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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이하 사교육비조사)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다. 사교육비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회(6월, 10월) 실시되고 있으며, 총 32
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 중 학부모 조사항목이 26개로 가장 많고,
담임교사 항목이 1개, 방과후학교 교사 항목이 5개이다(통계청·교육부, 2016).1)
사교육비조사는 인터넷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응답
자의 경우 종이조사를 실시한다. 인터넷조사는 모바일조사를 포함하며,2) 표본학급의 학생
에게 전달된 접속 ID를 이용하여, 학부모가 사교육비조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조사와 모바일조사는 각 웹사이트(web site)에 접속하여
진행되며, 모바일조사를 위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조사와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즉 사교육
비조사에서 모바일조사표는 모바일 기기(device)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기존의 데스크톱(desktop)용으로 개발된 조사표와는 차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방식이 아닌 웹사이트 접속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조사는 응답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자기기입식으로 모바일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모바일
1)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조사항목만 검토하였다.
2) 인터넷조사(=온라인조사⊃웹조사)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조사방법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기반
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모바일조사도 결국 인터넷조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조사와 구분하여, 데스크톱용 조사를 인터넷조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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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지칭하며,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에 비해 화면 크기
(screen size)가 작고 터치스크린(touchscreen) 방식으로 입력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사교육비조사에서 인터넷조사는 2010년 시험조사 후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었고,
모바일조사는 2014년에 도입되었다(통계청·교육부, 2016). 2016년 조사방법별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인터넷조사 참여자가 7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바일조사 참여자가
22.3%, 종이조사 참여자가 5.5%이다. 응답비중은 인터넷조사 참여자가 가장 많지만,
인터넷조사 참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2014년 82.1%, 2015년 79.6%, 2016년
72.2%), 모바일조사 참여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4년 10.3%, 2015년 12.7%,
2016년 22.3%). 한편, 응답비중이 가장 낮은 종이조사 참여자는 2014년 7.6%, 2015년
7.8%, 2016년 5.5%로 감소추세이다(통계청 내부자료).
모바일조사 참여자의 증가는 조사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ICT) 발달과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는 전자조사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 보유율의 증가는 모바일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에 78.5%, 2015년에 8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
진흥원, 2014;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진흥원, 2015).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 향후 모바
일조사의 응답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조사 확대에 대응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모바일조사에 대응한 연구에서는 모바일조사 응답특성과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반영
한 조사표 설계 등을 다룰 수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 접속방식의 모바일조사는 인터넷조
사에 적합하게 설계된 조사표를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여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인터넷조사에 적합하게 설계된 조사표를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할 경우, 응답
자 편의성이 감소하고 조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위한 조사표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지역사회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의 경우, 서로 다른 도구(데스크톱, 아이패드, 태블릿,
스마트폰)를 통해 데스크톱용으로 설계된 조사표에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2013년
11월과 12월, 2014년 1월 패널 중 인터넷 응답자(227,151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데스
크톱과 비교해서 모바일 기기(아이패드, 태블릿, 스마트폰)로 응답한 사람들의 중단율이
높고 완성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응답자의 중
3)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5,000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매년 실
시된다. 단, 스마트폰 보유율은 만 6세 이상 가구원의 조사결과이다.
4) 기기별 중단율과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 중 단 율: 데스크톱 11.5% < 아이패드 13.6% < 태블릿 13.9% < 스마트폰 26.8%
- 소요시간: 데스크톱 37.4분 < 아이패드 39.4분 < 태블릿 40.1분 < 스마트폰 4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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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율이 가장 높고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응답 진행 중 데스크톱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비율도 다른 모바일 기기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orwitz, 2015).
Mavletova와 Couper(2013)5)도 데스크톱에 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조사완성률이
낮고 중단율이 높다고 보고했으며,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응답을 방해하는 환경이나
응답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조사 확대에
대응하여 조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고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조사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사교육비조사를 대상으로 모바일조사표 응답과정을 평가하고
모바일조사의 조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응답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제2절 국내 및 해외 통계청의 모바일조사 현황
1. 국내 현황
국내 통계청에서 사교육비조사 외에 모바일조사를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일부 조사에서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경우에
모바일조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1963년부터 전국 표본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모바일조사는 2014년 3월에 도입되었고, 응답자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안내한 모바일웹 주소로 접속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조사원이 태블릿에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모바일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6)와 구분하여 ‘모바일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라고
지칭한다. [그림 2-1]은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바일조사표의 화면 일부로 모바일 기기의
5) 1차 조사 시 모바일과 데스크톱 조사에 무선할당 방법으로 응답자 배분, 2차 조사 시 응답자의 조사방법
을 교차 할당(1차 조사: 모바일 2,564명/데스크톱 1,479명, 2차 조사: 모바일 996명/데스크톱 657명 응답)
6)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바일CAPI를 모바일조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은 경
제활동인구조사 외에 소비자물가조사에도 2016년부터 태블릿을 이용한 CAPI 방식을 도입하였다.

제2장

62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인터넷조사표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CASI
방법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5년 10월 기준 2.5%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통계청 내부자료).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 최근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에서 서비스업동향조사
일부에 모바일조사를 도입하였다. 서비스업동향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그림 2-1]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바일조사표

[그림 2-2] 2016년 서비스업동향조사
모바일조사표

수집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서비스업 관련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비스업
동향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사업체가 원할 경우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한다. 충청청은 2016년 초부터 일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조사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 모바일조사 도입을 추진하였고, 4~5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모바일조사는 표본 사업체 응답자가 조사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2]는 충청청에서 도입한 모바일조사표로
7) 응답비율은 전체 표본가구 중 응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에서 자료수집방법별로 응답한 가구가 차지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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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4개 항목(영업일수, 종사자수, 월매출액, 증감사유 및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8월에 충청청에서 모바일조사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체 1,151개 중 322개(28%)가
모바일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내부자료).

2. 해외 현황
모바일 기기 보급률 증가에 따라 해외 통계청에서도 모바일조사 도입을 시도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통계청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모바일조사 도입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 중 7개 국가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국가의 답신내용과 문헌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모바일조사 도입 현황과 진행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8)
핀란드의 경우, 사업체조사 분야에서는 웹조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responsive) 조사표는 최근 한 조사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충분한 연구나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조사 분야는 2018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온라인
조사표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향후 일지 기반의 자료수집
(diary-based data collection)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웨덴은 현재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adaptive) 웹조사는 없으나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스마트폰
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때 발생 가능한 측정오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는
모바일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웹을 통한 가구 및 사업체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일도 모바일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표를
설계한 사례는 없다고 응답했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은 모바일조사 도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센서스(census)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국가의 모바일조사 도입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9)
미국은 2020 센서스에서 기존의 우편조사와 조사원 면접 방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조사와 모바일조사를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센서스국
8)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답신과 참고문헌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사례는 문헌검토를 통해 추가하였다.
9) “2020 Census Coverage Study: Surveys on Mobile Devices Literature Review(Geisen, & Olmsted, 2011)”와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Nichols, Hawala, Horwitz, & Bentley, 2015)”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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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 Bureau)은 현장조사 환경 악화와 첨단 정보통신기술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조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바일조사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센서스의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위해 센서스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1년에 연구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에
의뢰하여 모바일조사표 설계에 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여러 자료들을 종합
하여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사표 설계를 위한 스타일가이드(style guide)를 마련하였고,10)
스타일가이드를 기반으로 조사시스템 개발팀이 모바일조사표 초안을 설계하였다. 이어
모바일조사표 초안을 대상으로 사용성평가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사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사표를 2015년 시험조사에 적용하였다. 2015년 시험조사 이후 2016년에는 다시
모바일조사표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실시하였다(Nichols, 2016).11)
센서스국에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사표 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기기 보유율 증가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에서 스마
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한 비율은 2011년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5년에 성인의 68%가 스마트폰을, 45%가 태블릿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의 경우 2015년 성인의 73%가 보유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2013년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Anderson, 2015). 둘째, 자료
수집이 어려운 응답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응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고, 수입과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수집단(minority)인 사람들이 다른 기기
(컴퓨터, 노트북 등)보다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Pew Internet Project, 2014; Horwitz, 2015).
모바일조사의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는 데스크톱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사표 설계가 요구된다. 가장 큰
특징은 화면 크기(screen size)가 작아서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입력방식은 데스크톱과 달리 터치스크린 방식이며, 입력창도
작다. 실제로 센서스국은 두 차례의 시험조사(2012년, 2014년)에서 데스크톱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조사표를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할 경우, 질문을 읽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표를
설계하여 응답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Geisen & Olmsted, 2011).
[그림 2-3]과 [그림 2-4]는 센서스국에서 2015년 시험조사를 위해 데스크톱과 모바일용으로

10) 스타일가이드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지 않은 미국지역사회조사(ACS) 조사표에 대한 사용성평가 경험,
모바일 친화적인 웹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설계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11) 사용성평가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2015년에는 Savannah와 Maricopa County, 2016년에는 Houston과
Los Angeles에서 각각 실시하였다(Nichol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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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조사표의 일부 화면이다. [그림 2-3]은 데스크톱과 같이 큰 화면을 가진 기기에
적합하게 개발된 조사표의 로그인 화면이고, [그림 2-4]는 모바일과 같이 작은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로그인 화면이다(Nichols, Hawala, Horwitz, & Benfley, 2015).

나. 뉴질랜드12)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은 지난 2006 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를 도입
하였다. 현재 뉴질랜드 통계청은 2018 센서스를 준비하고 있으며,13) 2018 센서스에서
모바일조사를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으로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였다(Statistics New
Zealand, 2016).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모바일조사 도입을 공식화하기까지 진행되어 온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센서스 자료수집방법으로 모바일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13 센서스 실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2013 센서스에서 모바일 기기와 호환할 수 있는(compatible) 온라인 센서스
조사표(online census form)의 제공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11 센서스가 연기되면서
2013 센서스 실시 전까지 2년 동안, 뉴질랜드 통계청은 모바일 기기에서 센서스 조사표를
작성 가능한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
아이폰3GS와 삼성 갤럭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바일 기기와 호환 가능한 온라인
센서스 조사표의 활용은 젊은 성인집단의 응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
되었다. 이들 인구집단은 전통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모바일 기기와 같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연구들은 기존 데스크톱용 온라인조사표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홈페이지나 앱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연구 결과, 모바일 기기에서 데스크톱용 온라인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은 사용이
불편하고 응답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용성평가 외에
포커스그룹면접(Focus Group Interview)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포커스그룹면접은
모바일 기기의 주 사용자인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6~10명씩 4개 그룹에서
진행되었다. 포커스그룹면접 결과,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센서스를 응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모바일 기기에서 데스크톱 화면에 적합하게 설계된 조사표에 응답하는
12) “The mixed-mode design of the New Zealand 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s: Then, now and the
future(Matthew Flanagan and Craig Lange, 2012)”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13) 5년마다 실시되는 뉴질랜드 센서스는 2006 센서스 이후 다음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2011년 조사 직전
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2년 후인 2013년으로 조사가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 센서스는 오는
2018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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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조사표가 필요하며, 단순한 링크,
쉬운 내비게이션, 내용 최소화, 단순한 구조, 페이징 방식의 질문, 입력을 요구하는 조사
항목의 최소화, 진행상태 알림막대 등을 요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최종적으로 모바일
기술이 더 발달하고 기기의 사용 경험을 축적한 후 2018 센서스에서 적용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Kaye & Saul, 2012).
정리하면, 당시 뉴질랜드 통계청은 모바일 기기에서 2013 센서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견지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2013 센서스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표가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아 불편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다만
8~10인치의 화면 크기의 기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은 2018 센서스를 앞두고 모바일조사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2018 센서스에
대비하여 반응형 모바일조사표(responsive mobile forms)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ONE NEWS, 2016).

다. 영국14)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21 센서스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화면
크기에 적합하도록 데스크톱용 조사표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센서스는 잉글
랜드와 웨일즈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우편조사와 조사원 면접
방식의 조사방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2011 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가 도입되었다. 영국
통계청 자료수집방법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영국 통계청은 2021 센서스를 준비하면서
모바일폰, 태블릿, 노트북 등 응답자가 이용하는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s)의 다양한 화면
크기에 적합하도록 데스크톱용 조사표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센서스뿐만 아니라 사회조사나 사업체조사 등 다른 조사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일본15)
일본 통계청(Statistics Bureau of Japan)은 2010 센서스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조사를 도입
하여 수도인 도쿄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센서스에서는 전국
으로 인터넷조사 실시범위를 확대하였다(박영실·박현정·김혜진, 2015). 또한 2015 센서스
에서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으로 모바일조사를 도입하였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본의

14) 영국 통계청 자료수집방법(data collection methodology) 책임자(branch head)인 Sally-Anne Aubrey-Smith에게
이메일 질의사항에 대해 받은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5) 일본 통계청 조사기획부(Survey Planning Division)에서 이메일 질의사항에 대해 받은 답변 내용과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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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는 이전까지 주로 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한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일본의 2015 센서스에서는 일반적인 데스크톱용 조사표와 별도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크기와 터치스크린 입력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용 조사표(e-survey system
of 2015 population census for smartphone)를 제공하였다. 2015 센서스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2.7%인 679만 가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이
조사표 응답자를 제외한 온라인 응답자 총 1,972만 가구(전체 가구의 36.9%)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일본 통계청에서 2015 센서스를 위해 데스크톱과 스마트폰용으로 응답자에게 제공한
조사표를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에 제시하였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데스
크톱과 같이 큰 화면을 가진 기기에 적합하게 개발된 조사표의 가구원 수, 가구 유형,
이름 및 성에 대한 조사항목 화면이고, [그림 2-7]은 동일한 조사항목을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그림 2-5] 일본 2015 센서스 인터넷조사표: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

지금까지 모바일조사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체계적으로 진행 중인 네 국가의 모바일
조사 관련 현황을 센서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의 모바일조사 관련 현황을 요
약하면, 미국, 뉴질랜드, 영국은 센서스에서 모바일조사를 기존의 자료수집방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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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식화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2015 센서스에 모바일
조사를 도입하여 모바일 응답률이 12.7%로 나타났다.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사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조사를 준비 중인 미국,
뉴질랜드, 영국은 인터넷조사표와 별도의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의
인터넷조사 및 모바일조사의 도입 시기를 <표 2-1>에 정리하였다.

[그림 2-6] 일본 2015 센서스 인터넷조사표: 이름 및 성

<표 2-1> 인터넷조사 및 모바일조사 도입 시기: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인터넷조사 도입

2020년

2006년

2011년

2010년1)

모바일조사 도입

2020년

2018년

2021년

2015년

주: 1) 2010년 도쿄 지역만 시범실시 후,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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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본 2015 센서스 모바일조사표: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좌), 이름 및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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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바일조사표 설계 원칙
제3절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사표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모바일 기기는 화면 크기, 입력 방식 등이 데스크톱과 달라 그 특성을 고려한
설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바일조사표 설계 원칙은 접속(access), 화면 구성(screen
display), 응답 입력(response input), 이동(navigation)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모바일조사표 설계에 대해 다룬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김현·음소은, 2009;
Budiu & Nielsen, 2010; Peytchev & Hill, 2010; 노재만·김유진, 2010; Geisen & Olmsted,
2011; Jue, 2014; Nichols, Hawala, Horwitz & Bentley, 2015).

1. 접속(access)
접속과정은 모바일조사표 작성의 첫 단계다. 모바일조사표를 설계할 때 조사표 작성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찾아 접속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접속과정
에서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끼면 조사표 작성을 포기할 수 있고 이후 조사표 작성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조사표 사이트에 정확히 접속하지 못하고
데스크톱용 조사표에 잘못 접속할 가능성도 있다.

검색
모바일조사표는 응답자가 웹페이지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확한 URL을 알고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검색엔진(search engine)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URL 구성
모바일조사표 URL은 단순하게 구성해야 한다.

