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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과 학 학원생들이 특정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이용 동기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용 동기 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의 한 규모 의과 학 학원생을 

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 으며, 총 135부의 유효한 응답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의과 학 학원생들이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데 있어 펍메드(PubMed)의 신뢰성 정도와 상호작

용성 정도가 구  스칼라(Google Scholar)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성과 문성이라는 두 가지 이용 동기 요인이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자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리성은 이용자들이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웹 사이트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에 한 논의를 의학정보의 맥락에서 이용과 충족이론으로 설명했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한편, 구체 인 연구 결과는 의학 련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서비스 개선을 한 실질 인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tivation and user satisfaction of medical school graduate 

students using specific academic information sites, and examines the effect of usage motivation factors 

on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18 to September 21, 2018 by 

a large medical school graduate student in Seoul, and analyzed 135 valid respon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egree of reliability and interactivity of PubMed is higher than that of Google 

Scholar in medical school graduate students’ use of academic information sites.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of academic information sites. In particular, convenienc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users’ choice of academic information sit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of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the discussion of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web 

sites is explained in terms of use and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pecific research result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ervices of 

medical-related academic searc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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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학문의 문화와 세분화로 정보자료

는 양 으로 격히 증가하고, 질 으로 다양

해졌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 으로 연구

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다. 한 자화된 학술정보의 출 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문 인 학술정

보를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재 구 (Google), 네이버(Naver) 등 국내외 포

털 사이트들은 연구기   도서 들과의 력

을 통해 이용자들이 학술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원하는 학술정

보를 찾기 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학술정

보 검색엔진을 즐겨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먼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구 이나 

구  스칼라(Google Scholar)인 것으로 나타

났다(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 구  스칼

라는 한 곳에서 다양하고 방 한 양의 학술정

보(기사, 논문, 단행본, 록 등)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이 간단하고 빠른 검색속도를 

겸비하고 있어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보원  가장 큰 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  스칼라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의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학술 검색 수단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환, 김재훈, 

황재  2011), 최근에는 의학 분야에서도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riff et al. 2013; 

김순, 정은경 2016). 

의학 분야는 정보 집약 인 분야 의 하나

이며 인터넷의 속한 발달과 함께 의학 정보

의 양도 격하게 증가하 다. 한 의학 분야 

학술정보는 수명이 짧고, 최신성과 신속성을 생

명으로 하기 때문에 학술정보원의 역할이 요

하다. 표 인 의학 학술정보원  하나인 펍

메드(PubMed)는 미국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이 제공하는 데이

터베이스로 2018년 4월 재, 3만여 종의 

에서 2,800만여 건의 의학정보가 수록되어 있

다. 2017년 한 해 동안 140만여 건의 막 한 양

의 새로운 문헌 색인 정보가 추가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펍메드는 의학문헌을 검색하고 

발견하는데 있어 우수한 공 자 역할을 하고 있

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주요 검색자원으로 인

식하고 있다(Chen, Friedman, and Finkelstein 

2017). 무엇보다도, 의학 분야 연구자들은 온라

인 학술정보원  펍메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나원, 박지홍 2009; 조화순 

2011). 그러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학 분

야 연구자들은 펍메드 뿐 아니라 구  스칼라 

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riff et al. 

2013; 김순, 정은경 2016). 의학 분야 연구자들

에게 있어 표 인 정보원인 펍메드가 문

인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의

학 이외의 타 분야 학술정보 서비스를 함께 제

공하는 구  스칼라 한 이용자 선호도가 높다

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분은 펍메드와 구  스칼라의 서비스 품질

이나 검색능력을 평가한 것으로(Walters 2011; 

Nourbakhsh et al. 2012; Wakimoto 2014), 

이용 행태를 살펴본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이용자를 상으로 펍메드와 구  스칼라의 이

용행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학 분야 연구자를 상으로 펍메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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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의 이용 동기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의 차

이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해 보고자 한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과 학 학원생들이 펍메

드와 구  스칼라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

용 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과 학 학원생들이 펍메

드와 구  스칼라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

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이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엘리후 카츠(Elihu Katz)에 의해 제기된 이

용과 충족이론은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 동기, 

이용 행 , 이용 후 획득하는 충족을 인과  

계로 설명하 으며, 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매스미디어 효과를 연구하

고자 하 다(오택섭 외 2015).

