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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들의 도서 에 한 인식과 정보이용을 개 으로 살펴보고 각 요소들과 

이에 연 된 상 계 탐색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로 수집, 기술통계  상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은 도서  정보원은 신뢰하나 실제 탐색에는 탐색엔진을 압도 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쉽게 빠르게 획득가능한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원 비교 등 

각 요소들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은 요소들 사이의 상호연 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at overall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library 

and explore the sources and their related variables as well as find out related issues of per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use of them.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and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data. The result shows 

the population users preferred search engine so much over library as their information search 

tool even if they trust library information sources more, also, they tend to seek information 

sources when it has easiness and fastness to get. Correlation analysis such as χ² and Spearman 

were implemented and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shows that many factors of this study 

covered-such as comparison of information sourc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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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용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근 가능성은 정보를 확인한다는 단편 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10여년 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정보기술 환경으로의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의 정보 탐색자는 신속한 정보 근을 아

주 은 노력으로 얻고자 하며 탐색을 통해 얻

은 정보의 질에 한 피드백 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의 가치를 단한다(Byrum 2005). 이러한 

변화들은 가시 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하고 빠

르게 근가능한 탐색엔진의 성장을 통해서

도 알아볼 수 있는 상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 기술 환경에서 도서 은 물리

으로나 그 존재  가치에서나 이 과는  

다른 벨의 경쟁자와 정보 이용자를 사이에 

둔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도

서 은 변화에 민감하게 처하며 이용자를 재

유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재의 도

서 은 간단히 변화의 속도가 무 빠르고 변

화의 정도가 강해져 도서 이 자체 으로 변화

하고 자신의 이용자를 다시  모아내는데 있어 

실 인 한계에 도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아주 간단한 로 도서 은 책을 보존하

고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상호작

용하고 사회화하는 장소로서 변화해가고 있다

(Anglada 2014). 

이러한 이용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OCLC 

등은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

해왔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자변

화를 종합 으로 살펴본 이 연구를 통해 아직까

지도 도서 에 한 가장 커다란 인식은 “책”에

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auder 

2011). 우리나라 도서 계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 듯 장기 이고 종합 인 도서 에 한 인

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자에 

한 이해와 도서 의 발 방향 모색을 한 

요한 토 로서 OCLC 유사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단된다. 

도서 은 아직도 과거와 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통 인 책자자료의 보 과 정보기술이 안착된 

디지털 자료의 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에서 더욱더 도서 이라는 공간은 그 공공

의 의미가 지 하다. 정보 이용자는  더 

명하고 수  높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

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스스로 훈

련받고 있으며 통 으로 정보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 도서 은 신에 가까운 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쉽

지 않은 도 이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런 

실  문제제기가 이용자의 에서 도서 의 

학술 , 역사  가치 부여에 해 생각해보고 

도서 의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요한 시기가 바로 지 이라 여기

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우선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 상되는 이용자층을 상으로 도서

에 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

에서 상한 두 이용자 집단은 청소년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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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과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99.8-99.9%)

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

흥원 2009). 연령별 구분에 따라서 확인한 결과 

이 두 집단은 학생, 고등학생, 학생으로 구

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층의 보다 확연한 

구분을 해 10  청소년과 학생으로 구분하

고자 하 으며 앞서 확인한 인터넷진흥원의 실

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 두 

집단이다.1) 본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률을 근거

로 이용자 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20세기 이후 

사회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정보기술이 

인터넷이라 단했음이 가장 간단하며 요한 

선택의 이유이다. 

청소년 이용자 집단의 연구는 정보활용능력

에 해서나(송기호 2011) 청소년을 한 로

그램에 해 분석하는 연구들(하은혜, 장윤 , 

권나  2011)이 가장 표 인 이용자집단 연

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도서  인식에 

해서는 최근 하나의 연구(이정미 2015)가 제

시된 바 있다.