최소한의 숫자와 특수문자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오류 없이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조사표의 URL과 구분되도록 ‘mobile’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m.site.com’, ‘mobile.site.com’, ‘site.com/mobile’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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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구성(screen display)
모바일 기기가 데스크톱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화면 크기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화면의 크기가 작다. 응답자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조사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화면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가 필요하다.

레이아웃(layout)

필요 없는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과 응답항목 등을 배열하여 조사표 화면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응답자가 조사표 화면을 확대(zoom-in)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글자와 응답
영역(라디오버튼, 텍스트박스 등)의 크기가 다른 조작 없이 즉시 읽고 응답하는 데
적절해야 한다. [그림 2-8]에서 왼쪽은 인터넷조사표를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화면으로,
ID 입력칸이 매우 작다. 따라서 칸을 터치하여 활성화하고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위 부분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특정 부분을 확대하면 화면 내 다른 부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8] 미국 지역사회조사 인터넷조사표 스마트폰 실행 화면(좌), ID 입력칸 확대 화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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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형태(grid)의 질문 배열은 지양하고, 응답항목은 세로로 배열하여 제시하며,
중요한 콘텐츠를 상단에 배치한다.

배너(banner)에 제시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햄버거 메뉴(hamburger menu)’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햄버거 메뉴는 네모 안에 세 개의
줄이 있는 기호를 말하며, 기호를 선택하면 메뉴가 제시되는 구조이다[그림 2-9].
[그림 2-10]은 미국 센서스 사례이며, 상단은 인터넷조사표의 배너로 첫 줄에 정부 공식
웹사이트 알림, 조사기관과 조사명,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s), 저장 및 로그아웃 링
크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하단의 경우 모바일조사표의 배너로 조사명과 햄버그
메뉴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햄버그 메뉴를 선택하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저장
및 로그아웃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lizabeth Nichols(2016), “Mobile Optimization Considerations for Survey Design - A Case Study
using the U.S. Census”, Census Bureau.

[그림 2-9] 미국 센서스 2016년 시험조사 모바일조사표 햄버거 메뉴

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10] 미국 센서스 2015년 시험조사 인터넷조사표 배너(상), 모바일조사표 배너(하)

제2장

74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바탕화면

조사표 바탕화면은 복잡하지 않도록 단색이어야 한다(Use solid backgrounds).

바탕화면과 글자 색은 서로 대비되도록 한다.


글자

최소 6.5point, 기본 7point 이상이어야 가독성에 무리가 없으며, 일관된 폰트를 사용
해야 한다.

이탤릭체(italics)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작은 화면에서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도에 따라 굵기 및 색상 변화로 가독성을 제고한다.

3. 응답 입력(response input)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톱은 응답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다. 모바일 기기는 주로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닌 손가락 움직임을 이용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입력한다. 모바일
조사표는 화면이 작은 데다 터치스크린 입력 방식이어서 입력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입력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조사표를 설계해야 한다.

텍스트박스(text box)

주관식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개방형 질문)을 최소화한다. 모바일 기기는 작은 화면
크기, 터치스크린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텍스트박스의 너비는 질문에서 요구되는 응답내용의 길이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텍스트박스의 너비는 응답자들에게 응답내용의 길이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림
2-11]은 미국 센서스 2015년 시험조사의 모바일조사표 주소항목이다. ‘Address
Number’ 텍스트박스 너비가 좁은 형태로 수정되었다. 사용성평가에서 많은 참가자
들이 ‘Street Name’ 텍스트박스에 입력해야 할 내용까지 모두 ‘Address Number’
텍스트박스에 입력했기 때문이다.

텍스트박스의 명칭(label)은 해당 텍스트박스의 옆이나 아래가 아닌 위에 배치하고, 근접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해당 텍스트박스에 입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11]에서 텍스트박스의 명칭과 입력해야 할 텍스트박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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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좁아졌다. 사용성평가 결과 일부 참가자들이 텍스트박스 명칭과 입력해야 할
텍스트박스를 잘 연계하지 못하고, 명칭 위의 텍스트박스에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이다.

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11] 미국 센서스 2015년 시험조사 모바일조사표: 주소 항목 수정 전(좌), 후(우)


드롭다운박스(dropdown box)

응답형식으로 드롭다운박스의 사용은 지양한다.

드롭다운박스의 리스트가 길어서 응답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리스트 내에서 스크
롤링을 해야 한다면 응답형식(response format)으로 드롭다운박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드롭다운박스 리스트는 응답자가 가로 스크롤링을 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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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횟수 최소화

조사표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터치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응답자가 작성
과정에서 터치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 조사 완료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응답 입력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터치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그림 2-12]는 미국
센서스 2015년 시험조사 모바일조사표의 가구원 관계 항목이다. 개발 과정에서
“James C Doe is Jane A Doe’s __________”가 “James C Doe is Jane A Doe’s ...”로
수정되었다. 사용성평가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수정 전 상태의 밑줄 부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인지하고 터치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12] 미국 센서스 2015년 시험조사 모바일조사표: 가구원 관계 항목 수정 전(좌), 후(우)

입력편의 기능

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다가 중단할 가능성을 가정하여, 응답내용을 자동 저장하고,
이후 다시 접속하여 응답하고자 할 때 중단했던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응답자가 현재 화면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다른 화면에 있는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이전 화면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채우기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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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항목의 응답내용에 따라 이후 응답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나 화면은 자동으로
건너뛰어서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모바일조사표에서 응답한 내용을 인터넷조사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인터넷
조사표에서 남은 조사항목의 응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오류 메시지(error messages)

오류 발생지점 옆에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 오류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류 메시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오류 수정을 완료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시한다.

오류 발생지점의 배경색을 바꾸어 명확히 드러나게 한다. 예를 들어, 오류 발생
지점의 배경색을 빨간색 등으로 변경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오류 수정 시 원래
색으로 복원되도록 할 수 있다.

4. 이동(navigation)

화면 내 이동: 스크롤링

응답자가 모바일조사표의 질문을 읽고 응답할 때 스크롤링 방식의 이동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화면 내 이동이 필요하다면, 가로 스크롤링(horizontal scrolling)은 최대한 줄이고
세로 스크롤링(vertical scrolling)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세로가 가로 보다 긴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기의 좌우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므로 세로 스크롤링 방식에 더 익숙
하다.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가로 스크롤링 방식이 세로
스크롤링 보다 더 많은 눈 움직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2-13]에서 상단은
미국 센서스 2014년 시험조사의 인종 항목에 관한 인터넷조사표로 각 인종에 대한
사례가 응답항목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다. 만약 같은 형태로 모바일조사표를 설계
한다면, 작은 화면의 특성 때문에 응답항목과 사례가 잘 구분되지 않고 사례를 확인
하기 위해 많은 가로 스크롤링이 필요하다. 2015년 시험조사에서 사용된 모바일
조사표는 응답항목과 항목별 사례를 줄 바꿈과 색 변경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세로
스크롤링만으로 화면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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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13] 미국 센서스 시험조사 인종 항목: 2014년 인터넷조사표(상), 2015년 모바일조사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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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간 이동: 이전-다음 버튼

모바일조사표 화면 간 이동을 위한 이전-다음 버튼은 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한다.
화면 하단에 이동 버튼을 배치함으로써 응답자가 화면에 있는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탐색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응답자에게 이동과 관련된 시각적인 단서(visual cues)를 제시하도록 한다. 단서를 통해
남은 항목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 화면 이동이나 스크롤링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일부나 불완전한 형태의 글자(half-images or incomplete words)를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암시할 수 있다.

제4절 연구방법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용성평가, 인지면접, 전문가검토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용성평가는 응답자가 실제 조사과정과 동일하게 응답하는 동안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파악하고, 인지면접은 응답자와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응답과정을 탐색하고 질문에 대한 이해 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전문가검토는 조사표가 원칙에 맞게 잘 설계되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사용성평가 및 인지면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답과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검토는 문제점 진단과 함께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박영실·박현정·김혜진, 2015). 사용성평가 및
인지면접은 2016년 7~8월에 조사표실험실에 방문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10
월에 전문가검토를 실시하였다.

1. 사용성평가 및 인지면접
가. 참가자 특성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연구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
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총 26명이 최종적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시선추적연구를
고려하여 평소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평소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시간을 조사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는 배제하였다.
또한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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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남성 1명을 제외한 25명이 모두 여성이고, 연령대는 30대가 3명, 40대가 22명,
50대가 1명이었다. 참가자 중 40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이면서 자녀교육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응답자가 되는 사교육비조사 자체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의 교육정도는 대부분 대학(교)(4년제 미만) 이상(18명)
이었고, 고졸 이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참가자가 응답한 자녀의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
8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2명이었다. 참가자는 평소 사용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평가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익숙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참가자의 스마트폰 기종은 삼성 갤럭시(23명)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애플 아이폰, LG G2, LG 와인 스마트(폴더형)를 이용하였다(<표 2-2>, <표 2-3>).
<표 2-2> 참가자 특성
(단위: 명)

연령대(만 나이)

성별
전체

참가자 수

26

교육정도

남

여

30대

40대

50대

고졸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1)

1

25

3

22

1

8

5

13

주: 1)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1명, 대학원 석사 졸업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3> 참가자 개인별 특성 및 스마트폰 기종
이름

성별

연령
(만 나이)

교육정도

학교 유형

스마트폰 기종

1

박OOa

여

44

대학교(4년제 이상)

초등학교

아이폰 6

2

변OO

여

42

고졸이하

초등학교

갤럭시 노트4

3

이OOa

여

42

고졸이하

초등학교

갤럭시 노트2

4

손OO

여

42

대학교(4년제 이상)

초등학교

갤럭시 노트5

5

김OO

여

42

대학교(4년제 이상)

초등학교

갤럭시 그랜드맥스

6

박OOb

여

38

대학원(석사)

초등학교

갤럭시 노트2

7

배OO

여

41

대학교(4년제 이상)

초등학교

갤럭시 노트2

8

오OOa

여

46

고졸이하

초등학교

갤럭시 S5

9

강OO

남

51

대학교(4년제 이상)

중학교

갤럭시 S7

10

이OOb

여

42

대학교(4년제 미만)

중학교

갤럭시 S5

11

이OOc

여

39

대학교(4년제 미만)

중학교

갤럭시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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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연령
(만 나이)

교육정도

학교 유형

스마트폰 기종

12

오OOb

여

45

대학교(4년제 이상)

중학교

갤럭시 A5

13

안OO

여

47

고졸이하

중학교

갤럭시 알파

14

이OOd

여

42

대학교(4년제 미만)

중학교

갤럭시 S5

15

박OOc

여

39

대학교(4년제 이상)1)

고등학교

갤럭시 노트5

16

윤OOa

여

42

대학교(4년제 이상)

고등학교

갤럭시 그랜드맥스

17

이OOe

여

43

고졸이하

고등학교

갤럭시 J7

18

한OO

여

49

대학교(4년제 이상)

고등학교

갤럭시 J5

19

박OOd

여

47

대학교(4년제 이상)

고등학교

LG 와인 스마트
(폴더형)

20

윤OOb

여

41

대학교(4년제 이상)

고등학교

갤럭시 그랜드2

21

라OO

여

45

대학교(4년제 미만)

고등학교

갤럭시 S7 엣지

22

윤OOc

여

45

고졸이하

고등학교

LG G2

23

조OO

여

48

고졸이하

고등학교

갤럭시 그랜드2

24

설OO

여

42

대학교(4년제 이상)

고등학교

갤럭시 S3

25

이OOf

여

49

고졸이하

고등학교

갤럭시 J5

26

양OO

여

47

대학교(4년제 미만)

고등학교

갤럭시 노트2

주: 1)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참가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조사에는 참여해 보았으나 모바일조사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 중 4명은 모바일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조사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고했다(<표 2-4>).
<표 2-4> 참가자 인터넷조사 및 모바일조사 참여경험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있음

20명

2명

없음

4명

20명

전체

24

22

주: 참여경험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조사는 2명, 모바일조사는 4명의 응답이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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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
으로 1~2시간 미만이 많았다(<표 2-5>).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을 자가평가
(self-rating)한 결과, 활용능력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가장 많았고, 평균은 5점 만점에
각각 2.84점 및 2.8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표 2-5> 참가자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1)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2)

0시간

0명

0명

0~1시간 미만

12명

10명

1~2시간 미만

8명

8명

2~3시간 미만

0명

4명

3시간 이상

6명

4명

전 체

26명

26명

주: 1) “귀하가 평소 하루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2) “귀하가 평소 하루 동안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한 시간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표 2-6> 참가자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
인터넷 활용능력1)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2)

매우 낮음 (1점)

2명

1명

약간 낮음 (2점)

5명

6명

통 (3점)

14명

12명

약간 높음 (4점)

3명

2명

매우 높음 (5점)

1명

1명

전 체

25명

22명

보

주: 1) “귀하는 자신의 인터넷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로,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2) “귀하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로,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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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연구에 사용된 조사표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21회차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이다. 모바일조사표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웹사이트 주소(URL)를 입력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다.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과 달리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림 2-14]와 같이 사교육비조사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한
링크가 제시되어, 조사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인터넷조사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림 2-14] 사교육비조사 홈페이지(모바일 버전)
모바일조사표는 메뉴로그인신규 비밀번호 설정응답자사항조사항목건의사항
화면 순으로 제시된다. 메뉴 화면에서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제시되고, 사전에 부여된 참여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신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응답자사항과 조사항목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 조사항목 응답 완료
후 건의사항을 작성하면 조사가 종료된다([그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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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의 화면구성은 [그림 2-16]과 같다. 화면 상단에는 통계청
로고, 조사명 그리고 세 개의 버튼(글자확대, 저장, 닫기)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아래쪽으로
한 줄씩 화면 이동을 위한 버튼(‘이전문항’, ‘다음문항’)과 응답 진행률이 제시되어 있고,
응답기준이 되는 자녀의 학교명과 소속(학년, 반, 번호), 질문과 응답항목이 차례로 제시되
어 있다. 화면 하단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응답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자로 제시되어 있고, 아래에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그림
2-16]. 한편 모바일조사표는 한 화면에 하나의 질문이 제시되고, 몇 항목에서는 세로 스크롤
링이 요구된다[그림 2-17].

[그림 2-16] 화면구성

[그림 2-17] 세로 스크롤링 필요 화면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는 일반적인 인터넷조사표와 동일한 응답형식(response
format)과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응답내용을 입력하는 형식은 라디오버튼, 체크박스,
텍스트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는 항목은 라디오버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응답을 선택하는 항목은 체크박스, 그리고 시간, 비용, 기타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텍스트박스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2-18], [그림 2-19]).
또한 응답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 건너뛰기(automated skip), 도움말(help), 응답수정
요청메시지(edit message)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 건너뛰기는 항목 간 자동 건너뛰기와 항목
내 자동 건너뛰기 형태로 발생한다. 항목 간 자동 건너뛰기는 [그림 2-20]과 같이 분기 항목
에서 응답항목의 선택 여부에 따라 지시문에 표시된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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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응답형식: 라디오버튼

[그림 2-19] 응답형식: 체크박스 및 텍스트박스

항목 내 건너뛰기는 선행 항목의 응답내용에 따라 [그림 2-21]과 같이 현재 항목의 일부
텍스트박스가 회색으로 변하고 비활성화 되어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20] 자동 건너뛰기: 항목 간

[그림 2-21] 자동 건너뛰기: 항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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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은 질문의 마지막에 파란색 원형 바탕과
흰색 느낌표가 조합된 아이콘으로 제시되며,
아이콘을 터치하면 팝업 형태로 메시지가 나타
난다. 도움말 메시지는 질문과 응답항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포함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미 화면 하단에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22]).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는 현재 화면 내 응답
내용 중 문제가 있으면 ‘다음문항’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형태로 나타난다. 이 메시지는 발생한
문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응답이나 연관 항목과 논리적 비일관성을 보일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오류(error) 메시지이고
[그림 2-22] 도움말 팝업메시지

([그림 2-23]), 다른 하나는 응답내용이 일반적인
응답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는

확인(confirm) 메시지이다([그림 2-24]). 오류메시지가 제시되면 발생한 오류를 해결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확인메시지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2-23] 응답수정 요청메시지: 오류

[그림 2-24] 응답수정 요청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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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행절차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평가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통계개발원
내 조사표실험실에서 자발적인 참가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가 실험실을
방문하면 진행자는 평가에 앞서 참가자에게 사교육비조사와 모바일조사표 평가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참가동의서와 사례비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동의서는 모든 진행과정이 녹화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과정은 조사표 접속→응답→중단 및 재접속→인지면접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행
자가 평가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면접원은 참가자가 응답하는 전 과정(세션 1~3)을 일방향
거울(one-way mirror)이 있는 관찰실에서 관찰하였다.16) 또한 조사표에 접속한 이후 응답을
완료하는 동안(세션 2~3) Tobii-X2-30_Compact 모바일 시선추적기(eye tracker)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시선을 추적하였다. 모든 평가과정은 녹화되었고, 각 세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25]).

