을 이원화하여 응답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하기
버튼과 응답결과목록 버튼을 제공하였으나([그림 3-72]), 응답결과목록 버튼은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버튼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참여하기 버튼과 응답결과목록 버튼을 삭제한 후 조사표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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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조사표명을 클릭하면 조사항목 페이지로 이동하여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방법을 일원화하고, 조사참여방법에 대한 안내는 삭제해야 한다.

제3장

[그림 3-72] 조사참여방법

시범예행조사표는 조사표 목록에서 작성해야 할 조사표명(예: [그림 3-72]의 B.광업,
C.제조업(종사자 9인 이하))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응답자에게 조사표명뿐만 아니라
[그림 3-73]의 미국 경제센서스 사례와 같이 조사표의 현재 입력상태(미입력, 입력 중,
입력완료, 제출완료), 제출기한, 오류현황에 대한 정보와 조사표 출력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 목록에서 조사표명 이 외에 위와 같은 정보들이 추가로 제공되면 본격적인
응답에 앞서 응답자에게 대략적인 조사표 작성 현황을 알려주는 안내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73] 미국_주 메뉴 페이지의 조사표 목록

나. 조사항목 페이지
전반적인 사항
현재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번호, 질문 및 지시문, 단위, 응답범주와 각 조사항목을 구분
하는 선의 선명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조사항목 페이지를 포함한 조사표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각 페이지의 글자, 선, 기호 등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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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조사항목에서 질문과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7-1번 항목(사업의 종류(주사업))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원 기입’이라는 표현은 자기기입식의
인터넷조사표에 부적합하고, 응답자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응답행동이
유발되었다. 또한 12번/13번 항목(유형/무형자산)에는 기업 전체의 자산 실적을 입력하라는
중요한 내용이 지시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움말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는 있으나 이를
열어보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2/13번 항목에는 응답에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질문과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지시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금액을 백만 원 이외의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현재 금액을 입력
하는 개별 항목에 백만 원 단위로 입력하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응답자가 잘 인지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조사표 작성방법 부분의
개선방안으로 금액자료의 백만 원 단위 입력을 추가하는 것과 아울러 개별 항목에서도
지금보다 단위 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동 관련 버튼
- 이전 버튼
다음 버튼과 달리 이전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면 현재 페이지 입력내용이 저장
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버튼과 동일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는 다시 입력하던 페이지로 복귀하였을 때 예전 입력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당황해하였다. 따라서 다음 버튼과 같이 이전 버튼을 눌러 이동하여도 이전
페이지 입력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저장 후 나중에 다시 입력 버튼
이 버튼은 사실상 로그아웃 기능을 하고 있는데, 버튼의 위치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저장 기능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저장 후 로그아웃하는 대신 응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임시저장 기능의 버튼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응답결과목록 버튼
페이징 방식을 적용한 시범예행조사표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응답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맵과 같이 전체 조사항목과 응답진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페이지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와 조사항목
페이지에 응답결과목록 버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응답자가 응답결과목록 버튼의 존재와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73

기능을 잘 인지하지 못해 설계 시 이 버튼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앞서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조사표 작성방법 부분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부분에 조사표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인 응답결과
목록 버튼의 활용방법을 추가하도록 한다.
응답결과목록 팝업창이 사이트맵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팝업창을 제시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래 [그림 3-74]와 같이 소개 및 스크리닝 페이지의 조사표 목록에서 조사표
명을 클릭하여 조사응답을 시작할 때, 조건에 따라 제시하는 화면을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표명을 처음 클릭한 응답자에게는 바로 1번 항목이 있는 조사항목
페이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반면 한 번 조사응답을 시작한 후 다시 해당 조사표명을 클릭
하면 응답결과목록 팝업창이 자동으로 나타나서 세부적인 이전 응답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74] 응답결과목록 팝업창 제시방법 예 1

사이트맵 역할강화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조사항목 페이지 좌측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응답해야 할 조사항목명을 목차처럼 나열하는 것이다. [그림 3-75]는
인터넷조사표 좌측에 조사항목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 사례이다. 시범예행조사표에서
응답자가 응답결과목록 버튼을 클릭하여야 나타나는 팝업창의 내용과 기능을 처음부터
바로 조사표 화면의 일부에 고정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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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장과 관련하여 앞서 이전 버튼은
클릭하여도 저장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응답
결과목록 버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응답결과목록 팝업창의 항목명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이동 전 페이지의 입력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무조건 다음 버튼을
통해 저장해야 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그림 3-75] 응답결과목록 팝업창 제시방법
예 2: 2011년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표

사전안내를 추가하거나, 더 근본적으로는
응답결과목록 팝업창의 항목명을 클릭하여도
이동 전 입력내용이 저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품질향상 관련 기능
- 자동합계
합계가 필요한 항목이 다수이나 현재 시범예행조사표에는 일부 항목(8번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11번 사업실적)에만 자동합계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이 또한 응답자가
합계칸을 직접 클릭해야만 산출되고, 합계를 구성하는 칸의 값을 수정하여도 합계가 자동
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조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전 항목에 자동합계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합계칸을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구성하는 칸에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자동으로 그에 따른 결과값이 생성되어 나타나도록 구현해야
한다.30)
- 자동건너뛰기
시범예행조사표의 일부 항목(6번 조직
형태, 11번 사업실적 등)에 자동건너뛰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입력칸을 황갈색
으로 채워 비활성화하는 방식([그림 3-76])
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응답자는 응답할 필요가 없는
[그림 3-76] 자동건너뛰기: 11번 사업실적

항목임을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 따라서 응답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 차이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 비조사 항목의 경우 입력칸뿐만 아니라
30) 응답자의 입력 편의성 측면에서는 자동합계 기능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응답자가 자동으로
산출된 합계값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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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를 황갈색으로 덮어 비활성화함으로써 해당 항목은 건너뛰어야 함을 더욱 강조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항목을 건너뛰는 이유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자동건너뛰기 기능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시문을 통해
응답자가 스스로 해당 항목의 응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림 3-77]과 같은 경우가
자동건너뛰기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이다.

