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콘텐츠 377

라임서베이 설문조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User Interface Improvement on the Limesurvey System

구 덕 회, 문 택 주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Dukhoi Koo, TaekJoo Moon

Dept. of Computer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의 설문조사를 종종 실시하고 있다. 유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설문을 하거나 클라우드 서비

스 사이트를 이용하곤 한다. 라임서베이는 학교내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오픈 소스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게 느껴지

는 점이 있어 그 사용이 적은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함으로써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I. 서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적 목적, 교육 수요자의 요

구 조사 등을 위한 설문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전통

적인 설문방식은 종이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식인데 이를 

개선하여 현재는 웹 사이트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부담스런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를 빈번히 사용하기에는 부담

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능면에 있어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

료 오픈소스로는 라임서베이가 비교적 적절하다[2]. 그러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친숙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에

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라임서베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

선하였다. 

Ⅱ. 설문조사 시스템 고찰

  웹 기반 설문조사 시스템을 고찰해 보면 phpESP, 

UCCASS, 라임서베이 등이 설치형 오픈소스들이다. 이들

은 PHP 기반이며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4][5][6].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램으로는 서베이

몽키나 구글닥스가 있다[1].

  구글닥스는 구글 계정이 있으면 양식을 이용하여 무료

로 설문조사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구글의 특징적인 

서비스인 문서공유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설문조사 문항

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은 별도로 구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

  서베이몽키는 구글닥스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고 

질문과 응답의 형태를 정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다. 특

징으로는 설문조사 내용을 웹사이트에 임베디드하거나 팝

업으로 띄울 수 있다. 한글지원이 되며 단점으로는 100명

의 응답자와 10개의 문항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일 경

우엔 유료이다[2].

 

Ⅲ. 라임서베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1. 그림 아이콘의 한글 텍스트화  

  라임서베이의 기본 아이콘은 그림 아이콘으로 되어 있

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를 다소 

지원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지원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

이 있는 사용자는 다소 어렵게 느껴져 시스템 사용을 기피

할 수 있다[3]. 

▶▶ 그림 1. 설문지 개설 메뉴의 한글 텍스트화

  따라서 한국의 학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능에 대한 아이콘의 한글 텍스트화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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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사용자관리 메뉴의 텍스트화

  <그림 1>과 같이 설문지를 개설하기에 앞선 옵션들을 선

택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각 메뉴의 한글 텍스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그룹지정, 사용자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메뉴의 

텍스트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메뉴 텍스트화를 통하여 사용자가 아이콘에 대

한 혼동 없이 설문을 작성하고 그룹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

다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설문지 탐색 메뉴 인터페이스 개선

  라임서베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설문지 등에 사용되

는 언어를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하여 Poedit를 활용하였

다. Poedit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의 번역을 위한 cross-platform으로 Gettext 

catalog(.po 파일) editor이다. 이 프로그램은 Unix+GTK

나 Windows를 위해 wxWidgets toolkit으로 만들어 졌으

며 어떤 플랫폼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Poedit의 목

적은 카달로그를 편집하기 위해 편리한 접근 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3].

  이런 Poedit 시스템은 설문지를 입력하거나 다음 설문

으로 넘어가기 위한 탐색메뉴 등이 영어로 되어 있어 학생

이 설문조사를 하기에 다소 부담이 느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설문지 탐색 메뉴의 한글화 작업을 위하여 라

임서베이 소스 중 Gettext message catalog의 ko.po파일

을 Poedit로 편집하여 한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학생의 응답을 요하는 학교의 설문조

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한글화를 기반의 메뉴 인터
페이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과 같
은 개선을 통하여 설문 불러오기, 설문 제출하기, 설문 지

우고 나가기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
였다. 

▶▶ 그림 3. 설문지 탐색 메뉴 인터페이스 개선

Ⅳ. 개선된 라임서베이의 교육적 활용 

  첫째, 교수․학습활동 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개선된 

라임서베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면 학생의 수업에 대한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평

가내용을 문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만족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가정통신문 형태로 배부되어 수합한 

후 업무담당교사가 통계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된다. 개선된 라임서베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면 시

스템을 활용한다면 통계처리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사

에 활용될 수 있다. 학년말에 실시되는 학교교육활동에 평

가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대한 설문에 사용될 수 있으

며, 학사일정 수립시 의견을 수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오픈 소스 라임서베이를 한국의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개선하였다. 그 중 특히, 설문 문항을 만들 때 혼동

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픽 아이콘을 한글 텍스트화로 바꾼 

점과 설문조사 단계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

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어 문장을 한글화 하는 인

터페이스 개선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된 라임서베이 보

급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나 개인에게 더욱 그 활

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교육현장에서 잘 활

용하여 원활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업무경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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