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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본 연구는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의 기능표준화 및 홈페이지 사용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웹 사이트
틀 통해 제공되는 OASIS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UI를 개선하여 홈페이지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먼저 NITS(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6개 영역, IT 사용성 평가 14영역, Heuristic evaluation의 251개 
영역을 조사하여 OASIS 사이트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OASIS 시
스템 사용성 평가를 위한 항목을 체크하였으며, 3개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의사 결정자들은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여 선정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1차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도출된 26개 오류 항목을 메뉴, 
편의, 일관, 설명, 에러, 표준으로 구분하여 11개 세부 영역에 대한 2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ASIS 
사이트에 대한 상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unctional standardization of web resource archiving systems and the evaluation 
of website u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Oasis services provided through 
the website frame and to improve the UI and apply the website. First, we investigated six area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TS), 14 areas of IT usability evaluation, and 251 areas of the Heuristic 
evaluation to derive  evaluation criteria for OASIS site analysis. On the Base of this, a group of experts checked 
for items for evaluation of the usability of the oasis system, and decision makers made with experts from three 
fields were selected by measuring the importance of each item, selecting evaluation items, and conducting the 
first evaluation. The 26 error items derived were divided into menus, convenience, consistency, explanation, 
errors and standards, and a secondary assessment was conducted for 11 detailed areas. At the end, a detailed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Oasis site were performe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eb 
resource arch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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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OASIS 프로젝트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전까지 온라인 상 디지털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

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다. 2008년 IIPC 정회원 가입 전까지 국

제표준 웹아카이빙 크롤러, 저장 파일 포맷 등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국내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프

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주요 대상은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 웹사이트, 웹문서로 초기에는 확정된 대상 사

이트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동 크롤링하는 방식과 정부기관 등이 웹상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중요 문서들을 자동, 수동으로 수집 후 목록작업을 거쳐 등록 및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OASIS는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웹자원 아카이빙 사업의 웹사이트 수집방향을 전환하고 선택

적 수집을 체계화하기 위해 2013~2014년 OASIS 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국가 

재난·이슈·주제 분야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재

해·재난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구축 목적과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설정하

였으며,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 선거, 올림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 인문·사회·과학 주제 분야별 주요한 테마와 콜렉션, 전문가 추천 이슈와 테마 

등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웹자원 아카이빙의 수집 및 데이터 구축은 웹의 유용성(usefulness)을 높이

는 측면이였다면, 이제 웹사이트의 사용성(usability)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웹 아카이빙에 대한 국내의 연구의 시작점은 2004년 웹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연구부터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 및 법제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뒤를 이어 선정

지침,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선정 개선안 등에 관한 연구로 이어오다 최근에는 웹 아카이브의 서비스 

발전방향,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 분석 등의 서비스 사용성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웹아카이빙에 대한 사용성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평가를 

수행함으로, 웹 개발자에게는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웹사이트를 사용 할 경우 사

용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평

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잠재적 니즈와 새

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성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OASIS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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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째, 사용성 평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 항목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사용성 평가 항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담당자(A그

룹), OASIS 시스템 담당자(B그룹), 시스템 개선사업 개발 담당자(C그룹)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을 선정

하였다. 이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매핑된 10개 영역 251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1차 평가를 위해 1개 그룹(A)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10개 항목 1Level평가로, 2개 그룹(A&C)

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총 28개 항목 2Level평가, 2개 그룹(A&B)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22개 항목 

2Level 평가로, 3개 그룹(A&B&c)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별로 각각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도출

된 26개 오류 항목을 6개 카테고리, 11개 항목 3Level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2차 정밀 평가를 진행하였

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긴급 수정사항과 운영 중 보완 사항을 도

출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1>  웹자원 아카이빙 사용성 평가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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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사용성의 개념

사용성이란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사용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

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는 여러가지 척도와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의 습득 여부 정도를 통하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태도를 측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과정에 있어 예측하지 못했던 잠재적 문제점, 사용자를 혼란시키는 요

소 및 기능을 도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ISO 9241-111)의 사용성은 효과성 측면에서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완료

하였는가? 효율성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느 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는

가?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사용자가 불쾌감 없이 웹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시스템에서 갖게 되

는 편안함이나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Nielsen은 효율성, 학습용이성, 기억용이성, 오류·안전, 그리고 만족도의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좁

은 의미의 사용성은 시스템 사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

적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의 수행력을 의미하는 효용성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사

용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효율성, 효과성, 만족도를 포함

하는 총체적인 사용 품질을 의미한다. 