[그림 3-77] 자동건너뛰기: 10-4번 직능별 종사자 수(출판·영상업)

또한 선행질문에 따라 동일 항목 내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그림
3-78])에서는 선행질문에서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선행질문(예: 개점 및 폐점시간 있음, 개점 및 폐점시간 없음)만 우선 제시하고,
다음 질문이 필요한 응답일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예: ①개점시간, ②폐점시간)을 펼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응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8] 자동건너뛰기: 10-1번 일일 평균 영업시간

- 응답오류메시지
현재 응답오류메시지에는 어느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왜 발생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오류메시지는 표현이 부정확하였다. 따라서 오류메시지의 표현을 응답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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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작성방법 및 응답자 정보 페이지에서 전체 내검 후 서로 다른 두 페이지
이상에 있는 항목들이 연관되어 발생한 연관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오류의 내검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지금과 같이 전체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완료
후 연관오류를 내검하면, 오류메시지가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의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링크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안은
연관오류도 조사항목 페이지에서 다음 버튼을 누를 때 다른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오류와 함께 내검하고, 오류메시지는 관련 항목 중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
페이지에서 바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페이지에서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두 방안 모두 연관오류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서
오류메시지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메시지가 처음 나타난
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구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넷조사표 설계에 관한
문헌과 해외 조사표 사례를 검토하여 이후 실증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를 대상으로 전문가리뷰와 사용성평가를 실시하여,
조사표 설계 관련 전문가와 사업체의 실제 조사 응답자로부터 조사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리뷰와 사용성평가는 시범예행조사 기간 전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범예행조사표 초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뷰 결과를 이후 시범
예행조사표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대상으로 사용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우선 시범예행조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사용성평가에서 보다
구체적인 관찰 및 프로빙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평가과정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즉각적으로 실무부서에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2016년 본조사 인터넷조사표 설계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제센서스를 포함한 사업체 단위 인터넷조사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소수의 사례에 대해 제한된 자료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순차적인 조사표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장점이 있었으나, 실제 진행과정에서 리뷰 기간에 일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리뷰어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조사표 평가 방법은 그 대상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 중 응답오류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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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다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조사표에 도입하여 디자인 및 기능을 보완하고 실제로 개선효과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인터넷조사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178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참 고 문 헌 >
최영훈·명승환·이강춘(2008),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II: 2001년과 2006년 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비교를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2(3): 423-440.
박영실·박현정·김혜진(2015), 2 0 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표 설계: 3 차 시험조사표 시선추적
실험 및 전문가리뷰.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2009), 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결과보고서.
통계청(2015),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조사지침서(내부자료).

Anderson, A. E., E. D. Murphy, E. M. Nichols, R. S. Sigman, & D. K. Willimack(2004),
"Designing Edits for Electronic Economic Surveys and Censuses: Issues and Guidelines."
Proceedings of the Joint Statistical Meeting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Alexandria, VA, 4912-4919.
Anderson, A. E. & M. D. Harley(2007), "Using Software to Collect Data Electronically for the
Economic Census." Papers presented at the ICES-III.
Couper, M. P.(2008), Designing Effective Web Survey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x, J. E., W. Mockovak, S. Fisher, & C. Rho(2003), "Usability Issues Associated with
Converting Establishment Surveys to Web-Based Data Coll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FCSM Conference. Arlington, VA, November.
Giesen, D.(2010), "Design Business Questionnaires at Statistics Netherlands." BDCM Workshop
(Session 2: Instrument Design Guidelines).
Godenhjelm, P.(2011), “Usability testing as part of the questionnaire design process.” BLUE-ETS
Conference on Burden and Motivation in Official Business Surveys.
Haraldsen, G.(2004), "Identifying and Reducing Response Burdens in Internet Business
Survey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20: 2, 393-410.
Klinedinst, K. & A. Hait(2013), “Response Makes a Difference: 2012 Economic Census Informational
Webinar." U.S. Census Bureau.
Lumsden, J.(2005),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Online-Questionnaires."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Rouhunkoski, J.(2013), “Bringing usability to pretesting of Business Survey Web Forms in
Statistics Finland.” QUEST.
Saaya, Zurina, Nuridawati Mustafa, & Anusuriya Devaraju(2014) "The Developmne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Designing Online Questionnaires." Available at http://anusuriya.com/uploads/
3/0/9/6/3/309634/the_development_of_practical_guidelins.pdf (2014.2.13)
U.S. Census Bureau, 2012 Economic Census Homepage, FAQs(Reporting Online).
https://bhs.econ.census.gov/ec12/pages/report-online_inclue.html#13382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부 록 >

179

1. 전 문 가 리 뷰 평 가 표

제3장

180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81

제3장

182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제3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183

제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