학생에 한 연구들은 성격유형에 따른 정

보이용행태에 한 연구(김 희, 장유리 2014), 

학생의 특정 시기 정보이용과 일상생활 정보

이용에 한 연구(권나  외 2013)들이 존재하

나 도서 에 한 인식과 집단의 비교와 련

된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과 

학생의 도서 에 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 요하다 단했으며 이 두 집단의 도서 에 

한 인식을 통합 으로 살펴보고 두 집단을 비

교 분석하는 가운데 2015년 재 도서  이용자

의 인식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 뿐 아니라 도서 에 있

어서도 인 이용자로 자리매김할 이 두 집

단의 도서 에 한 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가운데 도서 의 방향성을 모색할 기  자료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목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생)과 19세에서 29세 사이의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도서 에 한 인식

과 정보이용에 한 개 인 양상, 도서 과 

탐색엔진 정보원에 인식  만족도 등을 살펴

보고 더불어 각 요소들의 계성을 찾고자 시

도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연구 상 이용자 집단의 도서

에 한 인식과 정보이용은 일정

한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 집단의 

도서 인식과 정보이용은 일정

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용에 련된 각 요소들은 

서로 일정한 상 계를 가질 것

이다. 

 1) 10세 이 은 85%, 30 가 98%, 40  84% 등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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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21세기 도서 과 정보이용 

도서 에 한 반 인 인식변화와 정보이

용에 한 가장 요한 최근 연구는 앞서 제시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자변화를 종합

으로 살펴본 OCLC 연구라 할 것이다. OCLC는 

도서 에 한 인식과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장기 이고 종합 인 조

사연구를 살펴보았으며 2005년과 2010년 두 개

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시하 다(De Rosa 

2005; Gauder 2011). 2005년의 연구보고서는 

도서 과 정보원에 한 개 인 조사로 도서

과 정보원의 사용, 친 성 등에 한 인식조

사와 인터넷 이용률, 도서  랜드, 자정보

원의 역할 등에 한 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서 의 랜드는 역

시 책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많

은 이용자가 탐색엔진을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

음을 볼 수 있었고 도서 을 자자원의 근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연구보고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의 총체 인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그 맥락상

의 의미와 커뮤니티와의 계에 해 재조명하

다. 2010년의 연구보고서는 도서 에 한 인

식에 해 요한 문제 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도서 의 랜드는 여 히 “책”이

라는 의미가 가장 요시되고 있으며 도서 이 

가치높은 커뮤니티의 자산이라는 이용자의 인

식은 변함이 없으나 도서 의 역할이 책자자료

나 정보의 근이외에 커뮤니티안에서 이용자

의 각종 문화생활에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

음을 나타내는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온라인 세 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에 한 

고민이 제시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해 탐색, 

사회화, 모바일 기술과의 융합, 자자료의 확

산으로 인한 독서의 의미 재조명과 더불어 마지

막으로 도서 이 책자자료 근 뿐 아니라 커뮤

니티의 기술 집약체로서의 역할에 해 강조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디지털 시 의 정보탐색자의 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2010년 OCLC 연구보

고서의 경우 이용자의 정보행태를 다양한 각도

로 살펴보고 있다(Connaway 2010). 이 연구

는 이용자 정보행태에 한 많은 연구들  12

개 연구를 선택해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 에 

맞추어 분석한 것으로 이  주목해야 할 연구

로 앞서 제시한 OCLC의 2005년 연구보고서와 

학생의 도서 에 한 인식과 정보자원의 이

용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

외 이용자의 요구와 인식, 도서 에 한 이용

을 살펴보는 다수 연구 결과를 통해 학문에 따

라 정보이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 

의 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구 과 다른 탐색엔진의 사용이 증했다는 것, 

정보시스템에서 정보의 발견과 더불어 근이 

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도서 은 다양한 정보요구와 정보행

태에 응할 수 있는 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도서  정보시스템이 정보의 발견에서부터 

