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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객의 만족도나 선호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 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의 설문시스템은 지필형 설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 이 있지만 여 히 

부족한 이 있다. 를 들어 로직, 변수, 구성요소 등과 같은 처리 차 는 규칙들이 시스템에 하드

코딩되기 때문에 설문이 바 면 처리 엔진을 재설계하고 재구 해야 하는 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설문에 독립 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문엔진과 로직엔진을 분리 설계하 으며, 각 설문에 설문

처리 로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방식의 약 을 보완하고자 하 다. 설문에 로직을 포함시키고 구조

화하기 해서 능동문서(Active Documents)를 이용하 다.

1. 서론

   설문조사는 시장조사, 소비자 형태, 사용자 만족도, 

고 효과, 소비자 선호도, 시장 비용 민감도, 랜드 인지

도, 시장 규모 측 등의 여러 가지 목 을 달성하기 하

여 행해진다[1]. 설문조사는 질문을 진행하는 회견자의 유

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회견자가 제시한 질문에 

하여 응답자가 응답하는 방법과 회견자 없이 응답자 혼

자서 응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지필형태의 설문에서 응

답에 따라 다음 질문의 순서가 결정되는 등 라우 이 복

잡한 경우, 응답자가 혼자서 응답하다 보면 설문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설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질문유형(선택

형, 단답형, 복 선택형, 순 형 등)에 합하게 응답하는

지를 검사할 수 없다. 한, 응답한 결과를 일이나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는 과정에서 키 입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2, 3].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컴

퓨터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설문시스템은 응답자가 편안하게 설문에 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간, 비용, 회수율, 응답의 충실성 등[4]

에서 많은 이 을 제공하 지만 여 히 부족한 이 있다. 

그 로, 새로운 설문 진행을 해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 

설문 처리 엔진에 로직, 변수, 구성요소 등과 같은 처리

차 는 규칙들이 직  코딩되어 설문 구 자( 로그래머)

가 설문마다 처리 엔진을 재설계  구 해야 하는 문제

과 특정 로그램 언어로 개발되어 있어 특정 개발자만 

수정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자 능동문서

(Active Document)를 이용한 웹기반 설문 시스템

(WINAD: The Web Interview System with Active 

Documents)을 설계하 다. 

2. 설문시스템 비교

   통 인 설문형태인 지필형 설문 사례와 컴퓨터를 이

용한 설문시스템의 사례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엔진에서 로직을 분리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필형 설문 사례

   (그림 1)은 양표시제 도입과 련하여 사람들의 인식

을 조사하기 한 지필형 설문의 일부이다. 이 설문의 일

부에는 두 개의 선택형 질문과 한 개의 단답형 질문이 상

호 연 되어 나타난다. 설문 설계자의 의도는, 6번 질문의 

응답에 따라서 7번 응답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지필형 설

문에서는 7번 응답여부를 주석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어떤 응답자가 6번 질문에 해서 4번으로 답하고도 

7번 질문에 답을 한다면 해당 문항만 아니라 설문 결과 

체의 신뢰도까지 떨어진다.

알기 쉬운 양표시 도입 련 국민 인식 조사

:

 6. 귀하의 직업은?

    1. 교사  2. 양사  3. 주부  4. 학생

 7. 귀하의 최종학력은?(학생을 제외한 분만 응답)

    1. 고졸  2. 졸  3. 졸  4. 학원

 8. 본인을 포함한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

:

(그림 1) 지필형 설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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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_allQuestionList.size() != 0)

   for(int j=0; j<m_allQuestionList.size(); j++)

   {

%>

   <br>

   <table border=0 borderColor=aaaaa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800> 

   <tr> 

   <td width=780 align=Left><font size=2>

<%=m_allQuestionList.get(j).getQuestioncontent()%> 

   </font></td></tr> 

<%

   if(m_allQuestionList.get(j).getQuestiontype() == 3)

   {

      out.println("</table>");

      out.println("<hr align=Left size=1 width=800>");

      continue;

   }  

if(m_allQuestionList.get(j).getCasetype() == 4 || 

   m_allQuestionList.get(j).getCasetype() == 5)

   {

      out.println("<tr>");

      out.println("<td  width=780 align=center colspan=2>");

      if(m_allQuestionList.get(j).getCasetype() == 4)

      {

         m_nTextNum++;

         out.println("<input type=text name=textnum"

         +m_nTextNum + " size=90 onChange='

         setValue(" + m_nQuestionCnt + "," +

         m_allQuestionList.get(j).getQuestionno() +", this.value, "+ 

         m_allQuestionList.get(j).getCasetype() +");'>");