[그림 2-25]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평가과정
 (세션 1: 접속) 이 과정은 2016년 1차 사교육비조사 응답자들에게 배부된 것과 동일한
<인터넷조사 안내장>을 제시하고서, 제시된 URL 주소나 키워드 입력을 통해 모바일
조사표에 쉽게 접근 가능한지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행자는 화면녹화가
가능한 거치대에 참가자의 스마트폰을 놓고, 참가자가 <인터넷조사 안내장>을 읽고
모바일조사표에 접속하도록 지시하였다. 안내장에는 로그인에 필요한 참여번호와
16) 진행자는 연구보조원 두 명이 담당하였고, 면접원은 연구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담당하였다. 진행자와
면접원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과제를 지시하고 시선추적기를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담당하였고, 면접원은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인지면접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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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정보를 제시해놓았다. 이때 진행자는 응답자의 실제 응답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에서 혼자 응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안내한 후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17) 참가자가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에 도달하면 진행자가
개입하여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입력하도록 하였다. 신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시선추적 준비를 위해 참가자의 행동을 멈추도록 하고 카메라 녹화를
중지시켰다. 한편 면접원은 관찰실에서 참가자의 접속경로, 소요시간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세션2: 응답) 응답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자는 개별 참가자의 시선을 조정(calibration)
한 후 시선추적을 시작하고, 참가자에게 응답자사항부터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8)
이후 진행자는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전까지 실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면접원은 관찰실에서 응답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세션 3: 중단 및 재접속) 이 과정은 응답중단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과 저장버튼을
인식하는 지 등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답도중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항목에 도달하면 응답을 중단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
할 것을 요청했다. 응답중단 항목은 문9-2-2(아버지 생년)로 정했는데, 이는 사교육비
조사와 내용상 구분되면서 응답을 위해 일정시간 머물러야 하는 조사항목 화면이기
때문이었다. 문9-2-2 화면에 도달하면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응답을 중단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 화면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몇 초 후 다시 응답을 계속하도록 안내
하였다. 면접원은 참가자의 응답중단 후 행동과 재접속하는 과정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건의사항 작성까지 완료되면 진행자는 시선추적기를 중지시켰다.
 (세션 4: 인지면접) 응답완료 후 면접원은 인지면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마련한 표
준화된 프로빙(probing) 지침과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참가자에게 조사표의 특정
부분을 보았는지, 특정 지점에서 왜 머뭇거렸는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 등에 대한 사후평가표를
작성하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17) 참가자가 10분 이상 조사표의 메뉴 화면 도달하지 못하면 진행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주었다.
18) 모바일조사표에 제시된 지난 3개월의 참조기간(3, 4, 5월)이 연구진행 시 참조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참조
기간을 사용성평가 시점에서 지난 3개월(5, 6, 7월)로 가정하고 응답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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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빙 지침
인지면접을 위해 사전에 마련한 프로빙 지침은 크게 조사표 접속, 공통적인 화면구성
및 기능(중단/재접속 포함), 개별 조사항목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속 영역은
로그인 후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용성에 관한 질문,
화면구성 및 기능 영역은 매 화면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움말, 지침, 이동 버튼
등의 사용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조사항목 영역은 각 항목별 질문 이해와
응답의 정확성과 응답내용 입력의 사용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세부
프로빙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프로빙 지침: 세부 프로빙 유형 및 내용
영역

이슈/조사항목

유형

내용

공통



기타

응답 어려웠던 항목 및 이유

사용성

인터넷조사참여 화면 도달과정 용이성

사용성

인터넷조사참여 화면에서 다음 화면 이동과정 용이성

로그인

사용성

참여번호 및 패스워드 입력 용이성

신규 비밀번호
설정

사용성

신규 비밀번호 설정 용이성

사용성

내용 읽기 용이성

이해

내용 이해 용이성

접속
접속

도움말

사용성
기타
지침
화면구성
및 기능

이전다음
문항 버튼
글자크기조절
버튼
전반적인
화면구성
응답수정
요청메세지

(활용하지 않은 경우) 도움말 확인 방법 인지 여부
응답 시 지침 읽기 여부

사용성

내용 읽기 용이성

이해

내용 이해 용이성

사용성

(읽지 않은 경우) 읽지 않은 이유

사용성

내용 읽기 용이성

사용성

‘다음문항’ 버튼 찾기 용이성

사용성

글자크기 적절성

사용성

글자크기조절 버튼 인지 여부

사용성

개선 필요사항

사용성

내용 읽기 용이성

이해

내용 이해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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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이슈/조사항목

유형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문1

정확성

참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문2

정확성

(‘예’ 응답 시) 교재구입이나 강의이용 목적

문2-2

정확성

교재비 계산과정

사용성

텍스트박스 입력 어려움

문2-3

정확성

(‘기타’ 응답 시) 입력한 과목명

문3

정확성

(‘예’ 응답 시) 어학연수 목적/기간/프로그램

문3-1

정확성

어학연수비 계산과정

정확성

응답한 고등학교 유형 이해 여부

EBS
교육방송

어학연수비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
[초/중등학
생만 작성]
학교 밖
사교육비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학교 밖
사교육비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
학교 밖
사교육비
 취업목적
[고등학생
만 작성]

내용

문4
이해

이해되지 않는 고등학교 유형

문5

정확성

(‘예’ 응답 시) 사교육 받은 과목

문5-1

사용성

(하나만 응답 시) 하나 선택 이유

문5-2

정확성

사교육 시간 계산과정

정확성

사교육 비용 계산과정(과목 및 유형별)

사용성

텍스트박스 입력 어려움

문6

정확성

(‘예’ 응답 시) 사교육 받은 과목

문6-1

사용성

(하나만 응답 시) 하나 선택 이유

문6-2

정확성

사교육 시간 계산과정

정확성

사교육 비용 계산과정(과목 및 유형별)

사용성

텍스트박스 입력 어려움

문7

정확성

(‘예’ 응답 시) 사교육 받은 내용

문7-1

정확성

사교육 시간 계산과정

정확성

사교육 비용 계산과정(과목 및 유형별)

사용성

텍스트 박스 입력 어려움

문5-3

문6-3

문7-2

학교 밖
진학상담
(컨설팅)

문8

정확성

(‘예’ 응답 시) 진학상담 받은 내용

문8-1

정확성

진학상담 횟수 및 비용 계산과정

중단/
재접속

저장-닫기
버튼

사용성

중단 후 재접속 과정 용이성

사용성

(첫 문항 이동 안내 메시지 수신 시) 수신 후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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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인적사항
및
가구 소득

이슈/조사항목

유형

내용

문9-2-1
(문9-2-5)

이해

질문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

정확성

실제 생년월 입력 여부

정확성

양력 월 입력 여부

문9-2-3/4
(문9-2-7/8)

어려움

교육정도 응답 어려움

문9-3

어려움

경제활동 응답 어려움

정확성

전 가구원 소득 합산 여부

정확성

세전소득 여부

문2-2-2
(문9-2-6)

문9-4
전반적인 평가
공통

참여 경험

기타

모바일조사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타

모바일조사 참여 여부

기타

인터넷조사 참여 여부

2. 전문가검토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평가와 인지면접에 이어 전문가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자로 선정된 전문가는 총 5명으로 모바일조사를 비롯한 조사표 전반에 대한 다년간
다양한 평가 경험을 축적한 연구자 1명(전 RTI 연구원)과 온라인조사 전문 민간리서치
회사 두 곳의 담당자 네 명(한 곳당 두 명)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조사 전문 회사의
경우 한 곳은 인터넷조사와 모바일조사 전반을 아우르고, 다른 한 곳은 모바일조사에
특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었다.
전문가검토는 전문가가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2016년 하반
기에 실시된 22회차 모바일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9) 모바일조사에 접속하기 위한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는 물론 <인터넷조사 안내장>과 <조사안내 리플릿>도 함께 제공하여
실제 조사 응답자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응답 후에는 별도로 마련된 평가양식
(evaluation form)에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 대해 평가하고, 연구자와 대면하여
조사표 응답경험과 평가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가양식은 모바일조사표 설계 원칙을 분류한 소주제에 따라 1. 접속, 2. 화면구성(도움말
및 지침, 글자), 3. 응답입력(응답형식, 응답수정 요청메시지), 4. 이동(화면 내 이동, 화면 간
19) 22회차 조사표는 사용성평가와 인지면접에서 검토한 21회차 조사표와 비교하여 화면구성 및 기능 등 전반
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하여 공통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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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 주제와 관련된 사용성평가 및
인지면접 참가자의 조사표 응답 특성과 오류발생 사항 등을 제공하였다.

제5절 연구결과
제5절에서는 사교육비조사의 모바일조사표에 대한 사용성평가와 인지면접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성평가에서 발생한 조사표 응답과정의 응답자 행동과 시선 움직임
자료와 인지면접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표 작성에 소요된 시간, 접속, 화면 구성, 응답
입력, 이동 측면의 조사표 구성 및 기능, 조사항목별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그림
2-26]). 이를 통해 조사표 응답 특성과 오류발생 사항 등을 제시하고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2-26] 연구결과 분석틀(framework)

1. 소요시간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를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 40초였다. 이 중 조사표 접속에는 7분 3초, 응답을 완료하기까지는 8분 37초가
소요되었다(<표 2-8>). 여기서 조사표 접속은 진행자가 작성 시작을 지시한 후부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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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도달하여 로그인하고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완료메시지가 제시될 때까지를
포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조사표 접속 시간은 세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1단계
메뉴 화면 도달에는 평균 4분 29초, 2단계 로그인에는 평균 51초, 3단계 신규 비밀번호
설정 후 완료메시지가 제시되기까지는 평균 1분 43초가 소요되었다([그림 2-27]). 접속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접속’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다.
조사표 응답 소요시간은 응답자사항부터 마지막 화면의 건의사항까지 작성을 완료한
시간을 의미한다. 조사표 응답 시간은 참가자별로 자녀의 사교육 현황에 따라 응답해야
할 항목의 수가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평균 시간으로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지막
화면의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데 평균 56초가 소요되었는데 1분 이상 소요한 참가자는
전체 26명 중 6명이었다. 응답 시간이 10분 이상인 참가자는 9명이었고 이 중 4명은 건의
사항 작성에만 1분 이상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시간이 가장 긴 참가자(15분
17초 소요)는 건의사항 작성에만 5분 35초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진행절차별 소요시간

전체

조사표
접속

(1단계)
메뉴 화면
도달

(2단계)

(3단계)

로그인

신규
비밀번호 설정

조사표
응답

평균

15분 40초

7분 3초

4분 29초

51초

1분 43초

8분 37초

최솟값

5분 4초

1분 54초

31초

20초

38초

3분 10초

최댓값

29분 47초

17분 13초

13분 17초

1분 58초

5분 57초

15분 17초

2. 접속
접속과정은 모바일조사표 작성의 첫 단계다. 모바일조사표를 설계할 때 조사표 응답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찾아 접속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접속과정에서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끼면 조사표 작성을 포기할 수 있고, 이후
조사표 응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때로는 모바일조사표에
정확하게 접속하지 못하고 데스크톱용 조사표에 잘못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접속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2-8>). 여기에
서는 각 단계별로 참가자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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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조사표 접속시간(1~3단계)
(메뉴 화면 도달)와 3단계(신규 비밀번호 설정)에서 참가자 간 소요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 현황에 따라 응답 항목 수가 달라지는 조사표 응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시간의
개인차와 달리,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조건20)인 조사표 접속 과정의 소요시간 개인차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속 1단계와 3단계에서 발생한 참가자별 소요시간
현황과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가. 1단계: 메뉴 화면 도달
조사표 접속 과정 중 1단계인 메뉴 화면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9>는 전체 참가자가 메뉴 화면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 순위에
따라 이용한 포털사이트 종류와 처음 시도한 접속 방법 및 최종적으로 성공한 방법,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21)
20) 참가자에게 배부된 <인터넷조사 안내장>을 읽고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 접속하여 조사항목에 응답
하기 직전까지 시간을 기록하므로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조건이다.
21)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응답요령이 포함된 <인터넷조사 안내장>만 참고하여 접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사전에 조사원이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조사안내
리플릿>도 함께 배부하며 아울러 조사 중에는 080 콜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므로 응답자인 학부모가
<인터넷조사 안내장>에만 의존하여 진행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이름

이OOe

강OO

이OOc

이OOd

이OOb

양OO

윤OOc

이OOa

박OOc

안OO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2분 14초

2분 19초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포털사이트

1분 55초

1분 52초

1분 14초

1분 1초

47초

39초

32초

31초

소요시간

<표 2-9> 참가자 개인별 접속 경로: 1단계

-

-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완성)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제안)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완성)

모바일조사 주소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 주소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완성)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홈페이지’

-

-

-

-

성공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 주소

‘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시도

-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자리이탈, 진행자 개입
(1분35초)

- 첫 시도 성공

- 첫 시도 성공
- 화면 상단에 제시된 제안
(초중고사교육비조사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선택

- 첫 시도 성공

- 첫 시도 성공

- 첫 시도 성공

- 첫 시도 성공

- 첫 시도 성공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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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OO

한OO

손OO

박OOd

윤OOa

김OO

배OO

박OOa

순위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네이버

5분 15초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5분 4초

4분 38초

4분 37초

4분 8초

3분 57초

3분 35초

2분 19초

소요시간

- 처음 ‘초중고사교육비조
사’ 검색결과 바로가기 링
크 제시되었으나 미선택
- 인터넷조사표에 로그인
시도 반복 후 자리이탈,
진행자 개입 (4분8초)

모바일조사 주소

모바일조사 주소

‘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홈페이
지 주소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완성) →
‘초중고사교육비조사’(자동제안)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 ‘초중고
사교육비홈페이지’

인터넷조사 주소

모바일조사 주소

- 검색 사이트 변경
(네이버 → 다음)

‘사교육비’ → ‘사교
육비인터넷조사홈페
이지’(자동완성)

‘사교육비인터넷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자동완성)

인터넷조사 주소

- 검색 최종결과, 포털사이
트 화면 중간에 바로가기
링크 제시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
사’(자동완성)

‘초.중.고사교육비’ →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자동완성)

- 인터넷조사표에 로그인
시도 반복, 진행자 개입
(4분5초)

- 화면 상단에 제시된 제안
(초중고사교육비조사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선택

- 검색창에 주소 입력

특이사항

‘사교육비조사’

성공

nara → www.narastat.kr(자동완성) →
인터넷조사 주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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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OO

변OO

라OO

오OOa

오OOb

윤OOb

이OOf

박OOb

순위

19

20

21

22

23

24

25

26

13분 17초
구글(위젯)

네이버

네이버

10분 44초

10분 57초

네이버

네이버

9분 8초

7분 34초

네이버

네이버

5분 48초

6분 48초

다음

포털사이트

5분 31초

소요시간

‘사교육비조사’

‘조중고사교육비조사’ →
인터넷조사 주소

‘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중.고사교육인터넷조사’

www.nara → www.narastat.kr(자동완성)
→ 인터넷조사 주소

‘사교육비’ → ‘사교
육비인터넷조사’
(자동완성)

‘초중고사교육비인터넷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홈페이지’

인터넷조사 주소 → ‘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조사’

인터넷조사 주소 → 모바일조사 주소

- 나라통계, 인터넷조사표에
로그인 시도 반복, 시간
지체

- 첫 검색어 입력 후 검색실
행하지 않고 검색창 빈 공
간 터치, 시간지체
- 10분 경과, 진행자 개입

-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처음 사이트 카폐 섹션 내
검색 제한, 검색 실패
- 10분 경과, 진행자 개입

-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첫 시도 검색어 오타

- 검색창에 주소 입력

‘초.중.고 사교육비조
사홈페이지’

인터넷조사 주소

인터넷조사 주소

특이사항
-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자리이탈, 진행자 개입
(4분9초)

성공
모바일조사 주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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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참가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접속을 시도하였는데,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를 통해
접속한 참가자가 22명으로 전체 참가자 26명 중 다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다음(3명)과
구글22)(1명)을 이용하였다. 첫 시도에서 메뉴 화면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참가자는 <표
2-9>에 제시된 소요시간이 짧은 상위 7명이었고 평균 57초가 소요되었다. 이들 7명 중
6명은 포털사이트에서 ‘사교육비조사’,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3)를 검색어로 입력하였고, 1명은 <인터넷조사 안내장>에 제시된 모바일조사 주소
(http://www.narastat.kr/mpedu)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나머지 19명은 평균 5분 47초가
소요되었고, 10분 이상인 경우도 3명으로 나타났다. 우선 19명 중 11명은 처음에 포털사
이트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인터넷조사(홈페이지)’로 검색(5명)하거나 인터넷조사 주소
(http://www.narastat.kr/ipedu)로(6명) 접속을 시도하여 접속에 실패하고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8]).