근까지 틈없는 정보제공을 해 애써야 한다

는 것, 디지털 포맷과 콘텐츠의 속한 증가에 

비해야 한다는 등의 함축 인 의미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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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는 이용자가 변화했다는 것, 정보

이용에 있어 자  형태가 속도로 확산되었

다는 것, 탐색엔진이 생각보다 더욱 더 많이 쓰

이고 있다는 것 등이며 이러한 실에서도 도

서 은 아직도 이와 같은 변화에서 경쟁  

치를 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2 청소년과 학생의 정보이용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한 통합  연구들은 주

로 정책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연구들이며 정책을 

한 기반연구이거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청소년

의 행동변화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연구로 청소년의 도서 인

식과 정보이용을 살펴본 연구(이정미 2015)가 

존재한다. 이외 부분의 청소년 이용자에 

한 연구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도서

 로그램의 운  황에 한 연구(하은혜, 

장윤 , 권나  2011)들이나 학교도서 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정보활용능력교육의 상을 재조

명 하고자 하는 연구(송기호 2011),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한 비  문제제기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정진수 2009) 등이 있다. 

청소년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한 연구들은 다

양한 각도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에는 주로 정보활성화 정책연구 등이 주

다면 최근의 연구경향은 도시 청소년과 농어  

청소년의 일상 정보행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

(박 모, 이지연 2013), 청소년의 가상 정보 공

간에서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연구(김성은, 

이지연 2013)와 같이 세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사례  청소년의 인터넷 식생활 정보이용에 

한 연구(이경혜, 강 진, 허은실 2002) 는 인

터넷 사용과 청소년의 비행과의 계를 짚어보

고자 한 연구(이성식, 신  2012)들이 존재하

며 방송, SNS와 같은 정보기술의 이용이 청소

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학생에 한 연구들은 그 연구 유형과 방

법에 있어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

선 앞서 제시한 것처럼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

이용행태에 한 연구(김 희, 장유리 2014), 

학생의 특정 시기 정보이용과 일상생활 정보이

용에 한 연구(권나  외 2013) 등이 있다. 

한 학생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도서 을 이

용하는 정보행태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이제환 

2011), 심리학  기제를 도입해 학생의 정보

탐색행 를 살펴본 연구(최문정, 정동열 2013a; 

최문정, 정동열 2013b), 정보윤리와 연 해 학

생의 정보행태를 분석한 연구(장혜란 2013) 등

이 존재한다. 

학생 이용자를 상으로 한 정보이용 연구

는 문헌정보학 이외에도 다수 진행되는 연구로

서 문헌정보학의 경우 부분 학도서 , 학

도서 의 정보서비스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다양해져 정보기기의 활용 

 탐색행태, SNS 이용과 연 된 정보행태, 

는 다학제  역으로 확산되어 연구되는 추세

이며, 커뮤니 이션이나 언론, 정치등과 같은 

주제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는 추세이다. 

도서  인식과 정보 이용에 한 통합 인 

이용자 조사연구가 연구 가치를 더하기 해서

는 조사 규모를 방 하게 장기간에 걸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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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정 이용자 집단만이라도 먼  도서  인식

과 정보이용에 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종합 인 연구 진행을 한 석을 마련할 필

요가 시 하다.

3. 연구내용과 방법

3.1 연구 개요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생 각 114명을 임

의로 섭외, 총 228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설

문데이터는 2015년 3월 23일에서 5월 25일까지 

2개월 동안 수집․분석되었다. 