이용과 충족이론에 해 1959년 카츠는 ‘미

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What the 

media do to people?)’의 기존 입장에서 ‘사람

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What 

people do with the media?)’의 입장으로 환

하여 매스 커뮤니 이션 상을 연구하 다. 

이는 미디어 수용자를 ‘선택 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취 하는 참여자’, 다시 말해서 능동

 수용자로 규정하여 미디어와 수용자의 계

를 연구하는 근 방법이다(오석근 2012). 

한 이 이론은 수용자들이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을 얻기 해 어떤 식으로 매체의 내용을 

이용하는지에 을 두며, 이와 련한 연구로

는 카츠, 블럼버, 구 비치(Katz, Blumler, and 

Gurevitch 1974)의 이용과 충족이론을 바탕으

로 한 연구모형과 로젠그 (Rosengren 1974)

이 제시한 이용과 충족 연구 패러다임이 있다. 

먼  카츠, 블럼버, 구 비치는 1974년 이용

과 충족이론의 기본 가정을 다음의 3가지로 제

시하 다. 첫째,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미디

어의 수용자는 능동 인 존재로 간주한다. 즉 

수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하

며 매스미디어 이용의 요한 부분은 목  지

향 인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수용자는 자신

의 욕구를 알고 이를 충족시키기 해 미디어

를 선택 으로 이용한다. 셋째, 미디어는 수용

자의 욕구충족을 해 다른 정보원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충

족을 해서 미디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

을 선택 는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수용자

의 미디어 이용은 목  지향 인 것으로 가정

하며, 미디어는 욕구 충족의 다른 소스들과 경

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능동 인 수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매체나 다른 소스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 혹은 다른 

소스들은 경쟁 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박

우람 2010). 이 기본가정의 핵심은 미디어 이용

에 있어 수용자는 수동  존재가 아니라 능동

 선택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토 로 카츠, 블럼버, 구 비

치는 1974년 이용과 충족이론에 한 이론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 , 심리  원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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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욕구가 생겨나고, 이 욕구는 매체나 다

른 정보원에 한 기 감을 유발하고, 그 기

감이 각기 다른 유형의 매체노출로 나타나서, 

그 결과 욕구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후에 

맥퀘일(McQuail)과 달(Windal)은 이를 <그

림 1>과 같은 이용과 충족이론의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 다.

이 모형은 사람들의 미디어 행 는 근원 으

로 개인이 생활하면서 사회  상황과 심리  

상황에 따라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요소나 문

제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개인은 이 사회심

리  요소들과 응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이 욕구를 미디어를 포함하는 여러 방

법이나 수단을 통해 충족하려는 기 를 가지게 

된다. 이때의 수단은 미디어 이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디어 외에 다른 형태의 정보원

도 포함한다. 한 개인은 각자의 경험과 단

을 통해 특정 매체의 이용과 소비가 자신의 욕

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상한다. 따라서 특

정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특정 로그램이나 

내용을 시청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

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의 결과로 자

신이 기 한 욕구에 한 충족을 얻을 수도 있

고, 기 하지 않았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

(김정기 1999).

2.2 선행연구

국내외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한 

연구는 꾸 히 연구되어왔으며, 기 연구들은 

펍메드를 포함한 의학분야 학술정보원들을 

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서는 주로 펍메드와 구  스칼라를 심으로 

한 연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펍메

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연구자

들은 의학 분야 정보 검색 시 펍메드와 구  스

칼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원, 박지

홍 2009; 김순, 정은경 2016; 김상  2004; 조

화순 2011). 한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품질 등

의 품질평가를 통해 최신성과 정확성, 사용 편리

성의 변수가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순, 정은경 2016; 김상  2004; 조화