ISO/IES 9126(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매트릭스)에서는 사용성의 하위 특성들이 ‘이해가능성’, ‘학

습성’, ‘운영성’, ‘선호도’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사용성이란 사용자 중심의 설계 개념의 도입이며, 사용

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가장 쉽고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2.2 사용성 평가 항목

Nielsen은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 영역으로 현재 상태 시각화, 현실세계 부합, 적절한 통제권, 일관

성과 표준성, 실수방지, 적은인지 노력, 유연한 사용, 심미적이고 간결, 에러 파악 수정, 충분한 도움말

의 10가지를 제안하였다. 현재 상태 시각화 영역은 피드백의 존재 유무, 명확성, 즉시성으로 평가되고, 

현실세계 부합 영역은 실세상과 사용자의 과업 혹은 예상되는 행위와의 부합 정도로 평가된다. 적절

1) Ten Usability Heuristics <http://www.useit.com/papers/heuristic/heuristic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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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권‘영역은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취소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사

용자의 자유도로 평가되고 일관성과 표준성 영역은 웹사이트에서 일관성 있는 정보 및 구조 등이 제

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수방지 영역과 에러 파악 수정 영역은 웹사이트 오류를 범할 확

률을 낮추고 예상되는 오류의 입력 값을 보여주는지, 에러의 원인을 찾아내고 복구가 가능한지로 평

가한다. 적은인지 노력 영역과 유연한 사용 영역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로, 심

미적이고 간결 영역은 심미성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평가한다. 충분한 도움말 영역은 사용자가 웹사

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표현이 용이한지 여부로 평가된다. 

Palmer의 사용성 평가는 다운로드 지연, 네비게이션, 콘텐츠, 상호작용, 반응성을 사용성 및 디자

인 요소로 보고 웹사이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웹사이트 성공 측정 변수로는 사

용자만족, 회귀가능성, 사용 빈도를 사용한 결과 사용성과 디자인 요인들은 웹사이트 성공에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d의 사용성 평가 원칙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작업지원수준에서 인터페이스

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용도가 무엇이고, 이 자

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화면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인 기능이나 디자인 요소들은 사용자의 작업을 지

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자의 이익과 홍보를 위한 것인가?’ ‘디자인이 사용자의 결정을 도와

주는지 방해하는지’ 와 같은 평가요소가 있다. 둘째, 사용편리성 항목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직

관적인가?’ 즉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쉽고 편하게 습득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셋째 미학적인 항목

에서는 색체와 아이콘, 이미지, 멀티미디어의 사용 및 구성 요소의 배치를 평가한다. 시각적인 요소들

은 너무 많은 정보들로 사용자의 주의력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

다.

Scharl과 Bauer은 상업적 웹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콘텐츠, 네비게이션, 상호작

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의 프리젠테이션, 사용자와 사이트 사이의 신호, 그리고 상호작용 등 세 가

지 특성이 웹 기반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Tilson은 상업적 웹사이트에 대한 15개 유저빌러티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으로

는 메뉴의 단순성, 유용한 분류, 제품 목록의 범위를 좁히는 지원, 제품 사진과 묘사의 이용가능성, 주

문 버튼/링크의 명확성, 주문 프로세스의 이해와 지원, 적절한 피드백, 안전 통보 에러, 지속적 쇼핑을 

원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Reeves와 Harmon은 사용성 평가 영역을 사용자의 편익, 네비게이션, 인지부하, 맵핑, 화면설계, 

지식 공간 친화성, 정보표현, 매체통합, 예술적 아름다움, 포괄적 기능성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

고, 각 영역별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포괄적 기능성 항목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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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프로그램이 지원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NIST(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기술, 기

준, 표준을 개발 및 적용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IST는 웹사이트의 사용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중 주관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HTML에서 기술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

공하고 있다. 이중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한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 항목은 아래 <표 1>과 같다.