설문지는 도서  인식과 정보원 이용에 

을 맞춘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서   

정보원 이용에 한 일반 인 사항이 총 7문제, 

정보원의 인식에 해 도서 과 탐색엔진을 비

교한 5개의 문항, 도서   도서 서비스의 개

선 을 한 4개의 문항, 도서 과 탐색엔진 정

보원 요소별 만족도를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문항구성에서 평가요소들의 선정은 

다수의 연구, 분석보고서등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는 평가요소를 사용하고자 방 한 평가

요소 확인을 거쳤으며 이  보편 이라 단

되는 요소들만을 뽑아 사용하 다. 를 들어 

도서 과 탐색엔진 정보원의 비교를 한 평가

요소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사용

용이성이라는 보편 인 평가요소를 사용해 비

교하 고, 정보원의 요소별 만족도의 경우 이

용 만족도와 신뢰도 두 가지 평가요소를 뽑아 

도서 과 탐색엔진 정보원 각각에 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문항 구성에 한 자세

한 내용은 4  학생과 청소년의 도서  인식 

 정보원이용 분석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3.2 분석 방법

수집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해 분석되었으며 먼  모든 상이용자 집

단의 통계분석을 살펴본 후 청소년과 학생을 

집단으로 나 어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χ² 교

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요소들을 

추출해 맥락  분석을 실행하 다. 청소년과 

학생 집단의 차이는 그 빈도를 바탕으로, 교차

분석 결과로 나타난 유의미한 요소들은 그 상

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 설명하고자 하 다. 

각종 그래 는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

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부분 막 그래 를 

사용하 으며 시각  편이를 해 엑셀 로그

램을 사용해 재구성하 다. 

 4. 학생과 청소년의 도서  인식 
 정보원 이용 

4.1 이용자 특성과 도서  인식 개

설문참가 청소년의 남녀구성은 남자가 106명, 

46%이며 여자가 122명, 54%이다. 청소년과 

학생의 구성은 각 114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

다. 

선호하는 탐색도구를 묻는 첫 번째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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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응답은 탐색엔진으로 나타났다. 

체 응답자  157명(69%)이 탐색엔진을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 탐색도구라고 응답했다. 문

주제웹사이트와 도서 이 그 뒤를 이었다. 응

답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보다는 

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청소년 52%, 학생 

86%)로 탐색엔진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도서 이나 

온라인 서 , 문주제 웹사이트 등 탐색엔진 

이외의 탐색도구를 사용하는 비 도 48%에 이

르 으나 학생의 경우 서 과 문주제웹사

이트를 선호한다는 학생이 각 7%로 탐색엔

진 이외의 탐색도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 인 정보탐색도구인 도서 , 서

, 탐색엔진, 온라인 서 , 문주제 웹사이트 

에서 선택하게 했으며 응답결과는 다음 <그

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선호탐색도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이용자가 보다 다

양한 정보탐색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요

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루어 짐작컨  청소년 이용자가 학생 이용

자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탐색도구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탐

색행태를 발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도서 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

자 부분은 책을 가장 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

용자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흥미로운 사항  하나는 청소년 이용자  

4명은 사서를 떠올렸으나 학생 이용자는 아

무도 사서를 떠올리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문

헌정보․도서 계에서 지속 으로 노력하던 학

교도서 의 역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목이다.

<그림 2> 도서 에 한 인식

반 이상의 응답자(52%)가 도서  서비스

를 2주 1회 이하로 이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도서 이용이 상당히 조함을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에 있어 별 다

른 집단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그림 3> 참

조). 다소 안타까운 결과의 하나로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좀 더 쉬워진 정보검색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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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존재나 이용가치에 해 심각하게 생

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림 3> 도서  이용빈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  서비스는 책 출

이 압도 으로 많았고 청소년 이용자가 책 

출이외의 상, 멀티미디어자료의 출이 다소 

나타난 반면 학생 이용자의 경우 문참고서

 탐구나 연구를 한 사서의 지원에서 청소

년 이용자와 구분되는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도

서  서비스의 이용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도서 에 

한 인식에서 소수의 청소년 이용자가 사서를 

떠올린다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도서 서비스

의 이용에 있어서 사서의 지원이라 답한 청소

년 이용자는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 이용

자에게 사서는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교직원

이라는 특성상 연구를 지원하는 문인이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상담자, 학습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해석해본다. 최

다이용 도서  서비스에 한 세부사항은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최다이용 도서 서비스