순 2011). 국외 연구에서는 주로 펍메드와 구  

스칼라의 학술정보 검색능력을 비교하여 평가한 

연구가 많았다. Walters and William(2011)의 경

우 구  스칼라와 펍메드, 그 외 11개 서지 데

이터베이스 검색에서의 재 율과 정확률을 평

가한 결과 재 율과 정확률 모두 구  스칼라

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Wakimoto(2014)

는 신장학과 련된 문헌에 한 펍메드와 구

 스칼라의 검색결과를 비교하고 정확도를 

<그림 1> 이용과 충족이론의 연구모형(McQuail, D. and Windahl, 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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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그 결과 펍메드와 구  스칼라에

서 검색된 문헌 수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확도는 펍메드와 구  스칼라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헌과의 근성은 

펍메드보다 구  스칼라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주로 품질이나 검색능력을 

심으로 한 연구가 많은 반면, 이용자를 상으

로 한 이용 동기와 이용자 만족도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용 동기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용과 

충족이론을 바탕으로 이용 동기가 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포털 뉴스와 일반 

포털 사이트, 학술정보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에 용하여 활용하 다(껑지

에 2015; 문 주, 정철호 2011; 박상호 2009; 

조가흠 2017; 조정 , 반  2006; 채국병 2010). 

학생을 상으로 포털사이트 뉴스의 이용 동

기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용 동기(편리성, 흥

미성, 상호작용성, 문성, 오락성, 습 성)와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에까지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껑지에(2015)의 경우 이용 동기와 

만족도에 한 단편 인 분석에서 나아가 이용 

동기, 만족도 그리고 지속이용의도 간의 계

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학문 인 

시사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유학생을 

상으로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구  스칼라, 네

이버 문정보, 바이두 학술검색에 해 연구

한 조가흠(2017)의 경우 5개 이용 동기 요인인 

편리성, 습 성, 문성, 상호작용성, 신뢰성과 

이용자 만족도에서 모두 구  스칼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뢰성, 문성, 편리성, 습 성

의 순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

용자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분석

하 으며, 미디어 이용이나 도서  서비스 이

용을 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김규환, 남

 2007; 김성희, 박해진 2014; 이경훈 2014; 

이지  2004; 황면, 정동열 2016; Chang 2013). 

황면, 정동열(2016)은 디지털 퍼런스 서비스

에 있어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조사하 으며 디지털 퍼런스 서비스에 

한 개념 이해, 정보요구 특성, 경험  기 , 사

서와의 상호작용, 서비스 만족도, 정보행동의 

후속의도에 한 요인들을 설문문항으로 사용

하 고 서비스 만족도의 변인은 답변의 신속성, 

유용성, 정확성, 성, 문성으로 설정하

다. 후속의도의 경우 서비스 종결 후 서비스 결

과에 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재이용 의사와 추

천 의사를 변인으로 사용하 다. Chang(2013)

은 학술 도서 에서 사용하는 이러닝 시스템의 

웹품질(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웹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상당히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용자 만족도는 이용자들의 학술 도서  시스템

의 지속 인 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훈(2014)은 공공도서  방학특강 로그

램 서비스 품질( 로그램 내용, 로그램 강사, 

로그램 시설)과 이용자 만족도, 충성도와의 

련성을 살펴보고 이용자 만족도는 충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김성희, 

박해진(2014)은 학생을 상으로 네이버 

문정보, 구  학술검색, MS 학술정보검색에 

한 이용성을 설문지법으로 평가하 다. 평가항

목은 크게 콘텐츠, 서비스, 효과성 3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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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구분하 다. 콘텐츠 역의 최신성과 

포 성은 모두 구  학술검색이 타 검색엔진에 

비해 상 으로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역에서는 구  학술검색이 가장 신속

하고 편리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MS 학술정보검색의 근성이 가장 떨어졌다. 