      }

      else

      {

         m_nTextareaNum++;

         out.println("<textarea rows=4 

         name=textareanum"+ m_nTextareaNum + " cols=90 

         onChange='setValue(" + m_nQuestionCnt + "," +

         m_allQuestionList.get(j).getQuestionno() + ", this.value, " +

         m_allQuestionList.get(j).getCasetype() + ");'>

         </textarea>");

      }

:

(그림 4) JSP로 표 된 로직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의 사례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은 설문의 내용을 지문, 질

문  보기 등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장해야 한다(그림 2), (그림 3). 한, 설문 엔진에서 로직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타입, 옵션 등의 항목을 설정해야 한

다. (그림 4)는 설문시스템에서 라우 을 처리하기 해 

하드코딩된 로직의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c_type(보기

유형) column과 q_option(옵션) column에 따라 응답자가 

요구사항에 맞게 응답했는지를 검사한다. 질문 는 보기

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 한 개별 인 로직은 필요 

없지만, 보기유형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문 흐름을 

변경하려면 설문 엔진을 매번 수정해야 한다.    

(그림 2) 질문 테이블 사례

(그림 3) 보기 테이블 사례

   설문시스템은 지필형 설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응답에 따라 다음 질문을 선택해야하는 복잡한 라우

 제공시 설문 응답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질문유형

에 따른 요구사항이 합한지를 즉시 검사할 수 있다. 

한, 데이터베이스 는 데이터 일에 응답 결과를 오류 

없이 바로 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이 로직

을 설문엔진 내부에 하드코딩하면 새로운 설문 진행을 

해 설문마다 처리 엔진을 재설계 는 구 해야 한다. 

한, 특정 로그램 언어로 개발되어 있어 특정 개발자만 

수정할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의 활용과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한 설문 엔진을 구축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로직을 분리한 설문시스템

   지필형 설문지에서 지문으로 표기하던 로직을 설문 설

계자의 의도 로 동작하게 하려면 로직을 해당 설문에 포

함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서식, 지식베이스, 규

칙 그리고, 질의로 구성되는 능동문서 모델을 이용하 다. 

이 모델의 각 요소는 문서의 재사용과 상호 운용성을 

해 XML로 일 되게 표 된다. XML 기반의 능동문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수동 인 역할 뿐만 아니

라 문서설계자 의도하는 문서처리 차와 규칙을 기계가 

읽고 추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다. 이를 통해 

문서와 기계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응용 로

그램과 력할 수 있다[5].

3. WINAD

   온라인 설문을 한 설문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설문 설계자가 설문조사 목 에 합하도록 안을 작성

하고, 둘째, 설문 작성자는 작성된 안을 바탕으로 설문

시스템을 사용해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한다. 셋째, 온라

인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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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name=”survey” title=”알기 쉬운 양표시 도입 

련 국민 인식 조사”>

:

      <radiocontrol name=”Q6”>

         <question>귀하의 직업은?</question>

         <case value=”1”>1. 교사</case>

         <case value=”2”>2. 양사</case>

         <case value=”3”>3. 주부</case>

         <case value=”4”>4. 학생</case>

      </radiocontrol>

   <radiocontrol name=”Q7” type=”routing”>

      <gate>

         <operator name=”ne”>

            <variable name=”Q6”>

            <num>4</num>

      </gate>

      <question>귀하의 최종학력은?</question>

      <case value=”1”>1. 고졸</case>

      <case value=”2”>2. 졸</case>

      <case value=”3”>3. 졸</case>

      <case value=”4”>4. 학원</case>

   </radiocontrol>

      <textcontrol name=”Q8”>

         <question>본인을 포함한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question>

      </textcontrol>

:

</questionnaire>

(그림 7) QE로 작성한 설문 일

(그림 5) 설문작성 흐름도

   WINAD는 설문 작성 과정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것으로, 설문 설계자가 응답자에게 제공할 설문을 작성

하는 작성모드와 응답자가 선택한 설문에 응답하는 응답

모드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에서 응답모드를 소

개한다.

   응답모드 시스템 설계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을 고

려하 다. 

- 처리 엔진으로부터 로직을 분리하기 해 XML을 사용

한다.

- 로직 표 이 쉽도록 논리표  언어인 Prolog를 사용한

다.

- Prolog Engine은 상용화된 JPL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 6)에서는 WINAD의 응답모드를 구성하는 

모듈을 보이고 있다. 응답모드는 설문 내부의 로직을 분리

하는 Logic Extractor, 설문을 출력하는 Survey Engine, 

추출된 Logic을 논리표  언어로 변환하기 한 Prolog 

Engine, Logic을 처리하는 Process Logic Engine으로 구

성된다. 

