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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성 개선 디자인
Usability Design Improvement Method of Map-based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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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도 기반의 웹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공공
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에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
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위한 디자인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 논문, 기사, 단행본을
포함한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을 연구하고 사용성 평가를 위한 요소와 방법을 연구한다. 둘째, 공공
기관의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용성 평가와 개선 방향을 설계한다. 셋째, 개선된
웹 플랫폼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개선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지도, 웹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성, UX 디자인

Abstract
Recently, map-based web platform service providing services are vitalizing and lots of information. And
services are providing by the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publicness and reliability. However, there is
inconvenience in user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existing services. Therefore, a design plan for convenient
system to find out the public data the user would like to want to find easily and correctly and use it
effectively shall be found in this study. To this end, first, study the theory of map web platform service
design through the documentary service including the theses, news and books and also study the elements
and method for usability evaluation. Second, design the usability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selecting map based web platform service of public institution. Third, analyze the effect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by the usability evaluation for improved web platform service. Lastly, would like to
suggest the plan for interface design and user experience based o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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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인터넷과 결합하여
발전되면서,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웹 정보기
술의 발전과 컴퓨터의 고성능화에 따라 거리뷰, 위성지도, 항공지도 등의 전문 위치 정보를 포함하
여 정보 제공이 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도 기반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성과 신뢰
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객관적 지표 및 공공기관에서만 보
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도 서비스는 다양
한 서비스와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접근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
하고 쉽게 찾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에 관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편리하도록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도 기반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웹
사이트와 개선된 웹 사이트를 비교 평가하여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용성 향상을 위한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가이
드 역할을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첫째,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성 디자인에 관하여 연구한다. 공공기관 웹 페이지를
포함한 단행본, 출판물, 논문 등 문헌 조사를 통한 사용성과 관련한 이론을 연구하고 사용성 평가
를 위한 요소와 방법을 언급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용
성 평가와 함께 개선 방향을 설계한다. 셋째, 설계된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웹 플랫폼 서비스를 개
발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된 결과를 통해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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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성
2.1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성
사용성이란 어떤 도구나 인간이 만든 물건 또는 서비스의 목적이 완수되기 위해 쉽고 편리한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표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 표준 기구의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ISO/IEC
9241-11에 따르면, 사용성은 특정한 사용자가 특정한 과업을 특정 환경에서 수행할 때 얼마나 효과
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만족도(Satisfaction)가 나타나는지를 말한다 [1]. 또한, 사용성 평
가(Usability Testing or Evaluation)는 실제 제품에 적용된 사용성을 검증하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
로 평가 제품의 사용성을 수치로 표현하여, 동일 제품군의 비교 지표로 객관화하여 제시할 수 있
다 [2].
공공기관 웹페이지인 국토정보플랫폼 사이트는 다양한 지도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쉽고 편리
한 대국민 개방 서비스로 다양한 지도 자료와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본 플랫폼은 사용자의 활용
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지만,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기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서비스
가 아닌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기 위한 UI/UX 디자인의 개선을 하여 사용성이 향상되
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2 기존의 지도 기반 웹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성
기존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경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들과 달리 생소한 인
터페이스로 디자인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플랫폼 내의 용어가 익숙
하지 않은 전문 용어로 명칭이 되어 있고, 검색이나 메뉴 사용 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상위 메뉴가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카테
고리 접근 시 혼란함을 가중 시킨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지도 기반 서비스의 경우 메뉴와 기능이
보이는 영역 최소화하는 등의 최신 지도 기반의 사이트와는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기존 IA(Information Architecture)의 경우 9단계의 Depth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
복된 카테고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와 관련한 전문 용어들의 사용으로 일반 사용자가
어려워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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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그림 1] 국토정보플랫폼 개선 IA
[Fig. 1]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latform Improvement IA