효과성 역에서는 구  학술검색이 학술정보 

활용 가치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가설

Gan and Wang(2015)에 의하면 이용과 충

족이론은 이용자 에서 개인의 자발 인 매

체 선택과 이용을 살펴본 이론이다. 주로 이용

자가 매체 내용을 주도하는 인터넷 미디어에 

한 통찰과 이용 동기를 이해하는 연구에 사

용되어 왔다(껑지에 2015; 조가흠 2017). 인터

넷 미디어  하나인 학술정보 검색엔진은 특

정한 필요가 있는 개인이 특정한 동기를 바탕

으로 이용하여 특정한 필요를 만족하게 되는 

특성이 강해(곽동철, 노 희 2015) 이용 동기 

 이용자 만족도에 해 분석하기에 합하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기반으로 의과

학 학원생의 펍메드와 구  스칼라의 이용 

동기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 이용 동기 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조가흠(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술정보 검

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의 측

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학술

정보 검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인을 편리성, 신

뢰성, 습 성, 문성, 상호작용성 등 5가지로 

구분하 고, 이용 후 이용자의 인식 정도를 이

용자 만족도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확인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고, 이를 통계 기법을 통해 검증하 다. 

￭가설 1.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성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신뢰성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습 성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문성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상호작용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인은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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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3.2 이용 동기 요인  이용자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용과 충족이론

을 토 로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

인을 편리성, 신뢰성, 습 성, 문성, 상호작용

성으로 구분하 다. 한 이용 후의 이용자의 

인식 정도를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하 다. 

∙편리성(Ease of use)

편리성은 이용자가 찾고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웹 사이

트 이용자의 만족도에 필수 인 향요인으로 

나타났다(Evelhoch 2016). 학술정보 검색엔진

에서도 편리성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감

시켜 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학술정보 이

용경로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가흠 2017). 이선희, 김완종(2016)은 편

리성을 학술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

리성(Ease of use)을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 

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

기 요인으로 설정하 다.

∙신뢰성(Trust)

Gwinner et al(1998)은 신뢰성을 험과 불

안에 한 인식 감소와 서비스 제공자에 한 

믿음의 강화로 정의하 다. 신뢰성은 이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다고 믿을 때 나타나게 되며(Jarvenpaa 2000), 

이용자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 이선희, 김완

종(2016), 조가흠(2017)의 연구에서는 학술정

보 서비스 이용 시 신뢰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늘날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서비스들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웹서비스의 신뢰성은 매우 

요한 서비스 선택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

유경, 고병선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

뢰성(Trust)을 학술정보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서비스 등에 있어 신뢰하는 정도

로 정의하 으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 다. 

∙습 성(Habitual use)

껑지에(2015), 최두선(2016)은 습 성을 포

털뉴스 이용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고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논의하 다. 한 오늘날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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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만 부분의 이용자들은 습 으로 특정 

검색엔진만 둘러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가흠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 성(Habitual 

use)을 일상 이고 지속 으로 특정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방문하는 행 의 정도로 정의하

으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

으로 설정하 다. 

∙ 문성(Expertise) 

문성은 ‘정보원이 타당한 주장이나 올바

른 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McCracken 1989), 정보원의 인지된 지식이

나 기술 인 측면을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ogg and Tesng 1999). 학술정보란 어떤 연

구자 집단에 의해 생산되는 문정보의 일종으

로 문 인 지식을 제로 하여 달되는 정

보이다(곽동철, 노 희 2015). 이러한 문정

보를 제공해주는 학술정보 검색엔진에서 문

성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주는 핵심요소이다

(조가흠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성

(Expertise)을 학술자료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충족정도로 정의하 으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 다. 

∙상호작용성(Interaction)

상호작용성은 송신자(Sender)가 수신자(Re- 

ceiver)에게 커뮤니 이션을 달하고 수신자

가 피드백(Feedback)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 할 수 있으며(이무신 2012), 컴퓨터를 매개

변인 의미 평가 지표 항목 수

편리성
학술정보 사이트 이용 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학술정보 근이 용이하다.

4
인터페이스 이용이 쉽다.

학술정보 검색이 쉽다.

카테고리 분류에 한 이해가 쉽다.

신뢰성
학술정보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서비스 등에 있어 신뢰하는 정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다.

4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학술 정보를 항상 찾을 수 있다.

