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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다양한 학문  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한 효과 인 정보서비스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970년 부터 2014년까

지 수행된 정보이용행태와 하게 련이 있는 국내 연구들을 심으로 조사하 으며, 과학기술, 사회과학,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법, 상, 변인, 그리고 결과에 을 두고 분석하 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  방법을 주로 사용하 으며, 정보이용 목 , 정보요구, 

정보이용 유형, 만족도 등의 분석 변수가 공통 으로 사용되었다.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주제분야, 신분  직  등에 따라서 정보요구  이용행태가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안하 다.

ABSTRACT

This research reviews literature regarding information use behavior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1970 to 2014 in Korea. It aims to identify the researchers’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and contributes to provide the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users’ 

needs. In order to do that, it reviews research papers that are associated with information 

use behavior by primarily examining the subjects, methods, variables, results, and suggestions 

of collected literature. It reveals some differences among researchers according to their fields, 

career, and status while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make appearance the change of information 

use up to digital environments. It is suggested that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ers’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키워드: 정보이용행태, 정보추구행태, 이용자연구, 선행연구분석, 문분야

Information Use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ser Studies, Literature Review, 

Specialized Fields

*
**

동덕여자 학교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anju@dongduk.ac.kr)

동덕여자 학교 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ksujin0113@hanmail.net)

논문 수일자 : 2015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13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속한 디지털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용자들

의 정보요구는 다양화되고 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과 함께 문정보가 

증가되고 달되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변

화되고 있다. 한 일반 인 정보추구의 패러다

임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요

구를 충족시켜주기 해서 도서   정보센터

에서는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악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해졌다. 즉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한 이해가 제되지 않는다면 성공

인 정보서비스를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목 을 해 도서 이 이용되어야 하며, 얼마나 

이용자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하여 

으로 사고함으로써 도서 을 둘러싼 제

반 환경과 그 환경 속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이용

자 계층까지 시각을 확 하게 해 다(정동열, 

김성진 2010). 이용자를 상으로 그들의 경험

인 요구와 행동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이

용자연구’라고 하며 ‘정보요구와 이용’, ‘정보추

구행태’ 는 ‘정보이용행태’ 연구라고도 한다.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한 주제는 정보학

의 심  연구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실험  연

구와 이론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종엽, 서만덕(2014)은 이용자 정보이용행

태와 련된 국내 연구로 과학자의 정보이용행

동을 분석하기 한 설문모형을 개발한 김두홍

(1974)의 연구를 그 출발 으로 보았다. 그 후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에는 과학기술분

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용자 연구가 활발하

게 수행되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한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학문의 속한 발

과 함께 세분화, 문화로 인해 인문학, 술분

야에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 연구의 상

과 범 뿐 아니라 연구 주제가 보다 세분화되고 

심층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학문  문분야 연구자

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조

사․분석하여 이를 기 로 이용자의 요구에 바

탕을 둔 효과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하여 국내에서 수행

된 정보이용행태와 하게 련이 있는 연구

들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1.2 연구의 범   방법

국내에서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시

작된 1970년 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들

을 조사 상에 포함하 다. 우선 각 문분야

별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의 양  변화를 살펴보

고, 다음은 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를 심으로 

논의하 다. 그 외에 의학, 미술, 법학, 인문 등

의 분야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DBPIA, RISS, 

Google에서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정보요구’, 

‘정보탐색’, ‘정보이용’ 키워드를 검색하 고, 둘

째, 검색된 논문들의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

해 련 자료를 추가하 다. 마지막으로 윤선

(2001)논문의 부록에 수록된 1974년도부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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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까지의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들을 

참조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선행연구들은 과학기술분

야, 사회과학분야,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법, 상, 변인, 그리고 결

과  제언에 을 두고 조사․분석하 다. 

선정된 연구들은 주로 한 학문분야 혹은 세부

분야를 상으로 정보이용행태의 패턴을 밝히

는 실험연구들이다. 

2. 정보이용행태 련 선행연구 분석

2.1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에 한 

계량  분석

선행연구 분석에서 양  수치를 표시하는 데 

있어 편의상 15년 단 로 선행연구를 구분하

으며, 두 개 이상 분야의 연구자를 상으로 비

교분석한 연구는 복하여 각 분야에 포함시켰

다. 그 로 선화(1992)연구는 교육학과 기

계공학 교수를 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로 교

육학과 과학기술분야에 복하여 포함하 다. 

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두 

집단 간의 차이 을 상호 비교 분석한 연구로 

인문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 복하여 표시하

다. 최은주(1997)연구는 자연과학  사회과

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특성을 악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 복하여 양

 수치를 나타냈다. 

시 별 양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부터 

1984년까지 1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85년

부터 1999년까지는 40편, 2000년부터 2014년까

지는 40편의 연구로 지난 45년 동안 총 9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과

학기술분야의 연구는 33편, 사회과학분야 16편, 

기타분야가 41편이 수행되었다(<표 1> 참조). 