평가영역 세부영역

접근성
(Accessibility)

'링크에 쓰여지거나 쓰여지지 않는 모든 이미지나	ALT	tag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자바 애플릿은	ALT	tag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미지 맵은 텍스트 앵커나 링크를 가져야 한다.	
프레임이 사용되었다면	no	frame		옵션이 있어야 한다.
기본 설정 외의 색상을 사용한다면	RGB	값만 사용한다.	
BG	color와	TEXT	color	속성은 항상 조합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성능
(Performance)

그래픽을 포함한 페이지의 사이즈는	30K로 한다.
이미지에는 이미지의 폭과 높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지는	JPEG	format을 쓰지 않는다
	Banner의 사이즈는	500piel이 넘지 않도록 한다.

네비게이션
(Navigation)

모든 페이지는 최소한 한 개의 링크는 있어야 한다.
링크에는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설정된 색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링크에는 적당한 설명이 부가되어야 한다.
링크는 숨겨져서는 안된다.
링크는 새로운 창을 띄워서 열지 않도록 한다.

유지보수성
(Maintainability)

가능한 한 상대적인 링크를 이용한다.
모든 페이지에는	Head	tag가 있어야 한다.

가독성
(Readability)

웹페이지의 밀도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페이지의	scrolling,	blinking	text	그리고	marquee	style	text를 제한 한다.
양식에 가로지를 수평선을 넣지 않는다.

양식의 사용
(Form	Use)

양식을 완료하고 완성된 양식을 보내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식 작성 중 양식을 새로 깨끗이 지우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1>  NIST 사용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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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 자원 아카이빙 사용성 평가 항목 개발

웹 사이트의 사용성 평가 항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 한 결과 각 선행연구의 평가영역 사이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평가되는 영역들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Nielsen의 평가 영역을 가장 기본적이 

영역으로 판단하고, NIST의 6개 영역, IT 사용성 평가에 14영역, Heuristic evaluation의 251개 영역

을 조사하였다. 이에 10개 영역 아래 251개 세부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그림 2 참조>.

3. 웹자원 아카이빙 사용성 평가

3.1 시스템 평가 

위의 도출된 251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3개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도를 측정하여 

매핑하였으며 그 결과 1~3 레벨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1개 그룹(A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담당자)

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10개 항목 1Level평가로, 2개 그룹(A&C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담당자 

& 시스템 개선 사업 개발 담당자)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총 28개 항목 2Level평가, 2개 그룹(A&B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담당자 & OASIS 시스템 담당자)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22개 항목 2Level 

<그림2>  웹 자원아카이빙 사용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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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3개 그룹(A&B&C)에서 매핑한 평가 항목은 11개 항목 3Level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밀 평

가를 진행하였다. 총 3차에 걸친 웹사이트 평가를 통해 총 26개의 오류를 검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6개 카테고리, 11개 항목을 연구자가 정밀 평가를 진행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3>  웹 자원아카이빙 사용성 평가 항목

<그림4>  A그룹 10개 평가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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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C그룹 28개 평가 항목별 의견

3.2 웹 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평가 결과

A그룹의 1레벨 평가 10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설계의 컨셉은 10개 항평가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평가항목 6번의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 사용’  항목에서는 ‘메뉴의 구성이나 시계열 컴

포넌트 등 대체로 직관적이나, 검색의 복합조회조건 ‘AND’, ‘OR’ 기능은 불분명하다는 평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미적이고 간결함’ 평가항목에서는 ‘검색 창의 위치, 상세 검색의 대치 등이 간결하게 

구성되었으나, 복합조건 조회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에러 발생시 사용자 대응성’ 평가 항

목에서는 ‘에러 창에 이전화면으로 복귀 및 오류 코드를 보여고 있으나 오류코드 자체를 사용자가 인

지하지 못함으로 원인 대응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그림 4 참조>.