학술자료 제공기 이 신뢰할 만 하다.

학술정보 사이트의 평 이 좋다.

습 성
일상 이고 지속 으로 특정 학술정

보 사이트를 방문하는 행 의 정도

학술정보 검색 시 습 으로 해당 학술정보 사이트를 

둘러본다. 2

일상 으로 하는 행동이다.

문성
학술자료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 정도

검색결과  상 권에 한 정보가 많다.

6

검색결과가 정확하다.

검색방법이 다양하다.

검색결과  오류 링크의 경우가 다.

원문링크/원문복사 등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이 쉽다.

상호

작용성

이용자가 정보를 보다 효과 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제공

되는 정도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말기능이 이용하는데 하다.

<표 1> 이용 동기 요인의 의미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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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의미 평가 지표 항목 수

이용자

만족도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 후 이용자의 

인식 정도

이 검색엔진에 반 으로 만족한다.

3앞으로 계속하여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

주변사람에게 이용하라고 추천할 것이다. 

<표 2> 이용자 만족도의 의미와 평가지표

로 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와 미디어 사이의 커

뮤니 이션 즉, 소비자와 미디어 사이에서 주

고받는 모든 행 이다(Richard and Chandra 

2005). 이러한 행 를 통해 학술정보 검색엔진

의 이용자와 의미 있는 메시지 교환을 수행해 나

갈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Interaction)

을 학술정보 검색엔진에서 정보를 보다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지원하는 기

능이 제공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 다.

∙이용자 만족도(Satisfaction)

Hermon and Whitman(2004)은 만족이란 ‘기

경험(Expected experience)과 련하여 실

제경험(Actual experience)으로부터 생겨나는 

흡족한 느낌’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기 에 부응하는지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결정되는 주 인 개념이라고 하 다.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와 주변 동료나 지인의 

서비스 추천 는 소개의사 등을 탐구하는 것

은 새로운 이용자 창출로 기 되며 서비스 성장

에 기여한다(황면, 정동열 201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Satisfaction)를 학술

정보 검색엔진 이용 후 이용자의 인식 정도로 정

의하 다. 채국병(2010), 김성희, 박해진(2014), 

황면, 정동열(2016), 조가흠(2017)의 선행연구

를 참조하여 ‘ 반 인 만족도’, ‘재방문 의사’, 

‘권유의사’ 3가지를 측정지표로 삼았다. 

3.3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에서 학술연구 활동이 가장 활

발하고 온라인 학술정보 이용에 있어 학부생보

다 학원생의 이용 빈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배경재 2010)를 바탕으로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경험이 있는 서울소재 규모 의과 학 

학원생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의과 학은 

지난 5년간 12,0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

는 등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온라인 학술정보

원 제공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의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과 오 라인 설문을 병

행하여 실시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

학  특성 4개 문항, 학술정보 검색엔지 이용 

특성에 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용 

동기 요인은 편리성, 신뢰성, 습 성, 문성, 

상호작용성 요인으로 나 어 총 19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 으며, 이용자 만족도에 한 부

분은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35부를 수집하 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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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사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이용 동기 요

인과 이용자 만족도의 내  일 성 검증을 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크론바흐 알 계수를 사용한 본 연구의 신

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분석 결과, 모

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의 신뢰도는 수용가능한 수 인 것으로 단되

었다. 

4. 연구 결과  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 특성

본 항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술

정보 검색엔진과 해당 검색엔진의 이용 횟수, 이

용 동기를 악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

는 학술정보 검색엔진은 펍메드가 74명(54.8%), 

구  스칼라가 59명(43.7%)으로 펍메드를 이

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타의견으로는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인 

Embase가 2명(1.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이 지난 한 달간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이용

한 횟수는 한 달에 21회-30회 방문한다는 응답

이 44명(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11회-20

회가 36명(27.1%), 30회 이상이 31명(23.3%), 

1회-10회가 22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부분의 의과 학 학원생들이 학술정

보 검색엔진을 최소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학술검색 검색엔진 이용 동기는 

편리성(사용하기 쉽다)이 82명(30.8%)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습 성(습 으로 

이용한다)이 65명(24.4%), 신뢰성(믿을 만한 

정보가 많다)이 59명(22.2%), 문성(데이터

의 내용이 하다)이 41명(15.4%), 상호작용

성(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13명(4.9%) 순으로 나타났다. 6명(2.3%)의 기

타의견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기 

좋다’,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인용 수 확인

이 쉽다’, ‘논문의 요도를 쉽게 악할 수 있

다’, ‘ 범 한 결과확인이 가능하다’, ‘검색능력

이 좋다’가 있었다. 