[그림 2-28] 접속과정 공통 오류자(11명)의 첫 시도방법
이들은 참가자에게 배부된 <인터넷조사 안내장>의 응답요령([그림 2-29])에 따라
모바일조사 주소(http://www.narastat.kr/mpedu)를 입력하거나 ‘사교육비조사’를 검색하지 않고,
상단에 제시된 용어(‘초·중·고 사교육비 인터넷조사 홈페이지’)와 주소(http://www.narastat.kr/ipedu)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초중고 사교육비 인터넷조사(홈페이지)’를 검색한 경우, 사교육비
조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제시되지 않고 사교육비조사에 관한
기사 등이 제시되었다(5명). 인터넷조사 주소로 접속한 6명 중 2명은 모바일조사표가 아닌
인터넷조사표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시도를 반복하였다. 본 연구
22) 구글의 경우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있는 위젯(widget)을 이용하였다.
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조사’, ‘초중고사교’를 입력하다 자동완성
되어 제시된 검색어 중 참가자가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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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는 인터넷조사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로그인이 불가능하였지만 실제
조사기간인 경우 데스크톱 화면에 적합하게 설계된 인터넷조사표로 접속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명은 인터넷조사 주소로 접속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의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림 2-29] <인터넷조사 안내장>의 응답요령
한편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하고 시간이 지체된 19명 중 위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한 참가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접속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검색어
입력으로 접속을 시도한 참가자는 5명이었는데 모두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혹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검색어는 첫 검색으로 접속에 성공한 참가자
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여기서 2명에게는 사교육비조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가 제시
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3명의 경우 검색어는 동일하나 검색 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검색 결과 바로가기 링크가 제시되었으나 <인터넷조사 안내장>에 제시된 주소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다른 검색어를 다시 입력하거나, ‘조중고 사교육비조사’를 입력하여 검색어에
오타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지 않고 검색창의 빈 공간을
터치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소 입력을 시도한 참가자는 3명으로
한 참가자는 모바일조사 주소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였고, 주소를 입력하다 자동
완성 된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으로 들어간 경우(2명)도 있었다.
☞ (제언 1.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접속방법 안내 강조) 응답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쉽고
빠르게 모바일조사표에 접속하고 데스크톱 화면에 적합한 인터넷조사표로 잘못 접속
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배부하는 <인터넷조사 안내장>과 <조사
안내 리플릿>에서 접속방법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두
안내자료에는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홈페이지 각각의 주소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2-29], [그림 2-30]). <인터넷조사 안내장>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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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주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주소 정보 아래의 마지막 줄에 참고사항
(※)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2-29]).

[그림 2-30] 조사안내 리플릿
본 연구에서 전체 26명 중 다수인 16명은 제일 먼저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안내자료에서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할 검색어에 대한 정보를 주소보다 먼저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포털사이트는
네이버 이용률이 높으므로 네이버 검색창 그림에 검색어를 포함하여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그림 2-31]).

[그림 2-31] 네이버 검색창 예
아울러 응답자가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주소도 제시하되 데스
24) Bundui와 Nielsen(2010)은 사람들이 정확한 URL을 알고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검색엔진(search
engine)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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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톱과 모바일 기기에서 입력해야 하는 주소가 다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조사 주소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시도한 참가자가 있었는데, 실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조사 기간이었다면 모바일 기기에서 데스크톱 화면에 적합하게
설계된 인터넷조사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자료에서
현재와 같이 글자로만 제시하는 것 보다 이용하는 기기와 해당하는 주소를 도식화하면
응답자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언 2. 기기에 적합한 방식의 조사표로 자동 접속)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조사표로
잘못 접속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자료에서 두 주소 간의 차이를 강조하여 이해
하기 쉽게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인터넷조사와 모바일조사의 주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소로 통합하여
응답자가 동일한 주소를 입력하여도 이용하는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로 자동으로 접속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25)을 구축하는 것이다(데스크톱 → 인터넷조사표, 모바일 기기
→ 모바일조사표).
☞ (제언 3.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너 용어 수정) 포털사이트에서 사교육비조사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링크가 제시되어, 조사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초
중고 사교육비조사 인터넷조사 바로가기’ 배너를 눌러야 한다. [그림 2-32], [그림 2-33],
[그림 2-34]는 각각 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사교육비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으로,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화면 아래로 스크롤링하면 상단의 통계청 로고와 기관명, 그리고
사교육비조사명이 보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인터넷조사 바로가기’
배너의 용어를 수정하여 ‘조사 바로가기’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홈페이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가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접속을 위해 응답자에게 요구
하는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5)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유동적으로 변환되어 하나의 웹페이지
주소로 모든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두산백과 do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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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google 접속

[그림 2-33] daum 접속

[그림 2-34] naver 접속

나. 2단계: 로그인

[그림 2-35] 메뉴 화면

[그림 2-36]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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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에서 2단계는 메뉴 화면에 도달한 후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에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평균 51초가 소요되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참가자의 경우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여 1분 58초가 소요되었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메뉴 화면에서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약간
머뭇거렸는데 해당 버튼이 찾기 어렵지는 않지만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다른 버튼들과
동일한 위계로 제시되어 있어 단번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버튼(인사말,
공지사항 등)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했다고 응답하거나 직접 버튼을
눌러본 경우도 있었다. [그림 2-37]과 [그림 2-38]은 메뉴 화면에서 머뭇거린 한 참가자의
시선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응시도(gaze plot)와 열지도(heat map)이다.26) 메뉴 화면에서
각 버튼의 명칭이 제시된 좌측 영역을 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자가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에 있는 인사말,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머물렀다고 말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림 2-37] 메뉴 화면 응시도

[그림 2-38] 메뉴 화면 열지도

26) 응시도에서는 원 안의 숫자의 순서에 따라 시선이 이동하고 원의 크기가 클수록 시선이 오래 머물렀음을 의미
한다. 열지도의 경우에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해당 지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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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1. 참여 버튼 용어 수정 및 강조) 메뉴 화면에서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의 명칭을
‘조사 참여하기’ 혹은 ‘조사 시작하기’로 바꾸어 해당 버튼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을 보다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조사 참여’ 버튼이나 글자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거나, 버튼의
배경색을 변경해주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언 2. 메뉴 화면 제시방법 및 내용 검토) 메뉴 화면에서 버튼을 제시하는 방법과
포함된 내용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얼마나 유용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구조
적인 측면에서는 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
면에서는 응답진행 순서에 따라 참여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방법, 처음 로그인 후 신규
비밀번호 설정 목적, 조사표 응답 기준 자녀, 궁금한 사항 문의방법, 화면구성 및 기능
(‘다음문항’ 버튼 이용, 응답내용 저장 등) 같은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시할 내용이 많아 스크롤링이 발생하거나 여러 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
으므로 로그인과 신규 비밀번호 설정에 관한 사항만 여기서 안내하고, 나머지 화면구성
및 기능은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질문 응답에 앞서 팝업메시지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2-39]와 [그림 2-40]은 조사참여 안내와 참여하기 버튼

[그림 2-39] 조사참여 안내 화면
예: 엠브레인

[그림 2-40] 조사참여 안내 화면
예: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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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모바일조사표 사례로 중요한 안내사항을 화면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안내사항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3단계: 신규 비밀번호 설정
신규 비밀번호 설정은 로그인 다음 단계에서 조사표 응답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과정
으로 화면구성은 [그림 2-41]과 같다. <표 2-10>은 참가자가 신규 비밀번호 설정에 걸린
시간 순위에 따라 그 과정과 특이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는
데에는 평균 1분 43초가 소요되었고, 최솟값은 38초, 최댓값은 5분 57초이며 2분 이상
걸린 참가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비밀번호 설정 과정에서 오류메시지가 발생한
참가자는 전체 26명 중 13명으로 평균 2분 28초가 소요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58초)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

[그림 2-42] 신규 비밀번호 설정 오류
메시지

이름

배OO
이OOb
이OOd
윤OOa
이OOc
설OO
오OOb
이OOa
양OO
한OO

이OOe

변OO

박OOb

윤OOb

손OO

박OOc

오OOa
윤OOc

박OOa

순위

1
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분 35초

1분 24초
1분 29초

1분 17초

1분 16초

1분 11초

1분 2초

1분 00초

59초

38초
38초
39초
39초
39초
48초
51초
52초
55초
58초

소요시간
화면 확대, 텍스트박스 활성화 시 주위 화면 자동 확대
‘비밀번호변경’ 터치
화면 내 글자 겹침
텍스트박스 활성화 시 주위 화면 자동 확대

과정 및 특이사항

- ‘신규 비밀번호’ 글자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먼저 입력 → 키패드 이동 터치 → ‘신규 비
밀번호 확인’ 삭제 후 재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반복 → ‘신규 비밀번호’ 글자 터치 중 텍스트박스 활성화, 입력
- ‘취소’ 터치 → 로그인 화면 이동하여 재로그인
- 입력 후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링 반복 (‘비밀번호변경’ 터치까지 약 1분 소요)
- ‘신규 비밀번호’ 입력 후 ‘신규 비밀번호 확인’에 다른 내용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입력
내용 간 불일치 오류메시지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삭제 후 여전히 ‘신규 비밀번호’와 다르게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오류메시지 → 재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터치 중, 하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확인’ 텍스트박스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변경’ 터치 → 화면 확대, 텍스트박스 활성화 시 주위 화면 자동 확대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겹침

- 텍스트박스 활성화 시, 주위 화면 자동 확대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 ‘취소’ 터치 → ‘비밀번호변경’ 터치 → 화면 확대 후, 입력

-

<표 2-10> 참가자 개인별 접속 경로: 3단계

O

X
X

O

X

X

O

X

O

오류
메시지
X
O
X
X
X
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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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OO

강OO

라OO

안OO

김OO

이OOf

박OOd

순위

20

21

22

23

24

25

26

5분 57초

5분 19초

3분 33초

3분 17초

3분 1초

2분 18초

2분 15초

소요시간

오류
메시지
O
O

O

O

O

O

O

과정 및 특이사항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입력 내용 간 불일치 오류메시지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오류메시지 → 재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입력 → 키패드 이동 터치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글자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먼저 입력 → 키패드 이동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텍스트박스 우측 공간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재입력 → 진행자 개입, ‘신규 비밀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변경’ 터치 안내
- ‘신규 비밀번호’ 글자 터치 → ‘취소’ 터치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스마트폰 뒤로가기 터치 → 로그인 화면 이동하여 재로그인 →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입력 내용 간 불일치 오류메시지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재입력
- ‘취소’ 터치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 ‘취소’ 터치 → 스마
트폰 뒤로가기 터치 → 로그인 화면 이동하여 재로그인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 ‘취소’ 터치 → 재로그인 → ‘신규 비밀번호’ 텍스트박스 활성화 시 주위 화면
자동 확대 → 입력 → 스마트폰 뒤로가기 터치 → 재로그인 → 입력
- ‘취소’ 터치 → ‘비밀번호 변경’ 터치 → ‘취소’ 터치 → ‘신규 비밀번호’ 입력 →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 터치 → 상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입력 후, 추가 입력 → ‘비밀
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추가 입력 반복 → ‘비밀번호변경’, ‘취소’ 터치 반복 →
화면 더블터치로 확대(의도X) → 하단 오류메시지 제거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재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신규 비밀번호 확인’
입력 중 스마트폰 뒤로가기 터치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재로그인 → 입력 → ‘비밀번호변경’
터치 → 상단만 오류메시지 제시 → ‘신규 비밀번호’ 재입력 중 메뉴 화면으로 이동 → ‘인터넷조사
참여’ 선택하자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 복귀 (2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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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메시지가 발생한 13명 중 12명은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렀고,27) 나머지 1명은 ‘신규 비밀번호’와 ‘신규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한
내용이 달랐다. 참가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먼저 누른 이유에 대해 신규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할 텍스트박스의 윤곽이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하단의
버튼이 두드러져서 눌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명료한 텍스트박스로 인해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먼저 누른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박스의 명칭인 ‘신규 비밀번호’와 ‘신규
비밀번호 확인’ 글자와 주위 공간을 터치하는 행동도 과정 전반에서 관찰되었다. 일부는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야 설정 화면으로 전환되거나 상단의 텍스트박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메시지는 [그림 2-42]와 같이 붉은색 말풍선 형태로 제시되는데, 참가자들은
오류메시지가 텍스트박스의 명칭(‘신규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확인’)과 텍스트박스를
가려서 입력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풍선에 제시된 오류메시지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가독성이 낮아서 읽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편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취소’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른 참가자(4/26명)도
있었는데, 비밀번호 변경이 필수인지 모르고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
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필수과정으로 설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여부는 응답자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박스에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머뭇거리는 참가자(7/26명)도 있었
는데, 이는 입력 후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다시 변경해야 하거나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해당 버튼의 명칭을 ‘확인’ 혹은 ‘이동’으로 하면
버튼의 기능이 보다 쉽게 인식될 것 같다고 하였다.
☞ (제언 1. 텍스트박스 윤곽선 강조) 응답자가 오류 없이 쉽고 빠르게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응답자가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 오류메시지가 제시되거나 텍스트박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영역을 누르지 않도록 ‘신규 비밀번호’와 ‘신규 비밀번호 확인’ 텍스트박스의 윤곽을
뚜렷하고 크게 제시해야 한다.