분 야 1970-1984(15년간) 1985-1999(15년간) 2000-2014(15년간)

과학기술 

김두홍(1974) 이해 (1985) 박일종, 백수연(2001)

이 요(1976) 이하범(1986) 윤정옥(2001)

한복희(1976) 이승채(1987) 유사라(2002)

조명희(1987) 이범주(2003) 

유 (1988) 이소 (2003)

선화(1992) 이  외(2003)

유재환(1996) 배경재(2004)

김태승(1996) 이정구 외(2006)

이복임(1997) 한승희, 이지연(2006)

정선미(1997) 송종호, 오동근(2008)

최은주(1997) 이지연, 한승희, 주수형(2008)

박성미(1998) 권 우(2010) 

배경재(2010)

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

신용수(2012)

이정연, 정은경, 권나 (2012)

<표 1>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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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1970-1984(15년간) 1985-1999(15년간) 2000-2014(15년간)

과학기술 
최우석, 양동우(2014)

한종엽, 서만덕(2014)

　 3 12 18

사회과학

김귀 (1983) 이진환(1988) 박 식, 박일종, 신상헌(2000)

한무경(1983) 한연숙(1993) 윤선 (2001)

김병주(1995) 성진석(2005)

주선 (1995) 박 철(2006)

최은주(1996) 김양우(2012)

최은주(1997) 배은주(2012)

박혜원(1998)

박윤경(1999)

2 8 6

의학

이성의(1978) 이규연(1988) 홍기선(2000)

강숙희(1982) 공은경(1989) 변성희, 윤구호, 서미령(2002)

정은철(1998) 홍기선(2008)

김미선(1999) 김나원, 박지홍(2009)

이경아(1999) 조화순(2011)

이진 (1999)

2 6 5

법학

김정란(1993) 김황우(2012)

김 진(1997) 주민지(2013)

홍명자(1997) 　

　 - 3 2

인문학
윤정옥(2009)

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

- - 2

교육학 선화(1992) 박 주(2011)

- 1 1

신학 안유숙(1991) 　

- 1 -　

미술  디자인

　 김규훈(2004)

　 이명희, 정혜련(2012)

　 정혜련(2012)

　 김지원(2013)

　 - -　 4

산업  기업

조인숙(1979) 김기 (1987) 　

김용근(1983) 김용근(1990) 　

홍유표(1991) 　

　 2 3 0

그 외 

사공복희(1980) 윤 희(1986) 권 각, 윤병 , 문태수(2002)

류호 , 이진 (1994) 조주형(2004)

곽승진(1995)

최성진(1995)

최 일(1996)

최유정(1997) 　

1 6 2

합 계 1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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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비율

각 분야별로 양 인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기

술 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15년간 3건

(3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2건(30%),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건(45%)으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 다. 사회과학분야는 1970년

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

까지 8건(20%),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건

(15%)의 수치를 보이며 오히려 5% 포인트 

어들었다. 의학 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6건(1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5건(12%)으로 나타났

다. 산업  기업분야은 1970년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3건(8%)

이후로는 0% 다. 미술 분야는 이 까지는 진

행되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 4건(10%)으

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1980년  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다. 1980

년 에서 1990년 에는 물리학, 화학, 항공우주, 

공학, 기계공학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의 연구

들이 수행되었고, 2000년 에는 국방과학, 토목

공학, 해양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면서 보다 연구 역이 세분화되었다. 가장 최

근 순으로 수행된 총 9편의 연구를 심으로 연

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5편의 연구에서 정량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사용하 으며, 3편의 

연구에서 정성  방법인 면담조사법이 이용되

었고, 단 1편의 연구에서 정량 /정성  방법

에 의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법이 사용되었다

(<표 2> 참조). 

한승희, 이지연(2006)은 과학기술분야 연구

자의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정보요구별 이용자

의 탐색행태를 조사하기 해 246명의 과학기

술분야의 연구업무 종사자들의 질문지를 분석

하 다.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

요구 발생 동기는 ‘연구개발’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 으며, 연구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

헌’, ‘본인의 이  연구’, ‘동료와의 집단토론’ 순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연구  업무에 필요

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 자도서 , 웹DB'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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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분석 상 응답수 분석방법 분석변수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연구자
(기업체, 학교, 연구소)

246명 설문조사
정보요구, 연구아이디어출처, 정보탐색 
요요소, 정보부족 문제 등

송동호, 오동근
(2008)

국방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소)

650명 설문조사

정보수집 빈도, 정보수집 고려요소, 정보수

집 어려움, 정보자료 형태, 정보자료 이용빈
도, 정보자료 만족도, 정보원과 정보자료에 
한 의존도 등

권 우(2010)
공과 학교수
( 학교)

121명 설문조사

정보입수경로, 연구추세  동향 악 방법, 

문헌탐색, 인터넷 이용시간, 학도서  이
용, 학도서  홈페이지 이용 등　

배경재(2010)
과학기술분야 공 학생

( 학교)
20명 면담

정보필요시 , 필요 정보의 형태, 필요 정보
의 만족도, 어려운 입수 정보, 희망 정보서

비스, 주요활용 정보원, 모바일 서비스, 이
용성향 등

김정환 외(2011)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 이상 학술연구자 

( 학교)

19명 면담
정보 활용 패턴, 정보 활용 이유, 정보 활용 
능력, 물리  도서  이용 비 자정보 

근, 자정보 활용 견해 등

신용수(2012)
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소)
205명 설문조사

선호하는 자료유형, 정보수집 방법, 자주 
이용하는 출 사  벤더, 정보이용 만족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실태, 학술지 이

용한 연구결과 발표 행태 등

이정연 외(2012)
과학기술분야연구자 
( 학교, 연구소)

24명 면담

과학기술분야 R&D라이  사이클 단계 아
이디어 생산  개발, 펀딩 악  확보, 
실험  분석, 성과창출, 평가)의 정보행동, 

장애요인 등

최우석, 양동우
(2014)

 과학기술분야연구자
( 학교, 연구소, 기업체)

911명 설문조사

정보이용 목 , 정보이용 유형, 온/오 라
인 이용, 주 이용 포털사이트, 최  인터넷 
속 방법, 정보서비스 선택요인, 오 라인 

정보획득 경로 등

한종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기 )

109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유형 선호도, 정보이용 목 , 정보 수집
경로, 정보수집 한계 , 자료특성별 이용 
비율, 학술자료 참조 역, 소속도서  이용

행태, 도서  만족도, 문도서  정보서비
스 필요성 등

<표 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탐색행

태 분석 결과를 용함으로써 이용자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 정보서

비스를 기 한다고 언 하 다.