온라인 활동이유에 한 응답은 어느 하나의 

응답이 다수로 나온 것은 아니나 청소년 이용

자와 학생 이용자의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

는  하나의 항목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주로 

단순여가에 그 비 을 높이 두고 있었다면 학

생 이용자의 경우 심 콘텐츠 발견을 해 온

라인을 훑어보는 양상을 보여 청소년 이용자보

다 학생 이용자가 온라인 활동에 있어 잠재  

정보 요구에 기반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그림 5> 참조). 이외 소

<그림 5> 온라인 활동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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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 사용이나 해답을 한 정보탐색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응답율로 나타났다. 

정보원 선택  활용의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

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사용이 쉬워서라거나 빨

리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답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 두 집단 모두 정보원의 

사용용이성과 신속성이 정보원 선택에 가장 커

다란 기 임을 알 수 있었는데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정보원이 믿을만해서 해당 정보원을 선택

한다는 응답을 학생 이용자 보다 높은 비율로 

하고 있었으며 학생 이용자는 다른 어떤 항목

보다 빨리 얻을 수 있어서 해당 정보원을 사용

한다는 응답을 해 신속성이 요한 단기 임

을 볼 수 있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정보원 선택  활용 시 고려사항

정보원의 신뢰성을 단하는 기 에 해 묻

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개인  지식이나 상

식  차원의 단 는 믿을만한 기 /조직에

서 만든 정보원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 으며 이는 청소년과 학생 두 집단이 유

사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정보원 신뢰 단 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학생은 믿을만한 사

람에게 추천받은 정보라서 믿는다라는 응답이 

단 한명에 불과했으나 청소년 집단은 8명의 응

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인  정보자원에 

해 청소년 이용자가 더욱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보다 쉽

고 빠르게 정보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

지고 있으며 개인의 단이 정보원을 신뢰하는 

가장 큰 기 이었으며 믿을만한 기 이나 조직

에서 만든 정보원이 아닌 다른 기 은 정보원을 

신뢰하는 데 있어 미미한 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정보원에 한 인식  정보서비스 개선

4.2.1 정보원에 한 인식

도서  정보원과 탐색엔진 정보원의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사용용이성을 확인하

고자 했던 정보원 속성에 한 비교 질문들에 

한 결과는 <그림 8>에서 <그림 12>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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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 다. 

먼  정보원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해서는 

두 집단 모두 도서  정보원이 더 신뢰할 만 하

며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라 응답하고 있었기

에 두 집단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그림 8>, 

<그림 9> 참조).

<그림 8> 정보원의 신뢰성

<그림 9> 정보원의 정확성

정보원의 신속성과 편리성, 사용용이성의 경

우 두 집단의 응답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해당 결과, 학생 이용자가 청소년 

이용자에 비해 탐색엔진을 더욱 신속하게 수집 

가능한, 편리하며 사용이 쉬운 탐색도구라 인

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학

생 이용자의 월등한 탐색엔진 선호도와 연결지

어 생각해 직한 결과라 여겨진다(<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참조).

<그림 10> 정보원의 신속성

<그림 11> 정보원의 편리성

<그림 12> 정보원의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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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보서비스 개선

도서  기반 정보서비스의 개선 을 묻는 부

분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커다

란 범주의 질문이 도서  개선 을 시작으로 

각 항목의 세부사항에 한 질문을 나 어 구

성하 다. 