27) 무응답 오류메시지가 발생한 12명 중 2명은 이후에 입력 내용 불일치 오류메시지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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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2. ‘비밀번호 변경’ 버튼명 변경) 입력 전에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거나
비밀번호 입력 후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명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인’ 혹은 ‘저장’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제언 3. 오류메시지 검토) 붉은색 말풍선 형태의 오류메시지는 텍스트박스의 명칭을
가리고 있으며, 메시지 내용은 글자 크기가 작고 조밀하게 제시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
진다. 따라서 제시 위치와 포함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언 4. 재입력 편의 고려) 일부 참가자는 ‘신규 비밀번호’와 ‘신규 비밀번호 확인’
텍스트박스에 입력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 불일치를
알리는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두 텍스트박스의 입력값을 모두 자동으로 삭제하여 응답자의
재입력 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제언 5. ‘취소’ 버튼의 필요성 검토) 신규 비밀번호 설정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취소’ 버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제언 6. 신규 비밀번호 설정 안내) 응답자가 ‘취소’ 버튼을 먼저 누르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규 비밀번호 설정 목적 및 과정 안내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28)
☞ (제언 7. 신규 비밀번호 설정 필요성 검토) 신규 비밀번호 설정 과정이 응답자의 편의
성을 저해하고, 응답자들이 반드시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신규 비밀번호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8) 현재 <조사안내 리플릿>의 인터넷조사 접속 요령에서는 인터넷조사표의 신규 비밀번호 설정 화면과 함께
최초 접속 시 응답자료 보호를 위해 암호를 변경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료가 아닌 조사표
내에서 바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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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구성

제2장

모바일조사표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도움말, 지침, 글자와 관련하여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움말은 질문의 문장 마지막에 위치한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의 느낌표(!)가 조합된 아이콘( ! )을 터치하면 팝업 메시지 형태로
제시된다. 반면 지침은 화면 하단에 파란색 사각형 바탕 위에 흰색 글자가 디폴트
(default)로 제시되어 있다. 글자확대 버튼( + )은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흰색의 더하기(+)
기호가 조합된 형태로 조사표 화면 우측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43] 기본 화면 구성

[그림 2-44] 도움말 팝업메시지

가. 도움말 및 지침
참가자들은 응답과정에서 도움말과 지침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말 아이콘을 터치한 참가자는 전체 26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지침을 한 번이라도 읽은
경우도 10명뿐이었다. 도움말 아이콘을 터치한 참가자는 해당 아이콘을 우연히 터치
하였고, 팝업 메시지는 읽지 않았으며, 또한 면접원이 해당 아이콘의 기능에 대해 묻자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모르겠고 경고문이냐고 반문하였다. 지침을 한 번이라도 읽은
참가자 10명 중 5명은 지침이 처음 제시되는 응답자사항 화면에서만 해당 지침을 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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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다음문항’ 버튼을 찾기 위해 화면 아래로 스크롤링 하면서 대략적으로 훑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움말과 지침의 기능을 본래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한
참가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도움말과 지침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조사항목이 대부분 단답형
으로 응답이 어렵지 않아 추가적으로 도움말을 찾아보거나 지침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을 꼽았다. 한편 도움말은 디폴트로 제시되어 있는 지침과 달리 도움말
아이콘( ! )이 작고 느낌표(!)로 되어 있어 응답 시 화면에 존재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면접원이 화면에서 도움말 버튼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찾지 못했다. 이는 응답 시
참가자가 도움말이 필요하여 해당 버튼을 찾고자 했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
한다. 반면 지침의 경우 화면에 디폴트로 제시되어 있으나 응답항목 아래에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음문항’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29) [그림 2-45]와 [그림
2-46]은 문2 항목에 도달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응답
오류가 발생한 한 참가자의 응답과정에서 발생한 시선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응시도와
열지도이다. 질문과 응답항목, ‘다음문항’ 버튼 영역을 중심으로 응시하고, 화면 하단의
지침 영역은 거의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5] 문2 지침 미응시자 응시도

[그림 2-46] 문2 지침 미응시자 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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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참가자는 특정 항목의 지침에 너무 많은 내용이 조밀하게 제시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움말과 지침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제언 1. 중요한 내용 선별하여 가독성 높여 제시)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유도
하는 것이 조사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일부 항목의 경우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위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움말과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5-2번에서 사교육을 받은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은 반올림
하라는 지시는 질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도움말과 지침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위해 질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도움말과 지침을 확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움말과 지침을 통합하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확한 응답을 위해
응답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질문 다음에 바로 제시하도록 한다. 응답항목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항목의 응답을 마쳤다고 생각하여 응답항목 아래에 위치한 지침은 읽지
않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 공간에 제시하거나 응답항목에

[그림 2-47] 도움말 및 지침 예: 오베이

[그림 2-48] 도움말 및 지침 예: 엠브레인

29) 특히 키패드가 나타나면 지침이 있는 화면 하단을 대부분 가리고 입력을 마쳐도 키패드가 자동으로 사라
지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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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izabeth Nichols, Erica Olmsted Hawala, Rachel Horwitz, and Michael Bentley(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 – A Case Study.”, Census Bureau.

[그림 2-49] 도움말 및 지침 예: 미국 2015 센서스 시험조사

해당하는 설명의 경우 각 항목 아래에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조사에서 응답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2-47], [그림 2-48], [그림 2-49]).
☞ (제언 2. 도움말 버튼 변경) 다음으로 현재 도움말과 지침에 있는 내용 중 중요도가 떨어
지는 부가적인 사항과 조사지침서 내용 중 자기기입식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팝업메시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도움말 버튼은 응답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적절한 위치에
크게 제시해야 한다. 버튼의 명칭 또한 현재와 같은 느낌표 기호(!)를 ‘도움말’ 글자나 일반적
으로 도움말을 상징하는 물음표 기호(?)로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 팝업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30)
30) 한편 지침에서 모바일조사표에 적절하지 않는 표현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8-1 지침의
마지막 줄에 있는 ‘Ⅴ, Ⅵ 항목으로 응답합니다.’에서 Ⅴ, Ⅵ 항목은 종이조사표에 제시된 용어로 모바일
조사표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건의사항 페이지에 제시된 ‘다시 한번 조사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지침은 모바일조사표에서는 무응답
하면 오류로 인식되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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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자
질문과 응답항목 등의 글자는 전반적으로 읽기에 적당한 크기이나, 일부 참가자는
글자가 보다 진하고 선명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응답과정에서 글자확대 버튼
( + )을 터치하거나 존재를 인지한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 참가자들은 글자 크기가
적당하여 글자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응답 후 면접원이 글자를 크게
하는 방법을 묻자 대다수는 조사표 화면을 손가락으로 줌인(zoom in)하거나 스마트폰
자체의 설정에서 조정하겠다고 하였다. 소수의 참가자(3/26명)만 조사표 화면에 있는 글자
확대 버튼을 선택하였는데, 이 중 2명도 자신이 찾은 것이 글자확대 버튼이 맞는지 확신
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글자확대 버튼이 작고 불명료한 기호로 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기능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 시 글자를 크게 하고자 했어도
글자확대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조사표에
글자확대 기능이 있음을 응답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버튼의 명칭을 한글로 ‘글자확대’
혹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처럼 ‘가+’와 같이 표시하면 해당 기능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현재 글자확대 버튼을 실행하면 내용이 많은 응답항목의 경우 [그림 2-50]과 같이
글자 영역은 커지지 않고 글자만 커져 응답항목이 겹쳐져 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50] 글자확대 버튼 실행 시 글자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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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확대 버튼 삭제, 선명도 제고) 글자 크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글자확대 버튼은
전혀 이용되지 않을 뿐더러 존재가 잘 인지되지도 않았다. 모바일 기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모바일조사표는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에서는 별도로 글자확대 버튼을 제공하기보다는 글자 크기를 현재 보다 조금 크게 하고
전반적으로 선명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다. 기타 화면구성
☞ (제언. 질문과 응답항목 영역 간 구분 명확하게 구성) 참가자들은 화면 구성과 관련
하여 도움말, 지침 그리고 글자 가독성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전문가검토 결과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먼저 조사 화면에서 질문과 응답항목 영역 간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1]과 [그림 2-52]의 화면구성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조사표 가장 상단 부분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크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 로고와 조사명이 크게 제시되고 있는데 로고는 삭제하고 조사명은 작게
제시하여 응답에 중요한 질문과 응답항목, 지침 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1] 화면구성 예: 엠브레인

[그림 2-52] 화면구성 예: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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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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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입력과 관련된 응답형식(텍스트박스, 라디오버튼, 체크박스)과 응답수정 요청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형식으로 시간, 비용, 기타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텍스트박스,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는 항목은 라디오버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응답을 선택하는 항목은 체크박스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2-53], [그림 2-54].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는 현재 화면 내 응답내용 중 문제가 있으면 ‘다음문항’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2-53] 체크박스 및 텍스트박스

[그림 2-54] 라디오버튼

가. 응답형식: 텍스트박스
현재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서 텍스트박스가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총 19개31)에
이른다. 이 중 텍스트박스의 사용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세 항목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우선 문2-2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하였다. 문2-2는 EBS 교육방송 교재비를 조사
하는 항목으로 여기서 금액을 입력할 때 만원과 천원 단위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원 단위로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2/11명32)). 처음에는 원 단위로 응답하였으나 텍스트
박스의 단위를 확인하거나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를 받은 후 입력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적
으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4/11명).
31) 응답자사항 4개, 조사항목 14개(문2-2, 문2-3, 문3-1, 문5-1, 문5-2, 문5-3, 문6-1, 문6-2, 문6-3, 문7-1, 문7-2,
문8-1, 문9-2-2, 문9-2-6), 건의사항 1개
32) 분기항목인 문2-1 응답결과에 따라 문2-2에 응답해야 하는 참가자 수는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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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와 [그림 2-56]은 오류가 발생한 참가자 두 명의 실제 응답화면으로 만원
단위 텍스트박스에 3을 입력해야 하나 원 단위로 알고 30000을 입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만원과 천원 단위 텍스트박스가 서로 다른 행에 제시33)되어 있어 아래 행에
있는 천원 단위 텍스트박스를 보지 못하고 만원 단위 텍스트박스에 우선 입력을 시도
했다고 응답한다. [그림 2-56]의 경우 단위명인 ‘만’도 해당 텍스트박스와 분리되어 다음
행에 제시되어 있다. 만원 단위 텍스트박스의 너비가 매우 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상되는 입력 값에 비해 너비가 상당히 긴 것도 해당 텍스트박스에 원 단위 입력을 유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위 구분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나의
텍스트박스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림 2-55] 문2-2 단위 입력 오류 1

[그림 2-56] 문2-2 단위 입력 오류 2

문9-2-2와 문9-2-6은 자녀 부모의 생년월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전자는 아버지에 대한
항목이고 후자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다([그림 2-57], [그림 2-58]). 두 항목은 응답기준만
다르고 질문과 텍스트박스의 구성은 동일하다. 응답자 중 생년월을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작아서 입력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로 손가락으로 텍스트박스를 터치
하여 활성화시킨 후 키패드를 이용해 내용을 입력하는 모바일조사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제언 1. 기종별 텍스트박스 제시 형태 차이 발생 검토) 문2-2, 문3-1, 문8-1에서 금액을 입력
하는 텍스트박스는 기종에 따라 제시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종에서 만원과
천원 단위의 각 텍스트박스가 두 줄로 분리되어 제시되었는데, 만원과 천원 단위 텍스트박스를
모두 한 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33) 참가자의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텍스트박스 제시 형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만원과 천원 단위 텍스트박스가
한 행에 나란히 제시된 경우는 문2-2에 응답한 11명 중 2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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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문9-2-2

[그림 2-58] 문9-2-6

[그림 2-59] 문3-1

[그림 2-60] 문8-1

☞ (제언 2. 단위 표시 강조) 응답자가 텍스트박스에 입력해야 할 값의 단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위명을 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글자색
(검은색)과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강조할 수 있다.
☞ (제언 3. 적정 크기의 텍스트박스 제공) 텍스트박스는 적정한 크기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 2-61]의 출생년도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 너비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너비는
앞서 조사표 설계 원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자에게 응답내용의 길이를 암시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입력 값보다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된다.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중요한데,
텍스트박스의 전반적인 크기가 작으면 응답
자가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림 2-61] 텍스트박스 예: 엠브레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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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텍스트박스가 포함된 조사항목 중, 보완이 필요한 11개 항목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 시 문제가 제기되어 검토한 항목은 3개였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이거나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였다.34)
(문2-2, 문3-1, 문5-2, 문5-3, 문6-2, 문6-3, 문7-1, 문7-2, 문8-1) 시간(문5-2, 문6-2, 문7-1)과
금액(문2-2, 문3-1, 문5-3, 문6-3, 문7-2, 문8-1)을 입력하는 텍스트박스의 너비를 축소하여
응답자에게 바람직한 입력 값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금액을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는 구성이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문5-2와 문5-3의 입력 사례만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62], [그림 2-63]). 입력 사례를 보면 문5-2의 시간 입력 텍스트박스와 문5-3의 만 단
위 금액 입력 텍스트박스의 너비가 입력한 값에 비해 상당히 길어서 텍스트박스 내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문8-1의 경우 금액뿐만 아니라 진학상담 횟수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횟수를 입력하는 텍스트박스의 너비도 적정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그림 2-60]).

[그림 2-62] 문5-2 입력 화면

[그림 2-63] 문5-3 입력 화면

(문9-2-2, 문9-2-6) 생년월을 입력하는 텍스트박스는 너비와 높이를 키워야 한다. [그림
2-57], [그림 2-58]과 같은 현재 조사표 화면에서 텍스트박스 우측으로 빈 공간이 많이
있으나 좌측으로 치우쳐 작은 크기로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가 해당 칸을 터치하여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언 4. 맞춤형 키패드 제시) 텍스트박스에 관한 기타 제언사항은 키패드의 제시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서 대부분의 텍스트박스는 시간과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현재 숫자 입력을 위해 텍스트박스를 누르면 문자(한글 혹은 영어)
34) 본 연구에서 일부 항목은 극소수의 참가자만 응답하여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거의 없었다(문3-1 0명,
문7-1과 문7-2 1명, 문8-1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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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가 제시되는데, 숫자 키패드가 바로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텍스트박스에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각 텍스트박스를 누를 때 마다 매번 키패드
형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 응답형식: 라디오버튼 및 체크박스
응답형식으로 텍스트박스 외에 객관식 질문을 위한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가 있다.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 응답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의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상이 관찰되었다. 우선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번 터치하였고, 오른쪽의 ‘예’, ‘아니오’ 같은 글자 부분이나 글자의 오른쪽 빈 공간을
터치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라디오버튼이나 체크
박스를 선택했다고 인식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려다 무응답 오류메시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의 크기가 작고 화면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구조에서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 위를 정확하게 터치해야만 응답으로 인식되어 한 번에
잘 선택되지 않고, 응답 후 선택되었다는 표시가 대체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 선택 후 표시방법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두 기종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갤럭시와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는 라디오버튼에는 작은 검은색 원점이, 체크박스에는 검은색 체크 기호
(√)가 표시된다([그림 2-64]). 아이폰은 라디오버튼이 검은색으로 채워진 안에 흰색 원점이
제시되고, 체크박스 역시 검은색 바탕에 흰색 체크 기호(√)가 제시된다([그림 2-65]).