A&C 그룹의 28개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중 ‘시각적 계층 구조’ 평가 항목에서는 ‘메뉴나 검색 조건 

정보 사이에 적당한 공백이 제공되었으나, ‘웹사이트 변경 기록 검색’ 메뉴는 줄바뀜 현상 발견‘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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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C그룹 28개 평가 항목별 의견

<그림6>  A&B 그룹 22개 평가 항목별 의견

A&B 그룹의 22개 평가 항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은 보여주지 않기’ 항목에서 ‘기능키 중에서 

현재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희미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어야 함. 웹사이트 기증 신

청 사이트 개발이 미흡하여 평가 유보함’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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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A&B 그룹 22개 평가 항목별 의견

<그림7>  A&B&C 그룹 11개 평가 항목별 의견

A&B&C 그룹의 11개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은 <그림 7>과 같다. 사용자들 웹사이트 기증 신청 시, 

데이터 입력 후 입력행위를 번복하고자 할 때 취소 Pop-Up 창이 떠서 취소 여부를 묻고 행위 번복 가

능하게 하였고 평가 항목들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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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에 걸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평가를 통해 총 26개의 오류를 검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메뉴영역(3개), 데이터 입력영역(2개), 자료검색(6개), 웹사이트 검색기록(1개), 시간순 조회(3

개), 테마별 조회(2개), 재난 아카이브(3개), 사이트 맵(1개), 기타(5개)개 오류 및 점검 항목이 도출되

었다.

2차 연구자 평가를 위해 6개 카테고리. 메뉴가독성, 사용자 편의성, 적절한 설명, 시스템일관성, 표

준준수, 에러메세지로 분류하고 11개 세부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항목으로 2차 정밀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긴급수정 2건과, 추후 시스템 운영 시 보완 사항의 3건이 최종 도출되었다.

메뉴 가독성 평가에서 GNB(Global Navigation Bar) 메뉴, Navigation 메뉴, Sort 메뉴 항목에 수

정사항을 도출하였다. 사용자 편의성 평가에서는 데이터 입력취소 용이성, 마우스 외 Tab 키를 이용

한 메뉴선택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적절한 설명 항목에서 디자인 편의상 제목과 헤

더에 페이지 설명을 포함 시킬 공간이 없을 시, 도움말을 통해 설명을 구체화 할 것을 점검 하였으며, 

시스템 일관성 항목에서는 에러메세지 및 요소들 이름의 일관성, 메뉴 항목과 색체 코딩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표준준수에서는 일관성 있는 컴포넌트의 디자인 검토를, 에러 메시지 표현과 자료검색에

서는 복합 검색조건, AND, OR 조건, 주제검색, 검색 결과 건수의 기준, 링크 오류, 테마별 검색의 데

이터 불일치, 재난 아카이브 검색, 자료실 메뉴 선택 오류 등을 평가하였다.

<그림8> 6개 카테고리 11개 정밀평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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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 연구를 통해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

하였다. 이를 통해 OASIS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고,  UI를 개선하여 홈페이지 적용하고

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성 평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

고 작성한 항목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매핑하고 그룹별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홈페이지 운영자, 

OASIS 시스템 담당자, 시스템 개선사업 개발 담당자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은 각 분야별 평가요소

의 장단점을 구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도출된 26개의 오류 항목을 6개 카테고리, 11개 항목으

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2차 정밀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메뉴가독성, 사용자 편의성, 적

절한 설명, 시스템 일관성, 표준 준수, 에러 메세지 평가 항목에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뉴 가독성 측면에서 보면, GNB 메뉴, Navigation 메뉴, Sort 메뉴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하

여야 하며, 메뉴간 이동을 최대한 간편하게 해야 한다. 네비게이션 메뉴의 경우 중복된 표현을 자제하야 한다.

둘째,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후 입력 행위를 번복하고자 할 때 취소 

여부를 묻고 행위 번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외에 Tab 키를 이용해 컴포

넌트간 이동이 가능함을 물론 이동 순서 역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적절한 설명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 편의성 제목과 헤더에 페이지의 설명을 포함시킬 공간이 

없을시, 도움말을 통해 설명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또한 메뉴와 페이지 간의 일관성이 높아야 한다. 용어, 디자인 

및 색체 코딩(수집현황, 주제별 검색 등의 그래프의 색감이나 보조선 유무와 일관성), 메뉴의 배치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 준수 측면에서 보면 웹페이지 상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컴포넌트들이 구성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색감의 버튼을 사용할 경우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관

성이 결여될 수 있다. 

여섯째, 에러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에러 메시지는 상황별로 에러 코드 등이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한

다. 필요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의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추후 서비스별 이용 형태, 사용자 유형 분류, 

향후 서비스 예측 분석, 사용자 관심 기반 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성

능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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