전체적인 사용성 향상을 위한 UX 디자인의 방향성은 본래 국토정보플랫폼의 취지에 맞도록 국
민 누구나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 웹 서비스의 핵
심 중에 하나가 모바일 중심 디자인이다 [3]. 특히 구글에서도 반응형 웹 사이트를 우대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어서 이번 플랫폼 개선에 있어서 모바일 사용자를 고려한 반응형 웹을 고려한 싱글
페이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 Information Architecture는 사용자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
한 메뉴와 기능을 통합 또는 정리하였고, 체계화하였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사용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9단계의 Depth를 줄이고, 메뉴의 통폐합하였다. 최대 4단계의 Depth가 되도록 깊이를 줄
이고, 세부 영역을 다시 분류하여 유사 내용끼리 그룹핑이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또한 전문 용어들의 사용으로 일반 사용자가 어려워할 수 있는 메뉴의 레이블링을 개선하여
국토정보플랫폼의 본래의 목적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공간 정보를 대국민 온라인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사용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Task 수행 등을 통해 발견한 사용자 행태에
따른 UX 개선 작업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지도 다운로드(장바구니), 정보 찾기 프로세스 개
선을 통하여 사용성 개선을 도모하였다. 특히, 지도 다운로드의 경우 국토정보플랫폼의 핵심 기능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운로드 프로세스에서 총 16단계(통합검색-목록 선택-지점 선택-지도 유형
선택-파일 선택-장바구니 담기-장바구니 보기-지도 신청-생년월일 입력-사용자 목적 선택-사용자 준
수 사항 동의-신청하기-상세 보기-다운로드-파일 선택-다운로드)를 거쳐야 지도 1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단계와 기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기다림 등으로 사용자의 가장
큰 불편 사항 중에 하나였다. 사용자 대상 또한 일반 국민 대상의 시니어 세대의 사용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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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어려움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었다. 따라서, 지도 다운로드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하고,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을 유도하였
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는 항공사진, 수치지도 등의 전문적인 지도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필수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총 8단계(통합검색-목록/지점 선택-지도 유형 선택-파일 선택-다운로
드-사용 목적 선택-사용자 준수 사항-다운로드)의 프로세스로 축소하였다. 설계상에서는 즐겨찾기
메뉴에 퀵 프로세스를 따로 메인 페이지에 디자인하여 시니어 세대들이 보다 쉽게 시각적 설명을
따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I 측면에서는 반응형 웹을 고려한 싱글 페이지 디자인으로 디자인되어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과정 없이 하단으로 스크롤 하여 웹페이지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메뉴의 상세 보기를 통해 바로
서비스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국토정보플랫폼에 대한 개괄적인 이미
지와 설명을 제공하며 메인메뉴에 해당하는 내용과 각 서브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어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심플한 레이아웃에 대체로 큰 사이즈의 폰트로 가
독성이 높아 핵심 정보에 집중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서브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플랫폼 사용 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프레임으로 나누어 메뉴 구조를 명확하게 분리하였고, 많은 정보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부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최소한의 색채와 심플한 레이아웃으로 가
독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특히, 메인 페이지 상단에 들어가는 메인 이미지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나라 국토의 사진 이미지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되, 국민들이 촬영한 사진을 공모전 등을 통해 선정하여 소스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
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토정보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디자인
[Fig. 2] Design of main page and su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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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맵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해 오던 지도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디자인하였다. 최대한 낯설지 않은 지도 서비스 사용 방법을 유지하면서, 국토정보플랫
폼이 갖고 있는 특징과 보유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도
의 좌측에는 메인메뉴에 해당하는 기능 및 내용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검색 결과와 서브 메뉴는 지도 위에 떠 있는 팝업 형태로 구성하
여 화면 전체를 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의 우측에는 아이콘을 활용하여 기본적인지
도 보기와 조정하기 등의 기능 툴을 배치하였다. 이미 지도 서비스를 많은 사용자가 오랫동안 사
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4]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하
였다.