(그림 6) 응답모드 구성 모듈

3.1 QE(Questionnaire Expression)

   설문 엔진을 수정하지 않고도 설문 설계자의 의도를 

설문에 반 하려면 로직을 설문 엔진에서 분리해 해당 설

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설문에는 설문의 내용과 로직

이 함께 표 된다. 이러한 설문지 작성을 해 QE를 고안

하 다. QE는 XML Tag를 이용하여 Content와 Logic을 

정의하는 표 법으로써, Logic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Logic Type 설 명

routing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서 분기할 다음 
질문을 결정함으로써 설문의 체 흐

름을 결정

check_duplication
복수 선택형 는 순 형 질문에서 

동일한 응답을 할 수 없도록 체크 

check_response 질문에 한 응답여부를 체크

fill_text
질문에 동 으로 이  응답 내용을 

채움

<표 1> 설문의 Logic Type

   (그림 7)에서는 QE 구조의 를 보여주고 있다. 선

으로 표시된 역이 (그림 1)의 6번 질문의 응답에 따라 7

번 질문여부를 결정하는 Logic이 표 된 부분이다. name

이 Q7인 radiocontrol element의 type이 routing이기 때문

에 gate element내 variable element의 name속성 값에 따

라 질문 Q6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여 num element의 값과 

동일하면 다음 질문을 가리키게 된다. 나머지 XML Tag

는 Content를 표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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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QE에서 사용하는 XML Tag와 그에 한 

설명이다. Content와 Logic을 포함하는 하나의 설문을 표

하기 해 root element는 <questionnaire>로 정의하

다. Content 역은 질문과 보기로 나뉘며 각 질문 

element는 <question>으로 각 질문의 보기 element는 

<case>로 정의하 다. Logic Type에 따라 조건을 수행해

야하는 Logic element는 <gate>로 정의하 다.

설문요소 element 명 설 명

all questionnaire
각각의 설문을 구분하는 
root element

content

question
질문 는 지문을 나타내는 
질문 element

case
질문의 보기를 나타내는 보
기 element

logic gate
Logic Type별 동작을 한 
조건 element

<표 2> Content와 Logic XML Tag 설명

3.2 응답모드의 처리 차

   설문 응답은 (그림 8)과 같이 세단계로 처리된다. 

(그림 8) 응답 처리 차

차 1

QE로 작성된 설문 일이 Logic Extractor 모듈로 

달된다. 설문 일에 포함된 Logic을 Content와 분리

하여 Content는 Survey Engine로 Logic은 Prolog 

Engine으로 달한다.

차 2

Survey Engine에서는 Logic Extractor로부터 달받

은 Content 데이터를 질문과 보기로 나 어 웹 라

우 에 보여 다. 응답자의 응답이 Logic에 합한지

를 체크하기 해서는 논리표  언어로 변환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Prolog Engine은 Logic Extractor로

부터 달받은 Logic 데이터를 Prolog 규칙으로 변환

한 후 Process Logic Engine으로 달한다.

차 3

Process Logic Engine은 달받은 응답에 해 

Logic 처리가 필요한지를 체크한다. Logic 처리가 필

요하면 Prolog Engine으로부터 달받은 Prolog 규칙

에 따라 처리한다.

4. 결론

   지필형 설문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개발된 컴퓨터

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은 응답자가 편안하게 설문에 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문시스템은 시간, 비

용, 회수율, 응답의 충실성 등에서 많은 이 을 제공하지

만 여 히 부족한 이 있다. 새로운 설문지를 작성할 경

우 설문 처리 엔진에 처리 차 는 규칙들이 직  코딩

되어 설문 구 자( 로그래머)가 설문마다 처리 엔진을 재

설계  구 해야 하는 문제 과 특정 로그램 언어로 

개발되어 있어 특정 개발자만 수정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재 설문시스템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각각의 설문

에 로직을 개별 으로 포함시켰다. 설문 엔진은 설문에 포

함된 로직을 능동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설문

에 로직을 포함시키기 해 능동문서를 이용하 다. 

WINAD에서 설문을 작성하기 해 XML을 이용한 표

법 QE를 고안하 다. QE로 작성된 설문지는 Logic 

Extractor를 통해 Content와 Logic 데이터로 분리된다. 

Content 데이터는 Survey Engine을 통해 웹 라우 로 

출력되며, Logic 데이터는 Prolog Engine을 통해 Prolog 

규칙으로 변환된다. Process Logic Engine에서는 Prolog 

규칙에 따라 로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설

문 구 자는 매 설문마다 설문 엔진을 변경 는 재구

하지 않아도 되며, 문 로그래머가 아니라도 설문이 처

리되어야 하는 로직을 표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WINAD를 구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 에 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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