송종호, 오동근(2008)은 국방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정보수집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해 연구원 65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정보수집 시 일부 연구원들은 정보검색 

 정보자료 소재 악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이용 인 정보자료의 형태별 비율은 자자료,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순이었다. 이에 따라 

자자료의 수집과 리에 한 비 을 차 늘

려가야 할 것을 제안하 다. 

권 우(2010)는 공학 분야에서 학술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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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연구자 집단인 공과 학 교수들을 

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하고자 하 다. 분

석 결과, 일반 으로 교수들의 주요 정보 입수 

경로는 ‘ 학도서  홈페이지를 통해’가 38.2%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연구추세  동

향 악 방법으로는 ‘학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직 별, 연

구실 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해 교차분석 한 결과 교수들의 직 가 낮

을수록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느 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악하 다. 상

으로 연구 실 이 많을수록 도서  이용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도서  이용 시 불만

사항으로 부분 소장 자료가 미흡하다고 답해 

앞으로 학도서   홈페이지에서는 풍부한 

자료를 주기 으로 배치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배경재(2010)는 학에서 과학기술분야 학술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학부생과 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 차이를 면담조사법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학업  연구와 련

하여 필요한 정보 형태는 ‘논문’이며,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는 ‘최신 기술/시장 분석자료’가 

공통 으로 나타났다. 필요정보에 한 만족도

가 학원생은 90%가 만족한 반면 학부생은 

30%만이 만족하여 차이를 보 다. 한, 학부

생은 공과 진로에 련된 정보를 요구하 으

나, 학원생들은 심화된 문 자료를 요구하는 

차이를 보여 학부생과 학원생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정보이용행태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

냈다.

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은 우리나라 인

문사회분야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

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악하여,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 구   효율 인 정보서비스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되고자 하

다. 이들 두 집단 간의 차이 을 비교하기 

해 면담조사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업 

는 연구와 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에 

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학술지’를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었으며,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에 

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었다. 면담

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 기본검색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은 학술연구자의 경우 정보검색에 

한 문제  보다는 본인이 장한 자료를 체계

으로 장하고 필요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지를 더 고민하 다. 이러한 결과는 Refworks 

등과 같은 자료 리 교육과 이용자교육 제공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용수(2012)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

구자의 정보생산  이용행태의 특성을 악하

기 해 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을 상으로 조

사하 다. 연구내용은 정보이용행태 일반, 정보

이용 만족도, 시간  비용, SNS 이용실태 등

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외학술지 선호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이용실태에서

는 연구자들의 47.3%가 SNS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고려될 사항이라

고 제안하 다. 한 디지털 정보원에 한 수

요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어 자정보원 콘

텐츠의 확 는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 

최우석, 양동우(2014)는 기존의 과학기술분

야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 상이 학교 

소속 이용자들에게 집 되어 있음을 한계 으

로 지 하고 학교, 공공연구소, 기업체에 소

속된 과학기술 연구자 911명을 상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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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분석 결과, 소속 기

별로 정보를 이용하는 목 이 다르게 나타났

으며, 학교  공공연구소에 소속된 과학기

술 연구자들에 비해 기업체에 소속된 과학기

술분야 연구자들은 정보서비스에 한 인지도

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 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비율이 차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종엽, 서만덕(2014)은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 수립과 문도서 의 서비스 고도화를 

해 해양연구기 인 A기 의 연구자 10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정보이용에서 선호하는 정보 유형은 모든 연령

을 포함하여 ‘학술논문’이 압도 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자료특성에 따른 이용률은 ‘해외자

료’가 ‘국내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이용률

을 보 다. ‘ 자자료’의 이용비율은 ‘인쇄자료’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

을수록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이 상 으로 높

게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연령, 학력, 연구 

분야에 따라 정보이용행태가 상이하므로 연구

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편, 정보수집의 한계

으로는 ‘소속 도서 의 자자원 다양성 부족’

으로 나타났으며, 문도서  서비스 수요도 

분석에서는 ‘맞춤형 정보검색서비스’가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도서 의 향후 운

방향은 자도서  시스템의 고도화와 문

지식 콘텐츠 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 다(<표 2> 참조). 

2.3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을 상으로 정보이

용행태를 조사한 국내 연구로는 주선 (1995)

과 박 식, 박일종, 신상헌(2000) 등의 연구가 

있다. <표 3>에서는 연구자별로 분석 상, 응답

수, 분석방법, 분석변수를 심으로 정리하

다. 가장 최근 순으로 수행된 총 9편의 연구를 

심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총 9편의 연

구 에서 5편이 정량  방법인 설문조사를 사

용하 으며, 3편의 연구에서 정량  방법과 정

성  방법을 함께 이용하 다. 1편의 논문에서

만 정성  방법으로 과업일지 분석과 면담조사

법을 사용하 다. 

주선 (1995)은 학에 소속된 사회과학분

야 연구자 6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연구자들 개인의 인지  특성이 정보이

용행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가

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다. 그 결과, 정보환경 

 시스템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의 수작업탐색

과 온라인 탐색에 인지  특성이 요한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  

 정보센터는 향후 시스템 측면에서 개인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탐색 환경을 설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박 식, 박일종, 신상헌(2000)은 사회과학자

들의 연구 환경과 이용행태상의 문제 을 재

검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술정보원을 제공하고

자 사회과학 련 교수 5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분석 결과, 교수들은 통 인 자료

수집 방법보다는 인터넷, CD-ROM, PC통신 

등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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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분석 상 응답수 분석방법 분석변수

이진환(1988)
경 학분야 연구자

(교수  박사과정)
98명 설문조사

연구동기, 정보입수, 정보생산, 정보배포, 비공
식 역의 정보유통구조, 학회 가입 황, 온라
인 정보시스템이용 상황  이용자 요구 등

한연숙(1993)
경 학분야 연구자
(석사과정이상)