[그림 3] 국토정보맵 페이지 디자인
[Fig. 3] Design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Map Page

특히 기존 웹 사이트에서는 텍스트로 되어있던 메뉴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이콘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3]의 좌측 부분에 국토정보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메뉴들의 경우 실
제 지도나 도구들을 메타포 할 수 있도록 아이콘화하였으며, 우측의 지도 컨트롤 도구는 기존 지
도 서비스의 메뉴들과 유사한 디자인을 차용하였다. 사용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도 기반의 서
비스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사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홈페이지 전
체의 색상은 자연을 상징하는 Dull톤과 Deep톤의 초록 및 청록 계열의 색상을 메인 컬러로, 도시
를 상징하는 밝은 회색을 서브 색상으로 하였고, Light톤의 난색 계열로 메인 컬러와 대비되도록
엑센트 색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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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평가 및 분석
3.1 사용성 평가 실험 방법 및 범위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웹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사용성 평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를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사용성 평가는 같은 방식으로 [그림 4] 와 같이 총 5개의 단계를 실시하였다.

[그림 4] 사용성 평가 프로세스
[Fig. 4] Usability Test Process

1단계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같은 조건으로 웹 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용
전 해당 플랫폼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웹 사이트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표 1]의 총 4가지의 Task를 차례대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Task
는 해당 Task 수행 시 사용자는 Think Aloud 기법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진행 과정에 대한 사항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비디오 촬영을 시행하였다. 각 Task가 종료하면 해당
Task에 대한 어려웠던 점이나 불편한 점, 특징과 니즈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표 1] 2단계 Task 수행 내용
[Table 1] Second Stage Task Content
Task 단계

Task 수행 내용

Task 1

로그인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국토조사연감 2016 자료를 다운받으세요.

Task 2

종로구 상명대학교의 수치 지도를 다운받으세요.

Task 3

인천광역시 서구의 항공사진을 다운받으세요.

Task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고등학생 인구수 통계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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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자유롭게 웹 사이트를 사용해보고 인터뷰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마친 후 4단계인 휴
리스틱 사용성 평가 항목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사용성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사
용성 평가를 한 대상과의 촬영한 비디오, 사용성 평가, 인터뷰 내용을 종합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는 사용성 평가 방법 중에 제이콥 닐슨의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사용성 공학의 방법론 중 하나이며 계속적
인 디자인 개발과정(Iterative design process)을 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 등 복잡한 시
스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에서 사용성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내기 위한 방법이
다. 웹 플랫폼의 요소들이 평가요인별로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사용자들이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성(Usability) 이란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개념이 아닌 [표 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학습능력(Learn ability), 효율성(Efficiency), 기억력(Memorability), 오류(Error), 만족함
(Satisfaction) 등의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5].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여 웹 플랫폼의 미
학적 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주관적 즐거움’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
어 육체적, 인지적, 감성적 측면의 편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6][7].
[표 2] 국토정보플랫폼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
[Table 2] Usability Test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latform Website
평가요인
학습성(Learnability)
효율성(Efficiency)

평가내용
사용자가 시스템을 처음 접하였어도 빨리 배우며, 쉽게 사용한다.
숙련된 사용자도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억성(Memorability)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할 필요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류(Error)

시스템 사용 시 오류가 나지 않게 하는 ‘낮은 오류율’을 가지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회복한다.

만족성(Satisfaction)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주관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즐겁
게 사용할 수 있다.

사전 평가의 조사대상으로는 20~30대 5명과 40~50대 4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웹 플랫폼의
개발을 위한 조사에 따라 해당 플랫폼의 경우 20대~50대의 연령대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특히 업무 활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공간 정보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용자가 다
수 포함이 되어있었으나 현재 ‘국토정보플랫폼’은 ‘쉽고 편리한 대국민 개방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
으므로, 전문 사용자 외의 일반 사용자도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후 평가
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웹 사이트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발견 및 개선 사항 검증하는 목적으
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20~30대 5명과 40~50대 3명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홈페이지 사용 경험 있는 사람 (1차 사용성 평가 진행) 4명과 신규 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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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성 평가 대상
[Table 3] Usability Test Target
사전

사후

No.