먼  도서 의 개선  반에 한 질문은 

시설․설비 등 환경에 한 개선이 시 하다는 

응답이 양 집단 모두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충분히 만족한다

는 응답도 지 않았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도서  개선  

도서  서비스 개선을 해서 가장 시 한 것

은 많은 응답자가 책과 같은 물리  자료의 구

비라 응답했으며 학생 이용자 보다 청소년 이

용자가 물리  자료구비가 더욱 시 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이용자의 경

우 각종 로그램이나 강좌의 확충, 온라인 서

비스 확충에 해 청소년 이용자의 응답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 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도서 서비스 개선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

소년 이용자는 책이나 컴퓨터 등 물리  자료

의 부족이 도서  서비스의 문제로 느끼고 있

는 반면, 학생 이용자의 경우 책, 컴퓨터 등 

물리  자료의 부족도 시 하지만 각종 로그

램의 확충이나 온라인 서비스 확충 한 무시

할 수 없는 개선 이라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고객서비스 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에 한 응답은 두 집단 모

두 개 시간 연장을 가장 요한 고객서비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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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으로 두었으며 학생은 청소년 이용자에 

비해 숙련된 직원/사서의 충원에 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앞서 제

시한 결과  학생 이용자  소수라 하더라도 

연구를 한 사서의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  서비스로 응답한 만큼 이용자의 정보요

구에 응하는 사서의 훈련이나 문성 강화 방

도에 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 16> 시설․설비 등 환경 개선

시설․설비 등 환경의 개선 에서 가장 많

은 응답을 보인 것은 책 발견의 편이성 확보와 

카페 등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책 발견의 편이성이 가장 많은 응답

율을 보인 것에 해서는 재 도서 의 자료 

분류와 서가 배열에 해 다시  생각하게 하

는 부분으로 이는 본질 인 분류․배가 시스템

의 불편함에 기인한 것인지 도서  이용법등 

이용자의 교육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야 할 부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좀 더 세부

인 연구조사를 통해 결론 내려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회의실 등 지역사회 모임공간의 확충이 시

하다는 응답이 청소년 이용자는 7명, 학생 이

용자는 1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도서

이 지역사회 모임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서 은 지역사

회 모임공간으로의 의미는 충분치 않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4.2.3 정보원의 신뢰도  이용만족도

설문 구성의 마지막은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

용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 부분으로 자정보

원의 이용만족도를 시작으로 도서 이용, 도서

정보원이용에 한 만족도와 도서 정보원

의 신뢰도를 나 어 질문하 으며 탐색엔진도 

동일하게 탐색엔진 자체의 만족도, 탐색엔진 

정보원 이용만족도와 탐색엔진 정보원 신뢰도

를 각각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끔 하

다(<그림 17> 참조).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색엔진 정보

원의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6개 항목에서 96%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탐색엔진 정보원의 신뢰도는 다른 항목과 비

교해 낮은 수치로 88%의 응답자가 만족한다와 

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 양 집단은 모

두 자정보원이용, 도서 이용, 도서 정보원 

이용, 도서 정보원 신뢰도, 탐색엔진 만족도,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에 체로 만족한다 

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정보원 이용에 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정보원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인 듯 도서 정보원에 비해 탐색엔진정보원

은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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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 

이 수치를 보다 구체 으로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7개 항목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의 그래 가 그려지고 있

었으며 복을 피하기 해 본문에서는 이  

흥미로운 결과로 도서 정보원 이용만족도와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그래 만을 포함

하 다. 다음 <그림 18>과 <그림 19>는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의 도서 정보원 이용

만족도와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를 구분

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

분은 탐색엔진정보원의 이용만족도 결과이다. 

이 결과를 앞서 제시한 선호탐색도구의 결과와 

연 해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

자 두 집단은 모두 탐색엔진정보원을 선호하고 

이  학생 이용자는 탐색엔진정보원을 압도

으로 높은 선호탐색도구로 응답하고 있었으

나 탐색엔진정보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학생 이용자의 경우 “만족한다”라기 보다 “ 체

로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도를 유지한다면 해당 정보원이 완벽한 만

족도를 주지 못한다하더라도 다른 변인, 즉 정

보원의 신속성이나 편이성, 사용용이성에 따라 

탐색도구를 선택․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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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도서 정보원 이용만족도

<그림 19>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4.3 집단들의 유의미한 차이

청소년과 학생 집단의 차이를 앞서 빈도분

석에 의해 살펴 과 더불어 각각의 요소들에 

다방면의 χ²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

미한 요소들을 추출해 맥락  분석을 실행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데이터의 

각 항목들에 한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이 후 

청소년 이용자 데이터와 학생 이용자 데이터 

각각을 나 어 교차분석을 진행했고 교차분석

의 결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서로 유

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

문에 해당 결과를 모두 제시하기보다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한 가운데 모든 데이터(통합, 청

소년 이용자, 학생 이용자)에서 유의미한 교

차분석 결과를 나타낸 요소들만 따로 심도깊게 

살펴보고자 하 다. 