133명 설문조사
연구아이디어 입수원, 정보자료 형태, 정보자
료 소재 악, 도서  요구사항 등

주선 (1995)
사회과학분야 교수

( 학교)
66명 설문조사

도서   정보센터 이용, 정보채   정보원 
이용, 수작업 탐색과 온라인 탐색, 사서 문의, 

정보서비스 자료이용 등

박혜원(1998)
무역정보 이용자

(무역정보서비스기  자료실)
182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요구, 문헌이용, 정보입수, 최신정보기술 

이용, 자료실 이용, 정보서비스 요구 등

박 식 외
(2000)

사회과학분야 교수
( 학교)

59명 설문조사

연구 환경 만족도,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

수집 난이도, 검색방법 선호도, 자료수집 소요
기간, 최신자료 이용률 등

윤선 (2001)
증권업 종사자

(증권유 기 , 증권사)
234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요구, 정보원  정보매체 이용, 정보매체 
유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이용  
만족도, 도서  이용  만족도 등

성진석(2005)
경제학분야 연구자

(연구기 )
173명 설문조사

선호 정보유형, 정보검색능력, 정보검색과정
의 만족도, 정보서비스기  이용도 등

박 철(2006) 
경 학분야 교수

( 학교)
　7명

설문조사
면담

연구아이디어 출처, 연구동기, 정보요구  탐색, 
정보 입수 우선순 , 자료해결 방법, 자  

이용도, 인터넷 활용도, 도서  이용과 요구 등

배은주(2012)
경 ․경제분야 연구자

(연구기 )
12명
(32건)

과업일지
면담

도서 과 조직의 환경, 도서 과 개인의 업무, 

조직분석, 과업의 목 과 제한 , 과업에 요구되
는 인지 인 과정, 정보탐색 략  방법 등

<표 3>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은 만족도를 보 으며, 교수의 직 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다양성에 비추어 각 분야별로 향후 다양한 정

보원에 한 지속 인 고찰이 필수 이며, 새로

이 생기는 각종 학술정보원에 해서도 지속

인 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1980년  반부터 2000년  반에는 한무

경(1983), 성진석(2005) 등이 경제학분야 연

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한무경

(1983)은 학, 연구기 , 정부기  소속의 경

제학분야 연구자 229명을 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으로 

련 분야의 문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에 주로 이용하는 정보자료는 학술잡지와 단행

본이었다. 한, 학술잡지나 단행본의 참고문헌

을 이용해서 문헌탐색을 한다고 밝혔으며, 외국 

문헌에 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분의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경

험하 으며, 42%의 응답자는 시간부족과 자료

의 불충분으로 도서 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고 답하 다. 따라서 경제학 연구자들을 해 

도서 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제

공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성진석(2005)은 경제학분야 연구자들의 인

쇄형 과 자형  등 두 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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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 다. 즉, 두 유형의  이

용자는 인구통계학 인 측면에서 학술지 선호

도의 차이, 개인의 정보검색능력에 따른 두 집

단 간의 차이, 검색과정의 만족도에 한 두 집

단 간의 차이, 정보서비스 기 을 이용하는 이

용 방식과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

도서 의 학술지 구독 방향설정과 이용자 서비

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 다. 연구

자들의 인구통계학 인 측면에서는 연령, 연구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선호하는 학술지의 유형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검색능

력이나 정보검색과정의 만족도, 정보서비스 기

 이용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학술지의 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은주(2012)는 경 학과 경제학분야 둘 다 

포함하여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 는데, 경

․경제분야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보추구행태를 과

업 수행이라는 한정되고 필수 인 환경에서 

찰하고 분석하 다. 12명의 연구자의 과업일지

를 분석한 결과, 자료 입수 방식의 정보활동에

는 조직 환경과 개인의 역량  가치가 향을 

미쳤으며, 경 ․경제 분야 연구자들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직 환경과 개인의 

역량  가치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을 밝혔다. 

경 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악

한 국내 연구로는 이진환(1988), 한연숙(1993), 

박 철(2006), 그리고 김양우(2012)연구를 들 

수 있다. 김양우(2012)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식을 이용하여 경 학 박사과정 연

구자들의 불확실성과 련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 으나, 정보요구의 식별, 정보시스템의 

선정, 탐색어의 선택, 정보시스템의 이용  탐

색결과의 평가 단계 별 이용자 불확실성에 

을 맞춘 연구로 일반 인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진환(1988), 한연숙(1993), 박 철(2006)

의 연구들을 이용빈도가 높은 정보자료, 정보자

료 소재 악, 아이디어출처  도서  요구사항

을 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이진환(1988)은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를 

상으로 학술정보의 정보유통과정과 그들의 

연구자

이용빈도 높은 

정보자료 정보자료 소재 악 아이디어출처 도서  요구사항

1순 2순

이진환

(1988)
학술잡지 단행본

① 련분야 논문, 문헌에 부기된 

참고문헌(30.6%)

② 학술잡지 목차탐색(28.6%)

① 학술잡지 논문, 련분야 

문헌(30.6%)

② 본인의 수행한 이  연구

(20.4%)

① 공분야 도서  자료 

확충(28.2%)

② 참고도서  자료 확충 

(21.9%)

한연숙

(1993)
학술잡지 학 논문

① 학술 잡지나 목차(26.6%)

② 련분야 문헌에 부기된 참고

문헌(22.6%)

① 학술잡지  논문(32.1%) 

② 다른 연구자와의 개인 인 

(19.5%)

① 공분야 단행본  학술잡

지확충(30.1%)

② 참고자료의 확충(25.3%)

박 철

(2006)
학술 학회지

① 자  검색(1순 )

② 련논문 참고문헌(2순 )

① 학술잡지

② 공학회 참석
신속한 상호 차 서비스

<표 4> 경 학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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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를 악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효

율  정보유통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하 다. 연

구결과에 의하면, 경 학분야 연구자의 가장 

요한 정보매체로 학술잡지 으며 다음은 단

행본, 연구보고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

과학분야 연구자들과 달리 정보탐색 활동에 있

어 정보서비스기 의 정보담당자에게 의뢰하

기보다는 동료교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도서 에 요구 사항으로는 공분야 도서  

자료 확충, 참고도서  자료 확충 순으로 나타

났다.