변수 항목 수 Cronbach’s Alpha

이용 동기 요인

편리성 4 0.698

신뢰성 4 0.840

습 성 2 0.815

문성 6 0.677

상호작용성 3 0.784

이용자만족도 3 0.834

<표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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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학술정보 검색엔진

펍메드 74 54.8

구  스칼라 59 43.7

기타 2 1.5

합계 135 100

이용횟수

1회-10회 22 16.5

11회-20회 36 27.1

21회-30회 44 33.1

30회 이상 31 23.3

합계 133 100

<표 4>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술검색

검색엔진 

이용 동기

편리성(사용하기 쉽다) 82 30.8

신뢰성(믿을 만한 정보가 많다) 59 22.2

습 성(습 으로 이용한다) 65 24.4

문성(데이터의 내용이 하다) 41 15.4

상호작용성(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4.9

기타 6 2.3

합계 266 100

<표 5>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 동기(복수응답)

4.2 가설 검증

가설의 검증은 두 독립 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얻은 통

계 결과를 바탕으로 하 다. 

4.2.1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른 이용 

동기 요인의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과 학 학원생들의 펍메

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성, 신뢰성, 습 성, 문성, 상호작

용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두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값은 -0.240, p값은 0.811로 나타났다. 따

라서 편리성 정도는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

라 이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

라 이용자가 느끼는 신뢰성 정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t값은 2.707, p값은 0.008(p<.05)로 

나타나났다. 펍메드의 신뢰성 정도의 평균은 

4.1655, 표 편차는 0.64009이며, 구  스칼라

의 신뢰성 정도의 평균은 3.8771, 표 편차는 

0.57117이다. 따라서 신뢰성 정도는 펍메드 이

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고, 펍메드에 한 신뢰성 

정도가 구  스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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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동기
학술정보

검색엔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편리성
펍메드 74 3.8750 0.57376

-0.240 0.811
구 스칼라 59 3.8983 0.53361

신뢰성
펍메드 74 4.1655 0.64009

2.707* 0.008
구 스칼라 59 3.8771 0.57117

습 성
펍메드 74 3.9527 0.88430

0.081 0.935
구 스칼라 59 3.9407 0.79916

문성
펍메드 74 3.8604 0.54621

0.963 0.337
구 스칼라 59 3.7740 0.46913

상호작용성
펍메드 74 3.2568 0.70126

2.057* 0.042
구 스칼라 59 3.0113 0.66080

*p<.05

<표 6>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른 이용 동기 요인의 차이: 독립표본 t-test(N = 133)

가 느끼는 습 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값은 0.081, p값은 0.9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습 성 정도는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

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라 이용

자가 느끼는 문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t값은 0.963, p값은 0.337로 나타났다. 따라

서 문성 정도는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라 이

용자가 느끼는 상호작용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t값은 2.057, p값은 0.042(p<.05)로 나

타나났다. 펍메드의 상호작용성 정도의 평균은 

3.2568, 표 편차는 0.70126이며, 구  스칼라

의 상호작용성 정도의 평균은 3.0113, 표 편차

는 0.66080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성 정도는 펍

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펍메드의 상호

작용성 정도가 구  스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2.2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과 학 학원생들의 펍메

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 만

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두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라 이용

변수
학술검색

검색엔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이용자만족도
펍메드 74 4.2387 0.58526

1.120 0.265
구 스칼라 59 4.1299 0.51794

*p<.05 

<표 7>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독립표본 t-test(N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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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값은 1.120, 

p값은 0.25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

도는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2.3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과 학 학원생들의 학술