[그림 2-64] 응답 표시: 삼성 갤럭시

[그림 2-65] 응답 표시: 애플 아이폰

☞ (제언 1. 우측으로 이동, 크고 선명하게 제시) 응답자가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손가락으로 쉽고 정확하게 터치하고 응답 후 선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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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화면 좌측에 치우쳐 있는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좀 더 우측으로
이동하여 크고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언 2. 응답인식 범위 확대) 터치했을 때 선택한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응답항목 글자와 오른쪽 빈 공간을 포함한 어느 영역을 터치하여도 해당 항목의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를 선택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그림 2-66]).
‘예’로 응답한 것으로 인식

‘국어’로 응답한 것으로 인식

[그림 2-66] 응답인식 범위 확대
☞ (제언 3. 응답 선택 표시 강조) 응답을 선택한 후에는 선택 여부가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무응답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답 선택 후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제외한
응답항목의 글자와 주위 영역만 색을 변경하는 방식과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포함한 해당
응답항목의 모든 영역을 바탕과 다른 색으로 변경하여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그림 2-67]).
< 라디오버튼 디자인 >

< 체크박스 디자인 >

[그림 2-67] 라디오버튼 및 체크박스 응답 표시 예: 오베이,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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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수정 요청메시지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는 무응답이나 연관 항목과 논리적 비일관성을 보일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오류메시지와, 응답내용이 일반적인 응답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재검토를 요청
하는 확인메시지로 구분된다. 응답과정에서 11명의 참가자가 총 15건의 응답수정 요청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건 중 무응답 오류메시지가 9건이고, 나머지 6건은
응답내용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였다.35) 우선 무응답 오류메시지는 문1, 문2-2(2건), 문2-3,
문5-1(2건), 문5-3, 문9-2-5, 문9-2-8에서 발생하였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순수한 무응답으로 제시된 조사항목에 응답하지 않고 바로 ‘다음문항’
버튼을 눌러 새로운 화면으로 이동하려다 발생하였다(6건). 두 번째 유형은 라디오버튼
이나 체크박스를 확실히 선택하지 않았으나 선택했다고 인식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하려다 발생한 무응답이었다(3건).
확인메시지는 문2-2(3건), 문2-3, 문5-2, 문5-3에서 발생하였는데, 금액이나 시간을 과대
입력한 경우가 5건, 기타 항목에 적절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다. 이러한
확인메시지가 발생한 6건 중 4건의 경우 참가자는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문2-2에서 만원 단위 텍스트박스에 원 단위로 금액을
과대 입력하여 확인메시지가 제시되자 기존 입력 값은 그대로 두고 천원 단위 텍스트
박스에 추가적으로 입력하거나(2건), 아예 기존 입력 값을 삭제해버렸다(1건). 이때 값을
추가 입력한 전자의 경우 여전히 동일한 문제(금액 과대 입력)가 있으나 확인메시지가
다시 제시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기존 입력 값을 삭제한 후자의 경우
무응답 오류메시지가 새로 발생하였다. 문2-3에서는 기타 항목의 텍스트박스에 적절한
내용을 입력하지 못해 확인메시지가 발생하였고 참가자가 해당 응답을 수정하였으나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역시 확인메시지가 다시 제시되지 않고 다음 화면
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 (제언 1. 필수 내검 사항 이동 제한 검토) 오류메시지가 제시되면 반드시 해당 오류를
해결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 확인메시지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지점의
응답내용을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확인메시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다음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최종
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조사 후 내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인메시지가
발생할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내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로 응답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5)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는 주로 문2와 문5의 하위 항목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사교육 현황에 따라
건너뛰기 항목이 결정되어 일부 하위 항목들(문3-1, 문7-1, 문7-2, 문8-1)은 참가자들이 거의 응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3-1과 문8-1은 참가자 전원이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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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2. 응답수정 요청메시지 내용 검토) 한편,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계속
제시되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불가하면 응답자를 지치게 하고 응답을 중단하거나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응답을 변경하는 불성실
오류(satisficing error)를 유발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를 읽고 응답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메시지로 제시
되는 내용이 적절한지,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생한
메시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2-3) 문2-3에서는 기타 응답항목에 ‘과학’을 입력하면 [그림 2-68]과 같은 확인메시
지가 제시되는데, 과학은 이미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기타 항목에 과학을
입력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8] 문2-3 확인메시지
(문9-3) 문9-3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함’을 선택하자 “아버지, 어머니 한분
이라도 안계심일 경우, 학부모 경제활동의 값을 3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팝업메시지가 제시되었다([그림 2-71]). 이는 선행항목인 문9-2-1이나 문
9-2-5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분이라도 ‘안계심’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문9-3에서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항목 간 논리적인 일관성에 위배되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응답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자 이번엔 “9-3. 경제활동
주체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제시되었다([그림 2-72]).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제시된 오류메시지가 응답자가 응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에게 응답수정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 제시된 오류메시지를
“이전 항목에서 자녀의 아버지(혹은 어머니)가 안계신다고 응답하신 경우,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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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참여함’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로 변경하여 오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3’이라는 표현은 종이조사표에 등장하는 응답항목 번호로 모바일
조사표에는 항목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두 번째 제시된
메시지는 현재 오류사항과 달라 오류를 이해하고 수정하는데 부적합한 내용이다.

[그림 2-69] 문9-2-1

[그림 2-71] 문9-3 확인메시지

[그림 2-70] 문9-3

[그림 2-72] 문9-3 오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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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3. 불필요한 메시지 내용 삭제) 팝업메시지 상단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http://
www.narastat.kr의 페이지 내용:’ 부분을 제거하여 보다 간명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문2-3에서 발생한 메시지에서 ‘(2)-3. [EBS_참여과목_기타내용]’ 부분은 삭제
할 필요가 있다([그림 2-68]).
☞ (제언 4. 오류발생 지점 명시) 한편 응답수정 요청메시지는 팝업 형태로 제시되므로
메시지 지시사항을 기억해서 팝업을 제거하고 응답을 수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신규
비밀번호 설정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텍스트박스 위에 오류메시지를 말풍선 형태로
제시하여 응답을 수정하여도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조사항목 화면은 더 복잡하고 메시지 내용도 길므로 오류 발생 지점에
메시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응답자가 메시지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팝업메시지가 제거되었을 때 수정이 필요한 지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이동
이동을 크게 화면 내 이동과 화면 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화면 내
이동은 한 페이지에 제시된 사항이 많을 때 화면을 세로나 가로로 스크롤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 간 이동은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조사 항목이 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
하는 것과 ‘저장’이나 ‘닫기’ 버튼을 통해 조사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여 조사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

가. 화면 내 이동
1) 세로 스크롤링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서 세로 스크롤링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문
5-3과 문6-3 항목의 응답화면이다. 문5-3과 문6-3은 학교 밖에서 받은 사교육 과목에 따라
학습유형별로 지출한 비용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별개의 항목이나 조사하는 사교육 과목의
차이만 있을 뿐 화면 구성이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문5-3의 화면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문5-3은 우선 사교육 받은 과목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선택한 과목
별로 해당하는 학습 유형에 월 소요비용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2-73], [그림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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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문5-3: 과목 응답 화면

[그림 2-74] 문5-3: 학습유형별
비용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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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와 같이 사교육비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긴 세로 스크롤링이 필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응답에 시간을 지체하는 참가자들이 나타났다. 우선 화면 가장 위에 제시
되어 있는 학습유형인 ‘개인과외’ 부분에 값을 입력하고 세로로 스크롤링한 후 다른
유형을 확인하고 다른 유형으로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문5-3 6/14명, 문6-3 3/10명36)).
이러한 참가자들은 처음에 학습유형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보이는 ‘개인과외’ 유형의 텍스트박스에 값을 입력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세로로
스크롤링한 후 ‘개인과외’에서 주로 ‘학원수강’으로 유형을 변경하였는데, 스크롤링하기
전 첫 화면에서 ‘학원수강’ 유형이 보이긴 하나 해당 텍스트박스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고 ‘개인과외’ 유형에 값을 입력하기 위해 키패드가 활성화되면 화면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서 ‘학원수강’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학원수강’ 아래에 있는 다른 유형은
처음부터 볼 수 없고, 모든 학습유형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로 스크롤링이
필요하다.
☞ (제언. 조사항목 분리) 모바일조사표 화면은 가능한 세로 스크롤링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게 구성해야 한다. 현재 문5-3과 문6-3 항목은 사교육 받은 과목별로 전체 학습
유형이 제시되므로 화면이 복잡하고 스크롤링이 발생하며, 이러한 화면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탐색해 입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5-3과 문6-3은 사전
선택한 과목별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다음 별도의 화면에서 해당
유형의 텍스트박스만 선별적으로 제시하여 금액을 입력하도록 현재의 조사표 화면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문5-3에 적용하면 응답진행에 따라 [그림 2-75]의
순서로 화면이 제시된다. 사교육 유형을 조사하는 화면에서 선택한 유형(‘개인과외’,
‘학원수강’)만 다음 화면에서 별도로 제시되므로 화면이 단순하고 스크롤링 발생이 최
소화되므로 해당하지 않은 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없다.
한편 문5-3과 문6-3에서 사교육 유형을 조사하는 화면을 추가하면서 질문도 수정해야
한다(<표 2-11>). 현재는 모든 과목을 매트릭스 형태의 한 표에서 조사하는 종이조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5-3과 문6-3의 질문은 과목과 유형별로 페이지를
구분해서 모바일조사표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응답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다.

36) 문5와 문6에서 ‘예’로 응답한 참가자의 수는 각각 14명,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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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문5-3 화면 재구성안

<표 2-11> 문5-3 질문 변경안
기존

변경안

(화면 1) “사교육을 받은 해당 과목을 기입해

(화면 1) “자녀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주십시오.”

사교육 받은 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화면 2) “자녀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화면 2) “자녀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받은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과목명)과 관련하여 받은 사교육 유형을 모

(교재비 포함)를 해당 과목별로 기입해 주십

두 선택해 주십시오.”

시오. (과목명)”

(화면 3) “자녀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과목명)과 관련하여 받은 사교육에 지출한
금액을 유형별로 입력해 주십시오.”1)

주: 1) 사교육비에 교재비를 포함해야 함은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별도로 강조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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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 스크롤링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는 마지막으로 조사에 관한 건의사항을 작성하는데, 건의
사항을 입력하는 텍스트박스의 가로 길이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그림 2-76]). 이로
인해 건의사항 텍스트박스에 많은 내용을 입력한 참가자의 경우(4명), 입력한 내용이 한
줄로 길게 입력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2-77]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참가자의
응답 화면이다. 이에 따라 입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가로 스크롤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2-76] 건의사항 화면

[그림 2-77] 가로 스크롤링 발생

☞ (제언. 가로 스크롤링 제거) 가로 스크롤링이 필요하지 않도록 텍스트박스의 너비를
고정해야 한다.

나. 화면 간 이동
1) ‘다음문항’ 버튼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한 후 응답자사항을 조사하는 화면부터는 상단에 위치한
‘다음문항’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문항’ 버튼이 처음 제시되는
응답자사항 화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입력을 마친 후 화면 아래로 스크롤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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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거나 키패드의 ‘이동’을 누르는 등 시간을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는 행동이 나타났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첫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문항’ 버튼을 찾아 터치하는 데까지 평균 24
초가 소요되었는데, 다음 항목인 문1을 응답 후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기까지 평균 3초가 걸린
것과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응답자사항 화면 아래에 응답해야 할 항목이 더
있는지 탐색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이 일반적인 웹사이트처럼 화면 하단에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해당 버튼을 찾았다고 하였다.37)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사항목이 제시되는 다음
화면부터는 이동 버튼의 위치를 학습하여 ‘다음
문항’ 버튼을 쉽게 터치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78] 응답자사항 화면

<표 2-12> 화면별 ‘다음문항’ 버튼 터치 소요시간
응답자사항

문1 항목

평균

24초

3초

최솟값

5초

1초

최댓값

102초

9초

☞ (제언 1. ‘다음문항’ 버튼 위치 검토) ‘다음문항’ 버튼의 화면 내 배치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은 하단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관행이 모든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음문항’ 버튼을 처음으로 눌러야 하는 응답자사항 화면에서는 하단에서

37) 가장 많은 시간(102초)을 소요한 참가자는 입력을 마친 후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장’ 버튼을
두 차례 눌렀고, 다음으로 많은 시간(93초)을 기록한 참가자는 입력 후 스마트폰의 뒤로가기를 눌러 응답자
사항을 다시 입력하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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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문항’ 버튼이 화면 하단에 있으면 버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단의 지침을 보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현재와 같이 화면 상단에 ‘다음문항’ 버튼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처음에는 탐색이 필요하나 일단 위치를 인식한 후
에는 버튼을 찾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화면
하단에 키패드가 제시되고, 입력을 완료한 후에도 자동으로 키패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현재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로 스크롤링이 길게 발생하는 화면의 경우 화면 하단에서 응답을 완료하면
다시 위로 스크롤링 하여 ‘다음문항’ 버튼을 찾아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문항’ 버튼이 있는 영역을 스크롤링이 발생해도 고정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엑셀 시트에서 첫 행을 고정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현재
모바일조사표에 이러한 방안이 구현되면 화면에서 항상 ‘다음문항’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응답 후 키패드를 제거하거나 화면을 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그림
2-79]는 응답항목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링 하여도 특정 영역이 고정된 모바일
조사표 사례이다.

행 고정 ☞

[그림 2-79] 질문 및 선택지시문 영역 고정 예: 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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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2. 이동지시 삭제) 다음 문항 이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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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하위
항목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조사항목인
경우 해당 응답항목 선택 후 이동하는 항목에 대한
안내(예. [그림 2-80]에서 ‘☞ 5-1~5-3번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 6번 조사항목
으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종이조사와 달리 전자조사에서는 이전 응답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에 응답해야 할 항목을 선별
하여 제시하는 것(자동 건너뛰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지시문은 응답자에게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작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만 복잡
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특정 응답 시 응답해야
할 하위 조사항목이 많은 경우 응답시간을 줄이고
응답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 하위 항목을 건너뛰어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2-80] 이동 지시문 예

2) 저장 및 닫기 버튼
본 연구에서는 조사표 작성 중 응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장 후 화면 밖으로
이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가자가 특정항목에 도달하면 응답을 중단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응답중단 지점으로 설정한 문9-2-2 항목이 제시된 화면에 도달하면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응답을 중단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몇
초 후 다시 응답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응답중단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자체에서 뒤로가기나 홈버튼을 누르거나 조사표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저장’이나 ‘닫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다. 참가자 중 저장하지 않고 뒤로
가기를 한 경우가 11명, 홈버튼을 누른 경우가 13명이고 ‘저장’이나 ‘닫기’ 버튼을 제대로
이용한 참가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뒤로가기 한 참가자들은 중단한 응답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로그인했을 때 이전 응답
내용이 삭제된 응답자사항 화면이 나타나 조사표를 처음부터 다시 응답해야 해서 당황
스러워 했다. 반면 홈버튼을 눌렀던 참가자들은 재접속 시 응답을 중단했던 조사항목 화면
으로 바로 복귀하여 응답을 지속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조사표 화면에서 ‘저장’
이나 ‘닫기’ 버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저장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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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과 [그림 2-82]는 특정 항목에서 응답중단을 지시받은 후 ‘저장’ 버튼을
인식하지 못하고 뒤로가기와 홈버튼을 누른 참가자 각각의 시선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응시도와 열지도이다. 스마트폰의 뒤로가기와 홈버튼 부분은 손가락과 함께 시선의 이동도
포착되었으나, 화면 우측 상단의 ‘저장’ 및 ‘닫기’ 버튼은 전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림 2-81] 저장 미인식-뒤로가기 실행 응시도(좌) 및 열지도(우)

[그림 2-82] 저장 미인식-홈버튼 실행 응시도(좌) 및 열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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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그림 2-83]은 응단중단 상황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참가자의 응시도와
열지도로 [그림 2-81], [그림 2-82]와 달리 ‘닫기’ 버튼이 위치한 화면 우측 상단 영역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3] 닫기 실행 응시도(좌) 및 열지도(우)

한편 ‘저장’과 ‘닫기’ 버튼을 이용한 참가자는 각각 한 명에 불과하였다. ‘저장’ 버튼을
이용한 참가자는 해당 버튼을 누르자 제시된 저장 완료와 아직 응답하지 않은 조사항목을
안내하는 팝업메시지([그림 2-84]의 ➃, ➄)를 확인하였으나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이 다시 나타나자 스마트폰의 뒤로가기를 눌러 응답을 중단하고 조사표 화면 밖으로
이동하였다(진행과정: 응답 → ‘저장’ → ➃ → ➄ → 뒤로가기).
‘닫기’ 버튼을 이용한 참가자는 저장하고 응답을 중단하기까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팝업메시지만 총 6개([그림 2-81]의 ➀~➅)가 제시되었고 ‘닫기’ 버튼은 총 3번을 눌러야
했다(진행과정: 무응답 → ‘닫기’ → ➀ → ➁ → 응답 → ‘닫기’ → ➂ → ➃ → ➄ → ‘닫기’
→➅).38) 이러한 복잡한 진행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팝업메시지가 계속 나타나고, 특히 ➁와
➄ 메시지를 확인한 후 아무런 변화 없이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으로 복귀하여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39) 팝업메시지 중 ➄(미응답 항목 안내 메시지)와
38) [그림 2-84]의 ➀과 ➁ 메시지는 참가자가 해당 화면의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제시된 것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 응답한 상태였다면 생략되었을 것이다.
39) 응답중단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의 뒤로가기를 누른 참가자 11명 중 한 명은 처음에 ‘닫기’ 버튼을 눌렀으나
[그림 2-84]의 ➁와 같은 메시지가 제시된 후 다시 원 화면으로 복귀하자 머뭇거리다 뒤로가기를 누른 것
으로 나타났다(진행과정: 무응답 → ‘닫기’ → ➀ → ➁ → 뒤로가기). 이 참가자는 처음에 ‘닫기’ 버튼을
눌렀으나 팝업메시지의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로가기를 실행하여 결국 저장에 실패한 상태로
응답을 중단하였으므로 뒤로가기 한 참가자로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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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첫 문항 이동 메시지)은 응답자에게 굳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➅에서 ‘취소’를 눌러야 첫 문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조사표 닫기가 실행될 것을 예상은
하였으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취소’, ‘확인’보다 ‘아니요’, ‘네’ 혹은
‘조사표 닫기’, ‘첫 문항으로 가기’ 등의 명칭이 해당 버튼의 기능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다.