한연숙(1993)은 경 학분야 연구자들의 정

보를 어떻게 입수하며 정보요구가 무엇인지에 

해 조사하 다. 경 학분야를 공하고 있거

나 공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이용자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자료 형태에 해 분석한 결과로

는 학술잡지(5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 한 학술 잡

지나 논문을 통해 가장 많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진환(1988)의 연구와 같은 결

과로 다른 형태의 매체나 채 보다 학술잡지가 

가장 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아이디어출처 

한 학술잡지나 논문이 1순 로 나타났다.

박 철(2006)은 S 학 경 학 련 분야 교

수들을 상으로 정보요구  이용행태를 악

함으로써 도서 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

고 제공하기 한 목 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경 학분야 교수들이 선호하는 정보

자료는 학술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 

학회에 한 심도 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회자료에 한 심이 크기 때문에 효과 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서 을 심으로 한 공

유방안을 제안하 다. 한편, 경 학은 새로운 

트 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 입수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 최신성으로 나타났으며, 자

료해결 방법으로 원문이 없는 경우 주로 도서

보다는 이메일이나 외국의 아는 사람에게 직  

연락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구하는 경

향이 많았다. 따라서 도서 에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원문이 없는 자료에 해서는 상호 차

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4 기타 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 

1980년  후반부터 국내에서 의학분야 연구

자를 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악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 다. 2000년  반에는 김규

훈(2004)이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를 상으

로 조사하 고, 이명희, 정혜련(2012)과 김지원

(2013)은 미술  디자인 분야 연구자를 상

으로 정보이용행태를 악하고자 하 다. 그 

외에도 인문학, 교육학, 법학, 산업분야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시도되었

다. 총 9편의 연구를 심으로 연구방법을 살펴

본 결과, 부분의 연구에서 정량  방법을 사

용하 다. 즉 총 9편의 연구 에서 7편의 연구

에서 설문조사를 사용하 고, 1편의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법을 함께 사용하 으며, 

1편의 연구에서 면담조사법이 사용되었다(<표 

5> 참조). 

변성희, 윤구호, 서미령(2002)은 한의학과 기

교수들을 상으로 인구통계학  특성별로 

나타나는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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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분석 상 응답수 분석 방법 분석변수 분야

변성희 외

(2002)

한의학분야기 교수

( 학교)
78명 설문조사

정보자료 입수방법, 일차  정보원, 정보입

수 소요시간, 자료종수, 이용자료 유형, 자

료이용 목 , 정보입수 경로, 정보 입수 시 

어려운 , 도서  이용 빈도 등

의학

김규훈

(2004)

산업디자인(응용과학분야

연구자 포함)

(기업체, 연구소)

200명 설문조사

인쇄․비인쇄자료 이용정도, 공식․비공

식채  통한 입수건수,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서비스 기 의 온라인목록검색빈도, 

디지털 정보의 이용횟수 등

디자인

홍기선

(2008)

의사

(한양 학교병원)
177명 설문조사

정보요구, 정보이용, 도서  이용  만족

도, 도서  요구사항 등
의학

김나홍,

박지홍

(2009)

학병원 강사인 의사

(연세의료원)
12명 면담

재 연구유형, 연구 아이디어, 진료와 련

된 정보 요구, 질문 해결 방법, 선호하는 

정보원과 자료 유형, 검색과정과 만족도 등

의학

윤정옥

(2009)

인문학 임교수

( 학교)
132명 설문조사

자자료 입수, 이용한 자 자료의 유형, 

자정보원의 근방법 인지도, 정기 으

로 이용하는 자정보원, 자정보원 장․

단  인식 등

인문

박 주

(2011)

교육행정직공무원

( 라북도교육청)
155명 설문조사

정보의 요성 정도, 정보 수집의 어려움, 

도서 의 요도, 도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  서비스 등

교육

김황우

(2012)

법학 문 학원 재학생

( 학교)
438명 설문조사

정보이용 요 요소,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

수집 장애요인, 자료별 이용정도, 자자료 

이용, 모바일 기기 검색, 컴퓨터 탐색, 법학

문도서  이용 등

법학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 공교수

(서울시 학교)
110명 설문조사

정보이용목 , 정보입수경로, 국내․외 자

료 이용률, 이용자료 최신성, 타학문분야 

정보의 필요정도,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도, 소속기  도서  

이용, 사서도움 등

디자인

김지원

(2013)

미술분야 정보이용자

(미술 학 공, 미술 련직업)
160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탐색목 , 선호정보원, 미술정보탐색 

극성, 미술정보탐색 만족도 등
미술

<표 5> 기타 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하 다. 분석 결과, 자료 이용 목 은 반 으

로 ‘연구를 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

입수경로는 ‘본인 소장 자료’, ‘소속기 의 자료

실’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입수할 때 어려운 

으로는 모든 직 에서 ‘도서 이 소장하고 있

는 자료부족’이 부분을 차지하 고, 부교수인 

경우는 ‘시간부족’, 임강사는 ‘시간부족’과 ‘정

보탐색  이용에 한 지식부족’이 높게 나타

나 도서 에서는 자료를 확충하고 이에 한 안

내와 참고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홍기선(2008)은 의사들의 정보이용과 정보