<표 1>은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데이터를 통합, 청소년 이용자, 학생 이용자 

데이터로 나 어 구체 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참조). 이  세 개의 데이터 그룹에서 

모두 유의미하다 분석된 요소들은 통합 데이터 

안에 로 다른 항목과 구분해 표시하 으며 

이용자그룹에 따른 교차분석의 경우 그 자체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표에 포함

시키고 4.4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 

 상 계를 분석하는 다음 과 결론부분에

서 함축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 다. 

통합 청소년 학생

∙이용자그룹 vs. 선호탐색도구 
∙이용자그룹 vs. 도서  인식
∙이용자그룹 vs.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이용자그룹 vs. 자정보원이용만족도
∙이용자그룹 vs. 도서 정보원이용만족도
∙이용자그룹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이용자그룹 vs. 탐색엔진정보원이용만족도

N/A N/A 

<표 1>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데이터의 그룹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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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낸 요소들  정보

원의 속성에 한 인식은 다른 다양한 요소들

과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었는데 선호탐색도구, 도서 에 한 인식, 도

서 이용빈도,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등이 정

보원의 속성에 한 인식  어도 하나 이상

의 요소와의 교차분석에서 일정한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4.4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  상

계

상 계를 χ²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

히 많은 요소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사항에 한 교

차표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소들에 해 간략히 기술하는 것으로 

통합 청소년 학생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뢰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뢰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선호탐색도구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선호탐색도구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신뢰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정확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신뢰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정확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신뢰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정확성
∙도서 인식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도서 이용빈도 vs. 도서 이용만족도
∙도서 이용빈도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도서 이용빈도 vs. 정보원신속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편리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신속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도서 이용만족도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도서 정보원이용만족도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신속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편리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정보원사용용이성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도서 이용만족도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도서 정보원이용만족도 

∙최다이용도서 서비스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정확성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도서 이용만족도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정확성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정보원신뢰 단기  vs. 정보원신속성
∙정보원신뢰 단기  vs. 
도서 이용만족도

∙정보원신뢰 단기  vs. 정보원신속성 

∙정보원정확성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정보원정확성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정보원편리성 vs. 도서 이용만족도 
∙정보원편리성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정보원편리성 vs. 도서 정보원이용만족도 
∙정보원편리성 vs. 탐색엔진이용만족도

∙정보원정확성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정보원편리성 vs. 도서 정보원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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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정리하 다.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교차분석의 결과는 교차분석표를 제시

하여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재확인하 다. 

먼  이용자 그룹은 청소년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로 구분해 살펴보았는데 이용자 그룹의 

경우 많은 요소들과의 상 계를 볼 수 있었는

데 선호탐색도구(χ²=35.389, df=4, p=0.000), 

도서  인식(χ²=9.723, df=4, p=0.045), 최다

이용도서 서비스(χ² =25.367, df=7, p=0.001), 

자정보원 이용만족도(χ²=14.165, df=4, p= 

0.007), 도서 정보원 이용만족도(χ²=10.214, 

df=4, p=0.037), 탐색엔진정보원 만족도(χ²= 

13.828, df=4, p=0.008), 탐색엔진정보원이용

만족도(χ²=12.284, df=3, p=0.006)와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호

탐색도구,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와의 χ² 

교차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 <표 2>와 <표 3>에 

제시하 다. 