➀

➁

➂

➃

➅
➄
[그림 2-84] ‘닫기’ 버튼 이용자 응답중단 시 팝업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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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1. 자동저장 기능 추가) 사교육비조사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간결한
조사로, 응답을 중단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중단하고자 할 때 저장하지 않고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40) 뿐만 아니라 응답진행 중 실수로 뒤로가기 등을 눌러 응답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종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응답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새로 입력해야 하면 응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저장’ 버튼을 별도로 두어 응답자가 직접 누르지
않아도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면 이전까지의 응답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언 2. 재접속 시 중단페이지로 이동) 응답진행 중 로그아웃한 응답자가 다시 로그인
했을 때 ‘다음문항’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러 응답을 중단한 지점으로 찾아가지 않도록
이전에 응답을 중단한 페이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언 3. 조사종료 명시) 마지막 페이지인 건의사항 작성 화면에서 조사를 종료할 때 어
떻게 창을 닫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을 완료한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질문하기도 하였다. ‘저장’이나 ‘닫기’
버튼 혹은 ‘다음문항’ 버튼 중 어느 것을 눌러도 종료할 수 있으나, ‘저장’이나 ‘닫기’ 버튼은
응답중단 상황과 마찬가지로 조사표 화면에서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문항’
버튼은 마지막 버튼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는 ‘다음문항’ 버튼의 명칭을 ‘응답완료’ 혹은 ‘완료하기’ 등으로 변경하여 완료라는 해당
버튼의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조사항목41)
여기에서는 참가자가 조사표 작성을 마친 후 실시한 인지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각 항목별로 질문 이해와 응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0) 홈버튼을 누르면 저장은 되지 않으나 다른 작업 후 응답을 중단한 화면으로 복귀할 수 있어 조사표를 처음
부터 다시 응답할 필요는 없지만, 응답자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중단하더라도 확실하게 저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1) 본 연구에서 일부 항목은 극소수의 참가자만 응답하여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거의 없어 다루지 못하였다
(문3-1 0명, 문7-1과 문7-2 1명, 문8-1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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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답자사항
로그인 후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면 응답자사항 화면이 제시된다([그림 2-85]).
이 화면에서 집 전화번호가 없어서 해당 텍스트박스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고민한
참가자가 있었다. 이 참가자는 결국 무응답 후 ‘다음문항’ 버튼을 눌렀으나 오류메시지가
제시되지 않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림 2-85] 응답자사항 화면

☞ (제언. 전화번호 자동 구분) 최근에는 집 전화가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집 전화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현재와 같이 무응답 오류로 인식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 항목에서는
번호입력 시 국번과 나머지 번호 등이 자동 구분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방과후학교 항목: 문1
문1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이다
([그림 2-86]). 비교적 간단한 항목임에도 참가자 세 명에게서 응답오류가 발생하였다. 한
참가자는 자녀가 보충수업을 받았으나 ‘아니오’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두 명의 참가자는
야간 자율학습을 근거로 ‘예’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참가자들은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율학습을 방과후학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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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나타난 참가자 세 명의 응답기준이 된 자녀는 모두 고등학생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86] 문1
현재 종이조사표에는 방과후학교의 포괄범위를 “초등돌봄, 보충수업 포함, 자율학습
제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조사표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화면 하단의 지침과 도움말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만 동일하게 제시
되어 있다.
☞ (제언. 방과후학교 포괄범위 제시) 응답자가 방과후학교의 포괄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이조사표와 동일한 내용(“초등돌봄, 보충수업 포함, 자율학습 제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 EBS 교육방송 항목: 문2~문2-3
1) 문2
문2는 EBS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항목으로, 문2의 응답에 따라 하위 항목(문2-1, 문
2-2, 문2-3)의 응답 여부가 결정된다([그림 2-87]). 선행항목인 문2는 EBS 교재를 구입
하였거나 학습 목적으로 EBS 교육방송이나 EBS 인터넷 강의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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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항목이다. 문2에서 ‘예’로 응답하고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면 문2-1 화면으로
이동하여 교재와 방송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응답하고, 여기서 교재를 구입한 경우는
문2-2로 가서 교재비 금액을 입력하고 방송만 이용한 경우는 문2-3으로 바로 이동하여
학습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문2는 조사표 하단의 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EBS 교재를 구입
하였거나 EBS 강의를 이용한 경우에만 ‘예’로 응답하고, 방과후학교, 학원, 유료 인터넷
수강을 위해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아니오’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이나 학원 강의 등을 위해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예’로
응답하였다(8/26명). 오류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제시된 질문만으로는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응답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표 하단의 지침을
제대로 읽지 않고 순수한 자습 목적 외의 교재 구입이나 강의 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예’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순수한 자습 목적 외에 교재를 구입하거나
강의를 이용한 경우도 자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발생한 참가자들은 모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응답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현재 고등학생이 학교나 학원에서 EB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항목인 문2에서 발생한 오류는 하위 항목에서도 순수한 자습 목적 외의 교재
구입이나 강의 이용까지 포함하여 이용 경험(문2-1), EBS 교재비(문2-2) 그리고 학습과목
(문2-3)을 응답하는 오류로 이어졌다. 문2-2 화면 하단에도 기입해야 하는 교재비의 포괄
범위에 대한 지침이 문2와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중요한 지침 강조하여 제시) 문2에서 현재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지침을 제시하여
반드시 읽고 응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2의 하위 항목에서도 순수한
자습 목적으로만 이용한 교재와 강의를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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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2-1
문2-1은 EBS 교재와 방송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조사하는 항목으로 여기서의 응답에
따라 문2-2와 문2-3으로 분기가 결정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앞에서 언급한 응답기준에
관한 사항 외에 문2-1에서는 응답항목의 문장 구성이 복잡하고 각 문장 간의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아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제언. 응답항목 표현 수정) 응답자가 응답항목을 간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문2-3
문2-3은 EBS 교재를 구입하거나 교육방송(또는 인터넷 강의)을 통해 학습한 과목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문2-3에서는 응답항목의 표기가 오류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과학’을 응답하고 싶었으나 응답항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을 선택
하지 않고 해당하는 응답항목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타’를 선택한 후 텍스트박스에 직접
‘과학’을 입력하였다.
☞ (제언. 응답항목 검토) 한국사, 세계사, 윤리와 사상,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을 ‘기타’가
아니라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으로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와 과학을 분리하여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제시하고, 사회와 과학에 해당
하는 구체적인 과목명을 괄호 안에 표시해줄 수 있다.42)

라. 사교육 항목: 문5~문5-3, 문6~문6-3
1) 문5 및 문6
문5는 학교 밖의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과 관련된 사교육, 문6은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 사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하는 항목이다([그림 2-88], [그림 2-89]). 우선 문5에서
논술 사교육 경험만 조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반교과 과목 사교육을 받았음에도
‘아니오’로 잘못 응답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4/26명). 한편 응답과정에서는 ‘예’로 바르게
선택하였으나 이후 인지면접 과정에서 참가자 스스로 질문은 논술 사교육 경험을 묻고
있는데 자신이 일반교과 과목을 포함하여 잘못 응답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문5와 문6에서 공통적인 오류도 나타났는데 참가자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소액의

42) 질문에서 ‘표시(  )’로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로 기호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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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나 교재비(또는 재료비)만 지출한 경우 굳이 사교육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니오’로
응답하였다(문5 2/26명, 문6 1/26명). 한편 문6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대금, 플롯)을
사교육으로 생각하여 ‘예’로 잘못 응답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2/26명).

[그림 2-88] 문5

[그림 2-89] 문6

☞ (제언. 중요한 지침 강조하여 제시) 문5와 문6에서 각각 ‘예’로 응답해야 하는 사교육
과목과 유형에 관한 내용을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제시하여 해당 사항을 읽고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문5의 경우 화면 하단의 지침의 위치를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로
이동하면 된다. 반면 문6은 현재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문6-3의 지침([그림
2-90])에 포함되어 있는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의 종류와 학습유형 내용은 문6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문5와 문6은 ‘아니오’로 응답하면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교육 받은 시간과 금액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기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5에서만
일반교과 과목 사교육 경험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문6도 자녀가 받은 사교
육이 예체능 및 기타 과목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다. 일반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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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및 논술보다 과목이 다양하고 화면 하단에 지침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
에서는 문5보다 누락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한편 문5와 문6에서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재비(재료비)만 발생하여도 학교 밖에서
지출한 경우 모두 사교육에 해당하여 ‘예’로 응답해야 함도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0] 문6-3 지침

2) 문5-1 및 문6-1
문5-1과 문6-1은 문5와 문6의 하위 항목으로 각각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 항목이다([그림 2-91], [그림 2-92]). 질문에서 주된 이유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43) 이러한 지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만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문5-1 7/14명, 문6-1 4/10명44)). 문5-1에서 만약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고민 없이 두 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한 참가자가 있었다. 반면 문6-1의
43) 조사지침서에서는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나 한 개를 선택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통계청, 2016).
44) 문5와 문6에서 ‘예’로 응답한 참가자의 수는 각각 14명,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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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두 개 선택 지시를 못 보고 하나만 선택했지만 추가할 응답항목이 없다고 하거나,
두 개를 선택했지만 하나만 응답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2-91] 문5-1

[그림 2-92] 문6-1

한편 질문에서는 순위에 따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개 선택 지시와 마찬가지로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여도 순위 기입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현재
모바일조사표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응답형식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종이조사표, 인터넷조사표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2-93], [그림 2-94]).
☞ (제언 1. 선택 기준 검토) 문5-1과 문6-1에서는 우선 응답항목을 몇 개까지 선택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표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문만 보면
반드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지침서에는 하나만 선택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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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문5-1: 종이조사표(21회차)

[그림 2-94] 문5-1: 인터넷조사표(20회차)
☞ (제언 2. 지시사항 강조 및 순위 응답 형식 제공) [그림 2-95]와 같이 몇 개를 순위에
따라 선택하라는 지시사항을 질문에서 분리하여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강조해서 제시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응답에 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순서에 따라 체크박스에
순위가 표시되도록 한다.
☞ (제언 3. 불필요한 응답항목 제거) 현재 응답항목 중 가장 먼저 제시되는 ‘보육(방과 후에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만 응답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체크박스를 눌러도 선택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만 응답가능하다는 사항이
지침에 제시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응답항목이 상대적으로 흐릿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시스템 상에서 중·고등학생 조사표에는 해당 항목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만약 응답항목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지침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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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순위 부여 항목 예: 엠브레인

3) 문5-2 및 문6-2
문5-2와 문6-2는 학교 밖에서 받은 사교육의 시간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각각 문5-1과
문6-1 다음에 제시된다([그림 2-96], [그림 2-97]). 문5-2와 문6-2는 별개의 항목이나 질문과
응답형식뿐만 아니라 지침의 구성이 동일하고, 참가자에게 공통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여기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참가자들은 문5-2와 문6-2에서 시간을 과대 또는 과소
입력하였는데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문5-2 7/14명, 문6-2 5/10명45)).
첫째, 참가자들은 일주일간의 평균 시간을 월별로 입력해야 하나 월 평균 시간으로
과대 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응답과정에서 처음에는 월
평균 시간을 입력하였다가 일주일간의 평균 시간으로 수정(문5-2 2/14명)하거나, 인지면접
과정에서 참가자 스스로 월 평균 시간을 응답하는 오류를 범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경우
(문5-2 1/14명)도 있었다. 월 평균 시간을 입력하거나 처음에 시도한 참가자들은 월별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박스가 월 시간 입력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질문
(“~1주당 평균시간을 해당 월별로 기입해 주십시오.”)에서도 월별로 기입해라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보인다고 하였다.
둘째, 30분 이상은 반올림해야 한다고 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45) 문5와 문6에서 ‘예’로 응답한 참가자의 수는 각각 14명,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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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과소 입력하였다. 한편 문7-1은 응답대상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취업 목적의 사교육을
받은 경우 시간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전반적인 구성이 문5-2, 문6-2와 유사한데, 문7-1에
응답한 참가자에서도 오류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응답과정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항목에 응답한 참가자는 한 명에 불과하였는데, 처음에 반올림 규정과 아울러 시간
단위로 입력해야 함을 모르고 다음과 같이 응답을 수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였다. 우선
텍스트박스에 ‘1시간 30분’ 입력을 시도하다 문자 입력이 실패하자 분 단위로 변환한
‘90’을 입력하였다가 다시 삭제하고 ‘2’를 입력하였다. 이 참가자는 30분 입력이 안돼서
‘2’를 입력한 후에야 반올림 지침을 읽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사교육 받은 과목을 누락하거나 과목당 1회 시간만 합산하여 과소 입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교육이 아닌 방과후학교 시간을 포함하거나 문5-2에서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외의 예체능 사교육 시간까지 합산하여 과대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2-96] 문5-2

[그림 2-97] 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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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중요한 지침 강조하여 제시) 응답자가 ‘1주당 평균시간’을 ‘30분 이상은 반올림’하
라는 등의 응답 지침을 쉽게 인식하도록 조사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모바일조사표를 종이조사표나 인터넷조사표와 비교해보면 모바일조사표 응답자가 해당 사항을
인식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98], [그림 2-99]). 종이조사표와 인터넷조사표

[그림 2-98] 문5-2: 종이조사표(21회차)