요구를 살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 이용자의 일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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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보요구  이용에 한 사항, 도서  이용

과 만족도에 한 사항, 그리고 도서 에 바라

는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에 의

하면,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고자 할 때’와 ‘환자 

치료를 해’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보수집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는 정보 근의 ‘편이성’과 ‘정확성’ 그리고 ‘최신

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에 

한 만족도에서는 66.1%가 ‘만족’하 으며, 도서

에 바라는 요구 사항으로 ‘ 공분야  참고

자료의 확충’과 ‘국내자료의 원문 DB 구축’이 

77.3%를 차지하 다. 따라서 자료 원문이 원활

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완 한 데이터베이스 제

작이 가장 시 한 사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나원, 박지홍(2009)은 의사들의 정보추구, 

특히 진료정보  의학지식 추구행태를 이해하

기 해 연세의료원 강사 12명을 상으로 개

방형 반구조화 형식의 심층면 을 실시하 다. 

질문 주제는 연구 환경, 진료와 련된 정보추

구행태, 선호하는 정보원과 자료 유형, 검색과

정과 만족도로 구성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 유형은 표

인 의학 학술 DB인 ‘PubMed’를 꼽았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정보검색 

결과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기 은 ‘근거’

와 ‘권 ’ 고, 검증된 학술 DB가 아닌 비공식

커뮤니 이션을 통한 정보는 선호하지 않았다. 

기존 세 에 비해 컴퓨터에 능숙한 세 라는 

에서 자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검색과정과 결과에 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윤정옥(2009)은 인문학자들의 자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해 인문학 교수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132개의 데이터를 수

집하 고, 자자료  자정보원을 어떤 경

로를 통하여 얼마나 입수하고 이용하며, 이들의 

장․단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

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문학자들은 연구

를 수행하면서 자자료  자정보원을 이용

하고 있었으며, 그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 망

하 다. 임 임용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 

견연구자, 최고경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

정보원 이용행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진연구자들은 다른 두 집단보다 자정보원

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이나 근방법에 한 

인지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도서 은 인문학자들을 해 개별 이용자가 

독자 으로 자료  정보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도서  내․외부 자자원 

활용을 한 ‘맞춤형’ 이용교육을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고 제시하 다.

박 주(2011)는 교육행정직의 정보요구와 정

보추구행태를 분석하고, 인구통계학  특성을 

고려한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기 해 라북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15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분석요인은 정보요구와 자

료의 이용, 정보수집, 도서  서비스 이용, 정보

의 요성, 정보수집의 어려움, 도서 의 요

성, 도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  서

비스 등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입수를 

해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인터넷’이었으며, 

‘동료와의 화’, ‘ 련서 ’, ‘연구보고서’, ‘학

논문’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의 어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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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정보가 치한 곳을 모름’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교육행정 련자료 부족’, ‘자료

를 찾는 방법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 필요한 서비스에 한 응답은 교육행정 

련 자료 확충 필요성에 해서 필요하다는 응

답이 77.7%로 반 이상을 차지하 다. 연구결

론에서, 도서 은 교육행정 련 정보이용자들

의 특성에 맞는 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제언하

다. 그 로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각종 참고

정보원 가운데서 참고질문에 한 해답자원으

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수집하여 도서

의 홈페이지에서 재조직하고 배열함으로써 

해당 사이트로 직  이동할 수 있도록 가상참고

서가(virtual reference shelves) 구축을 제안

하 다.

김황우(2012)는 학술 정보를 이용하는 법학

문 학원생 43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학 문 학원생들의 학술정보이용

행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법

학 문 학원생들이 정보를 이용할 때 요 요

소는 개인  특성인 학년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학술Web-DB’로 나타났으며, ‘법률기

 사이트’, ‘지식검색포털 검색’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연구 활동과 련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색 빈도 조사 항목에서는 ‘노

트북’을 이용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게 타났고, 

그 다음은 ‘스마트폰’, ‘태 릿 PC’ 순으로 나타

났다. 

김규훈(2004)은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자들

의 정보이용행태를 인구통계  요소, 세부 공 

분야 집단 요소의 에서 규명하고, 정보서비

스기  인지도를 비교연구하기 해 련 학문

인 응용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200명

을 상으로 조사하 다. 인구통계별  세부 

공 분야별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정보입수 방법, 정보기술 환

경 변화에 따른 컴퓨터 활용정도를 비교․분석

하 다. 분석 결과,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자들

은 연령에 따른 정보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정보입수방법, 컴퓨터 활용정도에서 차이가 있

었으나, 연구경력에 따라서는 정보자료의 유형

별 이용정도, 컴퓨터 활용정도에서만 차이가 있

으며 정보입수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경력보다 연령이 정보이용행태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정혜련(2012)은 디자인분야 교수들

을 상으로 세부 공, 연령에 따른 정보이용

행태를 악함으로써 학도서 의 효율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실제 인 방안을 

제안하 다. 변인 설정은 인구 통계  요인  

사용빈도가 높은 연령, 연구경력, 공분야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 고, 정보이용과 소속기

 도서 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 분석 결

과,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는 비인쇄자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료의 유

형은 인터넷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동료연구자, 외부 문가, 학회와 

심포지엄 토론 등의 비공식 인 회색 정보원이 

요하게 악되었고, 소속기  도서 을 이용

하지 않는 이유로 ‘자료 부족’(53.3%)에 한 

응답  ‘ 공 자료의 부족’(33.6%) 상이 매

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학도서 에서

는 학과별 산 안배, 자료의 출과 이용, 순환

률 등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자료수집 정

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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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2013)은 미술 학을 다니고 있는 학

생과 미술 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술 련 직업

을 가진 정보이용자들을 상으로 미술분야 정

보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어떻게 

원하는 미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악하

기 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하 다. 미술분

야의 정보 탐색 목 은 ‘업무아이디어 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이외의 목 으로는 

미술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

반 정보이용자들과는 다른 상이한 결과로 인쇄

자료 선호도에서 ‘ 시회 자료(카탈로그)’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들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나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은 이미지 정보가 많

이 포함된 인쇄자료를 선호한다고 해석하 다. 