성명

연령

성별

기타

No.

성명

연령

성별

기타

1

윤OO

20대

남

대학생

1

박OO

20대

여

대학생

2

최OO

30대

여

회사원

2

안OO

20대

남

대학생

3

홍OO

30대

남

회사원

3

윤OO

20대

남

대학생

4

김OO

40대

여

회사원

4

서OO

30대

여

회사원

5

한OO

30대

남

회사원

5

유OO

30대

여

대학원생

6

유OO

30대

여

대학원생

6

전OO

40대

남

교수

7

권OO

40대

여

강사

7

허OO

40대

남

회사원

8

허OO

40대

남

회사원

8

허OO

50대

여

주부

9

허OO

50대

여

주부

-

-

-

-

-

3.2 분석 내용 및 결과
공공기관 웹 플랫폼 사용성의 개선에 따른 사용성 평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휴리스틱 사용성 평가를 통해 [그림 5]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고 인터뷰 진행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성 측면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Task 수행 시간을 살펴보면 Task1은 4분 41초에서 55초, Task2는 10분 57초에서 2분 58초,
Task3은 5분 27초에서 2분 29초로 Task1 - 3항목 모두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 평가 시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구조와 동일하게 하위 메뉴를 통해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지
만 이전보다 메뉴가 통폐합되고 폰트, 사이즈, 칼라의 변화로 인해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Task1
시간이 단축되었고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 수행 착오가 줆으로써 Task2 시간이 단축되었
다. 또한 즐겨찾기를 통해 접근성이 좋아지고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시각화한 부분으로 인해 직관
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Task3 시간이 단축되었고 Task4는 5분 7초에서 5분 40초로 시간이 증
가하였는데 사전 평가 시 범례가 오른쪽에 함께 제공된 반면 개선된 페이지에서는 범례를 클릭해
야 뜨는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 추후 수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각 항목에 대한 사용성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학습성은 2.22점에서 4점, 효율성은 2.89에
서 3.9점, 기억성은 2점에서 4점, 오류는 2.56점에서 3.3점, 만족성은 2점에서 3.9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학습성의 경우, 메인 페이지의 설명을 통해 기존 사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도 정보를 찾아 접근하기에 용이해지면서 증가하였고, 효율성은 진행 절차를 시각화
하고 칼라, 포인터의 변화로 인해 행동이 유도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기억성은 웹 페이지 사용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져서 증가하였고 오류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접근성이 좋아지고 설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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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가 잘 되어있어 전반적인 만족성이 증가함으로써 개선 이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개선 전후 수행 시간과 사용성 평가 점수 비교
[Fig. 5] Comparison of Task Performance Time and Usability Test Score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4. 결론
본 논문은 공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용자에 대한 사
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심층
인터뷰와 Task 수행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지도 기반 서비스의 IA 설계는 사용자 상호작용의 Depth를 최소화하고 메뉴에 대한 그룹
핑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 기반의 싱글 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면서, 사용성의 시간과 원하는 정
보를 찾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서브메뉴에 대한 설명 등을 개괄적으로 보
여주며 핵심 정보에 집중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 사용자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지도 서비스의 기능 구성과 레이블링, 아이콘을 사용해
야 한다. 사용자의 관습과 이미 학습된 지도에서 사용하는 상징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본 웹 서비
스의 특징을 칼라로 나타냄으로써, 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효율성이나 기억성의 사용성 평가에
서 개선 전 사이트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도 다운로드 서비스와 같이 특수한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의 프로세스 단계를 최소화하
고, 쉽게 프로세스를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메뉴의 구성 변경과 프로세스 진행과
정의 시각화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 모
두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었다. 정석 루트를 통한 기본 프로세스 이외에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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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를 통한 직관적인 시각화 프로세스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넷째,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용성이 향상되었음이 검증되었으나, 계속적
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 서비스의 경우 정보가 계속 변화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와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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