정보 검색엔진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용자 만족도와 향요인에 한 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6.283, 

p<.001), 본 연구모형의 이용자 만족도에 한 

이용 동기 요인의 설명력은 48.9%(Adj-R²)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9

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없

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VIF값도 모두 10 미만으

로 작게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편리

성(β=.212, p<.01), 문성(β=381, p<.001)이 

이용자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리성, 문성이 

높아질수록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문성(β=.381), 편리성(β=.212) 순으로 이용

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2.4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9>

와 같다.

5. 결 론

5.1 토의  결론

의학 분야는 정보 집약 인 분야 의 하나

이며, 의학 분야 학술정보는 수명이 짧고 최신

성과 신속성을 요시하기 때문에 학술정보원

의 역할이 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의학 

분야 연구자들은 의학 분야 학술정보 사이트 

 펍메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펍메드 뿐 아니라 구

 스칼라 한 선호하는 학술정보 사이트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이용자

만족도

(상수) 0.763 0.303 　 2.517* .013

문성 0.414 0.085 .381 4.858 *** <.001 1.592

편리성 0.213 0.081 .212 2.648** .009 1.662

습 성 0.090 0.048 .137 1.871 .064 1.381

신뢰성 0.119 0.073 .134 1.628 .106 1.744

상호작용성 0.057 0.055 .071 1.038 .301 1.211

F=26.283(p<.001), R²=.509, Adj-R²=.489, D-W=2.109

*p<.05, **p<.01, ***p<.001

<표 8> 이용자 만족도의 향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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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설 내용 채택여부

1-1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신뢰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습 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4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문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5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상호작용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1
펍메드와 구  스칼라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이용자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1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편리성, 신뢰성, 습 성, 문성, 상호작용성은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9> 가설 검증 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문 인 의학 학술정보원인 

펍메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학 분야 연구

자들의 구  스칼라의 선호도 한 높은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펍메드와 구

 스칼라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분 

서비스 품질이나 검색능력을 비교한 것으로 이

용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 로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용에 따른 이

용 동기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해 

분석하 다. 더 나아가 학술정보 검색엔진 이

용 동기 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의과 학 학원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술정보 검색엔진은 펍메드로 나타났으며, 

부분의 응답자들이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최소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편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습 성, 신뢰성, 문성, 상호작용성 순으로 나

타났다. 둘째, 의과 학 학원생들의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따른 이용 동기 요

인의 차이에 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정도와 

상호작용성 정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 한 신뢰성 정도와 상호작용성 

정도 모두 펍메드가 구  스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

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펍메드의 제공기 에 

한 신뢰성과 My NCBI와 같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용자의 이용 동기 요인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의과 학 학

원생들의 펍메드 이용과 구  스칼라 이용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해 분석한 결

과, 이용자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술

정보 검색엔진 이용 동기 요인이 이용자 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편리성 

요인과 문성 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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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성 요인, 편리성 요인 순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2 제언 

본 연구는 웹 검색엔진을 통한 학술정보서비

스에 한 논의를 의학정보의 맥락에서 이용과 

충족이론으로 설명했다는 에서 학문  의의

가 있다. 한편, 구체 인 연구 결과는 의학 련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서비스 개선을 한 실질

인 함의를 제공한다. 즉, 의학정보를 제공하

는 검색엔진은 신뢰할 수 있는 기 을 통해 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이러한 검색엔진을 

더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는 

피드백 기능을 비롯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 학술정보 검색엔진의 

편리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용자들이 이해하

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학술정보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학부생보다 온라인 

학술정보 이용 빈도가 높은 학원생을 상으

로 제한하 으나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는 한계가 있다. 그 기 때문에 이후에 의사나 

교수와 같은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진

행한다면 좀 더 보편 인 학술정보 사이트의 이

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집단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 양  연구를 

진행한 만큼 그로 인한 한계 은 향후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여 보다 구체 이고 깊이 있는 이

용 동기 요인을 악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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