하지만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을 해 특화된 

정보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3. 요약  논의

3.1 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에 한 

계량  분석에 한 논의

지난 45년 동안 정보이용행태에 한 국내 

연구는 총 90편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과

학기술분야 33편, 사회과학분야 16편, 의학분야

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41편으로 과학기술분

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그 의 1985년

에서 1999년까지와 비교해 볼 때, 과학기술분야

와 미술  디자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과학

분야, 의학분야, 법학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정

보이용행태의 연구는 양 으로 어들었다. 향

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분야가 세분화되

고 문화됨에 따라 연구방법, 변인 등을 시

흐름에 맞추어 심층 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수

행할 필요가 있다. 

3.2 연구방법론  측면의 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을 상으로 정보이

용행태를 조사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 부터 지속 으로 진

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에

는 공학, 국방과학, 해양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

구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연구 역이 세분화되

었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설문조사법을 사

용한 정량  분석 주 으며 면담법과 같은 정

성  분석은 게 사용되었다. 연구 분석 상

은 기에는 주로 학교 소속 이용자들을 상

으로 분석하 으며, 차 학교, 연구소, 기업

체 소속 연구자들을 상으로 넓  정보이용행

태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 변수는 ‘정보이용 목 ’, ‘정보요구’, ‘정

보이용 유형’, ‘만족도’ 등이 공통 으로 나타났

으며, 그 외에는 연구목 에 맞도록 다양한 변

수들을 사용하 다. 특히, 과거와 달리 2000년

에 들어서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는 디지털 시

로 환됨에 따라 인터넷, 자정보원, SNS, 

모바일 등과 련된 새로운 변수들이 사용되었

으며,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를 기 로 향후 정

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형태로 차 

변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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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살

펴보면 1980년  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은 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다가 2000년 에 면

담, 과업일지 등의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분석 

변수로는 ‘정보이용 유형’, ‘정보요구’, ‘도서  

이용’ 등이 공통 으로 사용되었다. 

사회과학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 역, 연구 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

구 역이 경 , 경제분야의 연구가 부분이며, 

세분화된 학문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한, 

연구 상의 표본 수가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격히 으며, 연구 상이 하나의 집단을 통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연구가 주로 수행되

었다. 따라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다양한 

에서 심층 으로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연구

상의 범 도 확 할 필요가 있다.

기타 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를 살펴

보면 2000년 에는 병원 소속의 의사와 의과

학 교수를 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2002년도에는 한의학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그 외에도 인문학, 교육행정분야, 법률, 디자

인, 미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

구방법으로 주로 설문조사를 사용하 다.

총 27편의 연구  17편의 연구에서 설문조

사와 같은 정량  방법을 사용하 으며, 5편의 

연구에서 면담 등의 정성  방법을 사용하 고, 

5편의 연구에서 정량  방법과 정성  방법을 

함께 사용하 다. 과학기술분야와 비교하여 사

회과학과 그 외 분야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사

용한 정량  방법 주 으며 면담과 같은 정

성  방법은 게 사용되었다. 

3.3 주제별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징과 

련된 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이용자 특성별 정

보요구는 첫째, 교수들의 경우 학도서  홈페

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 고, 교수들의 직

가 낮을수록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보 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졌다(권 우 2010). 둘

째,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연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

로 자도서 , 웹DB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희, 이지연 2006). 한 국외학술

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신용수 2012), 

한종엽, 서만덕(2014)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특성에 따른 이용률은 해외자료가 국내자

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용 인 

정보자료의 형태별 비율은 자자료, 인쇄자료, 

비도서 자료 순이었으며(송종호, 오동근 2008), 

한종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도 자자료

의 이용비율은 인쇄자료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이 상 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정보

수집 시 일부 연구원들은 정보검색  정보자

료 소재 악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소속 도서

의 한계 으로 자자원 다양성 부족이라고 

답하 다(송종호, 오동근 2008). 셋째, 기업체 

소속 집단은 학교  공공연구소 과학기술 연

구자들에 비해 정보서비스에 한 인지도가 낮

게 나타났다(한종엽, 서만덕 2014). 이처럼 과

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령, 학력, 연구 분야

에 따라 정보이용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 이용

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가 필

요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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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에서 나타난 정보이용행태 특징

을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1990년

까지 주로 학술잡지와 단행본을 이용하 다. 

한무경(1983), 한연숙(1993), 주선 (1995) 연

구에서도 학술지, 단행본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진환(1988) 연구에서도 경 학

분야 연구자들의 가장 요한 정보매체로 학술

잡지, 단행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

에 들어서는 디지털환경의 변화로 통 인 

자료수집 방법보다는 인터넷, CD-ROM, PC통

신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높은 

만족도를 보 다(박 식, 박일종, 신상헌 2000). 

즉 인쇄자료보다는 자자료의 이용률이 높아

졌으며, 정보 입수 시 자 을 주로 활용하

다(박 철 2006). 향후 도서   정보센터는 

사회과학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차이에 

유의하여 보다 특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행태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사회과학분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홍기선(2008)의 연구와 김나원, 박지홍(2009)

연구에서 나타난 의학분야 연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의사들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고

자 할 때와 환자 치료를 해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정보

원은 의학 학술 DB인 PubMed에 한 신뢰도

가 매우 높았다. 한, 정보검색 결과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기 은 근거와 권 로 나타

났다.