[그림 2-99] 문5-2: 인터넷조사표(20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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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질문 및 지침과 별도로 응답 입력 부분에 ‘월별 사교육을 받은 1주당 평균시간(30분 이상
반올림)’을 입력해야 함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조사표에서는 해당 사항을 진한 빨간색
으로 처리하고 각 월 아래에도 ‘1주당 평균시간’을 반복해서 제시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
모바일조사표는 화면의 크기가 작아서 종이나 인터넷조사표 같은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주당 평균시간’을 색을 변경하고 진하게 처리하여 강조
하고, ‘30분 이상 반올림’ 등의 지침을 질문 다음에 바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문5-3 및 문6-3
문5-3과 문6-3은 학교 밖에서 받은 사교육 과목의 유형별 비용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각각 문5-2와 문6-2 다음에 제시된다. 문5-3과 문6-3은 문5-2, 문6-2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항목이나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5-3과 문6-3에서 교재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문5-3 8/14명, 문6-3 1/10명46)). 이러한 참가자들은 질문에 제시
되어 있는 ‘(교재비 포함)’ 지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재비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으로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산 오류가 발생한 참가자도
있었는데, 몇 개월 비용을 특정 월에 한 번에 지출한 경우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입력해야 하나 지출한 해당 월에만 입력하거나 6개월 비용을 조사표에 제시된 3개의
월로만 나누어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사교육 받은 과목과 유형 간 명확한 구분을 어려워하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선 문5-3에서 ‘국어’와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이 별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상호 구분이 애매하여 고민하다 국어와 논술 모두에 중복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교육 유형에서 개인과외와 학원수강, 개인과외와
방문학습지(혹은 방문학습), 그룹과외와 학원수강 간 구분을 어려워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교습소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도를 받지만 일대일로
개인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과외로 분류하였으나, 조사표에 제시된 지침에 따르면
교습소는 학원수강에 해당한다.
☞ (제언. 중요한 지침 강조하여 제시)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비 포함)’ 지시와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강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6) 문5와 문6에서 ‘예’로 응답한 참가자의 수는 각각 14명,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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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문5-3

마. 인적사항 및 가구소득 항목: 문9~문9-4
1) 문9-2-1 및 문9-2-5
문9-2-1과 문9-2-5는 각각 응답대상인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지 조사하는
항목으로 여기서 ‘계심’을 선택하면 아버지에 관한 생년월과 교육정도를 조사하는 하위
항목(문9-2-2, 문9-2-3, 문9-2-4)으로 이동하고 ‘안계심’을 선택하면 바로 문9-2-5의
어머니에 관한 항목으로 이동한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문9-2-5에 앞서 제시되는 문9-2-1을 처음 접했을 때 응답자 본인의
아버지를 묻는 것인지 잠깐 헷갈렸으나 이전 항목들이 자녀의 사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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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자녀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응답했다고 하며, 질문이 묻는 대상이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13/26명). 그러나 한 참자가는 문9-2-1에서는 자녀의
아버지로 응답한 후 문9-2-5에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자 다시 문9-2-1로 돌아가서 학
부모인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응답을
변경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문9-2-5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의
어머니는 본인인데 누구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 묻는다고 생각하여 응답을 변경했다고
[그림 2-101] 문9-2-1

하였다. 그리고 응답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 (제언. 질문용어 검토) 모바일조사표의 문9-2-1부터 문9-2-8에 해당하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종이조사표와 인터넷조사표에서는 한 항목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조사하고, 질문
에서는 “학부모님의 실제 생년월 및 교육정도를 해당사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다. 모바일조사표는 작은 화면에서 원활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종이
조사표와 인터넷조사표와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항목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선행항목을 두고 ‘안계심’을 선택하여 하위 항목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바로 다음
항목으로 자동으로 건너뛰어 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현재 선행항목으로
제시된 문9-2-1과 문9-2-5의 질문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묻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9-2-1와 문9-2-5의 질문을 각각 “자녀의 아버지가
계십니까?”와 “자녀의 어머니가 계십니까?”라고 변경할 수 있다.

2) 문9-2-2 및 문9-2-6
문9-2-2와 문9-2-6은 학부모의 생년월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간단한 항목임에도 실제
생년월을 양력 기준으로 응답하지 않고 주민등록이나 음력 기준으로 응답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7/26명). 질문에서 실제 생년월을 양력으로 입력하라는 지시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이 음력 기준으로 되어 있고 평소 음력을 주로 사용해서 주민등록상의
음력 기준으로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처음에 음력 기준으로 입력한 후 양력
입력 지시문을 보고 수정한 경우도 있었으나, 해당 지시문을 인지하였음에도 양력 환산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응답한 경험이 있고 양력과 음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존 음력 기준의 응답내용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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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양력 기준으로 입력한 참가자도 양력으로 환
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양/음력을 응답자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거나 자동 환산 기능이
제공되었으면 응답이 쉬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월을 입력하는 텍스트박스 우측에
제시된 ‘(양력)’ 글자에 터치하면 음력이 양력
으로 변환되는 줄 알고 해당 영역을 누른 참가
자도 있었다.
[그림 2-102] 문9-2-2
☞ (제언. 응답기준 제시) 질문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등록이나 음력 기준이 아닌
‘실제 생년월’을 ‘양력’ 기준으로 입력하라는 지시사항을 질문과 분리하여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인구주택총조사｣(2015)와 ｢사회조사｣(2015)와 같이 양력과
음력을 응답자가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그림
2-103], [그림 2-104]).

[그림 2-103] 생년월일 항목: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2-104] 생년월일 항목: 사회조사(2015)

3) 문9-4
문9-4는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까지 포함하여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한다([그림 2-105]).

제2장

154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그림 2-105] 문9-4
참가자들의 응답과정에서 세 가지 오류가 나타났다. 우선 소득을 세금공제 후 기준
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12/26명), 이러한 참가자들은 질문에서 ‘(세금공제 전)’이
라는 지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세금공제 전 금액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세전소득을 몰라서 세후소득 기준으로 응답했지만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동일한
범주의 응답항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
했다고 한 참가자들은 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의 소득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응답하였다(8/26명). 본 평가의
참가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는데 본인의 소득은 크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여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 참가자는 문9-4 직전에 응답한 문9-3에서 평소
경제활동(수입이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응답하여 경제활동 참여
자로 인식하지 않은 본인(‘어머니’)의 소득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전 항목인 문9-3의 영향으로 문9-4에서 지난 1년간 소득이 있었으나 평소 경제활동 참
여자로는 생각하지 않는 가구원의 소득이 누락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월 평균소득이 아니라 연봉으로 응답을 시도하거나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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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있었다(3/26명). 두 명은 처음 연봉으로 응답했다가 월 평균소득으로 수정하였
으나, 나머지 한 명은 질문의 ‘지난 1년간’이라는 표현에 집중하여 연봉으로 응답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 (제언. 중요한 지침 강조하여 제시) 현재 질문과 지침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근로소득 외까지 모두 포괄하여 세금공제
이전 월평균 기준으로 응답)을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제시해 응답자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전 문9-3에서 응답한 평소 경제활동 참여자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소득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가구원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조사표에서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화면 구성에 대해 [그림 2-106]과 [그림 2-107]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106] 가구소득 항목 예: 오베이

[그림 2-107] 가구소득 항목
예: 한국리서치

제2장

156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제6절 결론
1. 조사표 주요 개선방안
본 연구는 사교육비조사의 모바일조사표가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평가(evaluation)하고 조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바일조사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통계청의 현황과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성평가와 인지면접을 실시
하여 조사표 응답 특성과 오류발생 사항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로부터 개선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접속
모바일 기기에서 쉽고 빠르게 모바일조사표에 접속하고 데스크톱 화면에 적합한
인터넷조사표로 잘못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배부하는
<인터넷조사 안내장>과 <조사안내 리플릿>에 포털사이트 검색방법을 주소 입력보다 강조
하고 입력할 검색어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검색방법은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네이버 검색창 그림에 검색어를 삽입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화면 구성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움말과 지침을 통합하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정확한 응답을 위해 응답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질문 다음에 바로
제시하도록 한다. 응답항목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항목의 응답을 마쳤다고 생각하여 응답
항목 아래에 위치한 지침은 읽지 않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질문과 응답항목 사
이 공간에 제시하거나 응답항목에 해당하는 설명의 경우 각 항목 아래에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현재 도움말과 지침에 있는 내용 중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차적인 사항과 더 나아가 조사지침서에 있는 내용 중 자기기입식 조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현재 도움말과 같은 팝업메시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도움말 버튼은 응답자의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제시하고, 버튼의 명칭은 팝업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버튼마다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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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입력
텍스트박스
우선 기기의 종류에 따라 텍스트박스 제시 형태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문2-2, 문3-1, 문8-1에서는 만원 단위 텍스트박스에 원 단위로 입력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원과 천원 단위 텍스트박스를 한 행에서 나란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텍스트박스의 단위명은 일반적인 글자색(검은색)과 다른 색으로 표시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텍스트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해 예상 가능한 입력값의 범위에 적정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입력하는 텍스트박스를 누르면 바로 숫자 키
패드가 제시되도록 한다.

라디오버튼 및 체크박스
첫째,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터치했을 때 선택으로 인식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응답항목의 글자와 오른쪽의 빈 공간을 포함한 어느 영역을 터치하여도 해당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해야 한다. 둘째, 화면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라디오버튼과 체크박스를
좀 더 우측으로 이동하여 크고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 선택 후 해당
응답항목 영역을 바탕과 다른 색으로 변경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선택 항목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동
화면 내 이동: 세로 스크롤링
문5-3과 문6-3은 사전선택한 과목별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는지 먼저 조사하고
다음 별도의 화면에서 해당 유형의 텍스트박스만 선별적으로 제시하여 세로 스크롤링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현재의 조사표 화면을 재구성하고 각 화면의 질문도 수정해야
한다.

화면 간 이동: ‘다음문항’ 버튼, ‘저장’ 버튼
‘다음문항’ 버튼의 화면 내 배치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나, 텍스트를 입력
하는 항목은 화면 화단에 키패드가 제시되고 입력 완료 후에도 자동으로 키패드가 사라
지지 않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로
스크롤링이 길게 발생하는 화면의 경우 응답을 완료한 후에 다시 화면을 위로 움직여
‘다음문항’ 버튼을 찾아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문항’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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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을 스크롤링이 발생해도 고정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라디오버튼의 응답항목에 제시된 지시사항(예. ‘☞ 5-1~5-3번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 6번 조사항목으로’)은 화면에서 삭제해야 한다.
저장하지 않고 응답을 중단하거나 응답진행 중 실수로 뒤로가기 등을 눌러 재접속 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별도로 두어 응답자가
직접 누르지 않아도 ‘다음문항’ 버튼을 누르면 이전까지의 응답내용이 자동으로 저장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응답진행 중 로그아웃한 응답자가 다시 로그인 했을 때
‘다음문항’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러 해당 화면을 찾아가지 않도록 응답을 중단한 조사항목
화면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사항목
방과후학교 및 EBS 교육방송: 문1~문2
문1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포괄범위에 관한 지침(“초등돌봄, 보충수업 포함, 자율학습
제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문2에서는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지침을 제시하여 반드시
읽고 응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2의 하위 항목에서도 순수한 자습 목적
으로만 이용한 EBS 교재와 강의를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을 계속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문2-3에서는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응답항목을 ‘사회’와 ‘과학’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목명을 괄호 안에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사교육: 문5~문6
문5와 문6, 그리고 이어지는 하위 항목에서는 정확한 응답을 위해 응답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문과 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부분의 색을 변경하거나 진하게 처리할 수 있고, 지침의 중요한
내용은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 등 위치를 변경해 가독성을 높여 제시할 수 있다.
항목별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5와 문6에서는 ‘예’로 응답해야 하는
사교육 과목과 유형, 그리고 소액의 교육비 또는 교재비(재료비)만 발생하여도 학교 밖
에서 지출한 경우 사교육에 해당하여 ‘예’로 응답해야 함 등을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5-2와 문6-2에서는 질문과 지침에 제시된 응답기준(‘1주당 평균시간’, ‘30분 이상
반올림’ 등), 문5-3과 문6-3에서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비 포함)’ 지시와 지침의
사교육비 입력 방법을 강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문5-1과 문6-1에서는 우선 응답항목을 몇 개까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 개를 순위에 따라 선택하라는 지시사항을 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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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질문과 응답항목 사이에 강조해서 제시하고, 응답에 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순서에 따라 체크박스에 순위가 표시되도록 한다.

2. 연구의의 및 한계
국가통계에서 모바일조사는 아직 생소한 자료수집방식이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주요 통계청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
스에 모바일조사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다음 센서스에 새로운 자료수집방식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조사 확대에 대응하여 조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고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설계
하는 것이다. 모바일조사는 데스크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에서 마우스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가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모바일조사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통계청의 현황과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 원칙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모바일조사 참여
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조사를 대상으로 인지적 기법을 적용하여 모바일조사
표의 응답과정을 평가(evaluation)하고 조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
인을 대상으로 사용성평가와 인지면접을 실시하여 조사표 응답 특성과 오류발생 사항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로부터 개선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그 대상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나, 일반인 참가자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와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
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 반영하고, 이후 재검토 과정을
통해 효과를 점검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조사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2장

160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참고문헌
김현·음소은(2009),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사용성 향상을 위한 한일 연구사례｣, 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 15(4).
노재만·김유진(2010), ｢시선 추적 기법을 활용한 데스크 탑과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비교 연구｣, 디자인학연구, 23(4), 217-229.
두산백과사전(doopedia), http://terms.naver.com/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한
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한
국인터넷진흥원.
박영실·박현정·김혜진(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표 설계: 3차 시험조사표 시선추적
실험 및 전문가리뷰, 통계개발원.
통계청·교육부(2016), 사교육비조사지침서, 통계청·교육부.
Anderson, M.(2015), “Technology Device Ownership: 2015”,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internet.org/2015/10/29/technology-device-ownership-2015.
Bosnjak, M.(2011), “Self-administerd mobil surveys. Paper presented at the MRC 2011 Workshop (Part
1)”, London, United Kingdom.
Budiu, R., & Nielsen, J.(2010), “Usability of mobile websites and applications: Design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user experience of mobile sites and apps. Nielsen Norman Group Report”,
http://www.nngroup.com/reports/mobile
Geisen, E., & Olmsted, M, G.(2011), “2020 Census Coverage Study: Survey on Mobile Devices
Literature Review”, U.S. Census Bureau.
Horwitz, R.(2015), “Usability of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internet instrument on mobile device”,
U.S. Census Bureau.
Jue, A.(2014), “Trends Report: Mobile Participation in Online Surveys”, Focurs Vision.
Kaye, L., & Saul, K.(2012), “Investigating the value of providing a census Internat option for small
mobile devices”, Wellington: Statistics New Zealand.
Mavletova, A., & Couper, M. P.(2013), “Sensitive Topics in PC Web and Mobile Web Surveys: Is
There a Difference?”, Survey Research Methods, 7(3), 191-205.
Nichols, E.(2016), “Mobile Optimization Considerations for Survey Design-A Case Study using the U.S.
Census”, Census Bureau, 제7차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 발표자료.
Nichols, E., Hawala, E, O., Horwitz, R., & Bentley, M.(2015), “Optimizing the Decennial Census for
Mobile-A Case Study”, U.S. Census Bureau.

제2장 사교육비조사 모바일조사표에 대한 인지적 기법 적용 161

ONE NEWS(2016), “Date confirmed for 2018 Census - mobile forms will be accepted”, ONE NEWS.
(2016.6.30.)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date-confirmed-2018-census-mobile-forms-accepted
Pew Internet project(2014), “Mobile Technology Fact Sheet as of October 2014”,
http://www.pewinternet.org/fact-sheets/mobile-technolgy-fact-sheet.
Peytchew, A., Hill, C, A.(2010), “Ecperiments in Mobile Web Survery Design”,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Statistics New Zealand(2016), “Gearing up for the 2018 Census”,
http://www.stats.govt.nz/tools_and_services/media-centre/2018-census-releases/gearing-up-for-2018census.aspx. (2016.7.1.)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파워패널)
오픈서베이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오베이)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MOBILO)

제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