미술분야에서는 국내자료  외국자료의 이

용률에서 국내자료를 외국자료보다 약간 더 많

이 이용하고 있어 자연과학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분야의 교수들이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자료 유형은 비인쇄자료이며 이들은 비

공식 인 회색 정보원을 요하게 여겼다(이명

희, 정혜련 2012). 미술분야에서는 시회자료

(카탈로그) 등의 이미지 정보가 많이 포함된 것

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와의 차

이를 보 다(김지원 2013).

각 분야별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는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통된 의견도 나타

났다. 부분의 이용자들은 련 분야의 자료부

족, 자료의 소재 악의 어려움, 자정보원 콘

텐츠의 확 , 련 주제분야 데이터베이스의 정

보검색  정보활용 방법에 한 이용교육의 필

요성 등을 제시하 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에 한 도서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방안으로 기본 인 도서  정보서비스 제공에

서 출발하여 단계 으로 확 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자  도서  홈페이지, 통합정보검색시스템,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 한 이용자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교육 

 홍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 

도서  이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구자를 

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  인력의 부족을 

력도서  로그램을 통해서 련 주제분야의 

가상참고서가 구축과 력 정보서비스 로그

램을 정착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각각의 도

서 은 자  이용자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

를 수행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오늘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가 범 하

게 생산되고 교류되고 있는 가운데 사서들은 장

서 구입  개발, 학술  DB 리, 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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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여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사서들은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

가 있으며, 효율 이라고 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도서 에서 

주제 문사서가 있다면, 업무가 분담되고 이용

자들에게 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주제 문사서 도입  확

충은 도서  산과 주제 문사서 부족의 한계

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

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결

과를 활용  참고함으로써 사서들이 각 분야

의 이용자들에게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

보이용행태연구에서 다루는 학문  특성은 각 

문분야에 한 이해를 돕고, 이용자연구의 결

과는 사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행태, 특

성, 요구하는 서비스 등을 악하는데 기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문

분야의 정보이용행태와 련된 연구를 통해서 

도서 에서 필요한 정보원과 시 에 따라 변화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

된 분야의 정보이용행태 연구들이 수행되면, 

축 된 정보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제별 맞

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 본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문  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행태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

용자들의 요구를 반 한 효과 인 정보서비스

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

다. 이를 하여 국내에서 문분야 정보이용행

태 연구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

된 정보이용행태와 하게 련이 있는 연구

에 한 계량  분석을 하 으며, 과학기술분야, 

사회과학분야,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연구

방법, 상, 변인, 그리고 결과  제언에 

을 맞추어 조사 분석하 다. 

특정 학문  문분야 연구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시 별로 정보기술의 발  환경에 

따라 연구 상과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보다 심층 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

구결과에 의하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디지

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학생, 교수, 연구원, 기업체 종사자 등의 직 나 

신분에 따라서 정보요구  이용 행태가 다르

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

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

한 학문  문분야에서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궁극 인 목 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한 효과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들의 정보이용행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

었다. 

첫째, 이용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정보이

용행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교수, 연구

원, 기업체 종사자 등의 직 나 신분에 따라서 

정보요구  이용행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명확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이용  정보요구의 변화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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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은 국내자료보다 국외자

료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용수 2012), 한종엽, 서만덕(2014)의 연구

에서도 국외자료를 국내자료보다 2배가량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이 인쇄자료에서 자자료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송종호, 오동근 2008). 한종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도 자자료의 이용

비율이 인쇄자료의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

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

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비율이 차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1990년 까지 

학술잡지와 단행본을 주로 사용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는 자자료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정보 입수 시 자 에 크게 의존하 다.

의학, 미술, 교육학, 법학 등의 기타분야에서

도 그 업무 목표  환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 정보이용행태를 보 다. 몇 가지 특징

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분야에서 의사들은 도서 의 도움

을 요청하기 보다는 인터넷검색이나 PubMed

와 같은 주제 분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분야에서는 사회과학분야와 과

학기술분야에서 해외자료가 국내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송종호, 오동근 

2008), 국내자료를 국외자료 보다 더 많이 이용

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밖

의 특징으로 이들은 비인쇄자료와 비공식 인 

회색정보원 등에 한 요구를 나타냈다.

셋째, 미술분야에서는 단행본, 보고서 등의 

자료 유형이 아닌 시회자료(카탈로그)에 

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분야와 차

이를 보 다.

선행연구분석 결과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이

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도서   정보센터는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디지털환경변화로 인하여 인터넷

과 자자원뿐 아니라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들이 차 활성화 되고 있다. 과

학기술분야에서 신용수(2012)는 이러한 실

을 반 하여 SNS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향후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하 다. 디지털환경변화에 따른 정

보이용행태에 한 분석이 과학기술분야와 달

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아직 반 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속히 변화하는 디지

털환경을 반 한 정보이용행태의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 한 

정보이용행태와 련된 연구를 비롯하여 학

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소 등을 상

으로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도 심을 기울

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디지

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도서   정

보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학술 활동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서

비스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정보이용행태와 련된 후속연구를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시  배경에 따른 정

보이용행태의 변화와 련된 연구 둘째, 과학

기술분야, 사회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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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학문의 세분화와 학문간의 융합에 한 

연구 셋째, 보다 세분화된 학문 분야의 연구, 

를 들면 경 학에서 마 , 조직이론, 인사

리 등과 같은 세분화된 분야의 연구 등이 수행

되기를 기 한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설

문조사에 의한 단순 빈도조사에서 진일보하여 

표본설계부터 모집단을 표할 수 있는 무작

표본을 상으로 한 표본조사와 자료수집, 계

량  분석을 통한 결론의 도출과 결론의 일반

화를 시도하고 심층 면담조사법 등 정성  연

구가 수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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