이용자그룹 * 선호탐색도구 교차표 단 : 명(%)

선호탐색도구
체

도서 서 탐색엔진 온라인 서 문주제 웹사이트

이용자

그룹

청소년

빈도 13 8 59 6 28 114

이용자

그룹  %
11.4% 7.0% 51.8% 5.3% 24.6% 100.0%

학생

빈도 8 0 98 0 8 114

이용자

그룹  %
7.0% 0.0% 86.0% 0.0% 7.0% 100.0%

체

빈도 21 8 157 6 36 228

이용자

그룹  %
9.2% 3.5% 68.9% 2.6% 15.8% 100.0%

χ² = 35.989 (df=4, p=0.000)  

<표 2> 이용자 그룹별 선호탐색도구에 한 χ² 교차분석

이용자그룹 *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교차표 단 : 명(%)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체

만족 체로 만족 보통 체로 불만족 불만족

이용자

그룹

청소년

빈도 27 50 35 2 0 114

이용자

그룹  %
23.7% 43.9% 30.7% 1.8% 0.0% 100.0%

학생

빈도 8 63 41 2 0 114

이용자

그룹  %
7.0% 55.3% 36.0% 1.8% 0.0% 100.0%

체

빈도 35 113 76 4 0 228

이용자

그룹  %
15.4% 49.6% 33.3% 1.8% 0.0% 100.0%

χ² = 12.284 (df=3, p=0.006) 

<표 3> 이용자 그룹별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에 한 χ²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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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탐색도구의 경우 정보원의 신뢰성(χ² 

=38.047, df=8, p=0.000), 정보원의 정확성

(χ²=43.065, df=8, p=0.000), 정보원의 신속성

(χ²=45.664, df=8, p=0.000), 정보원의 편리성

(χ²=61.092, df=8, p=0.000), 정보원의 사용

용이성(χ²=25.575, df=8, p=0.001)과 같이 

탐색엔진정보원을 속성에 따라 비교한 5가지 

요소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정보원의 신뢰성은 유일하게 청

소년 이용자 집단내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 으나 학생 이용자 집단내 교차분

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정보원의 신속성, 정보원의 편리성과의 χ² 교

차분석 검증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

하 다. 

도서 에 한 인식은 정보원의 신뢰성(χ² 

=48.806, df=8, p=0.000), 정보원의 정확성

(χ²=20.889, df=8, p=0.007)과 정보원의 편

리성(χ²=20.652, df=8, p=0.008)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 의 이

용빈도와 련한 교차분석에서는 정보원의 편

리성(χ²=41.424, df=10, p=0.000)과 정보원

의 사용용이성(χ²=31.009, df=10, p=0.001)과

의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다 

이용 도서  서비스와 련한 계분석에서는 정

보원의 신뢰성(χ²=43.454, df=14, p=0.000), 

정보원의 정확성(χ²=34.753, df=14, p=0.002), 

정보원의 편리성(χ²=30.783, df=14, p=0.006)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보원활용고려사항의 교차분석에서는 정보

원의 정확성(χ²=19.194, df=8, p=0.014)과 정

보원의 편리성(χ²=18.734, df=8, p=0.016) 요

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정보원의 신뢰 

단기 은 정보원의 신속성(χ²=15.691, df=8, 

p=0.047)과의 교차분석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선호탐색도구 * 정보원신속성 교차표 단 : 명(%)

정보원신속성

체도서

> 탐색엔진

도서

≒ 탐색엔진

도서

< 탐색엔진

선호탐색도구

도서
빈도 5 6 10 21

선호탐색도구  % 23.8% 28.6% 47.6% 100.0%

서
빈도 0 3 5 8

선호탐색도구  % 0.0% 37.5% 62.5% 100.0%

탐색엔진
빈도 5 12 140 157

선호탐색도구  % 3.2% 7.6% 89.2% 100.0%

온라인 서
빈도 1 3 2 6

선호탐색도구  % 16.7% 50.0% 33.3% 100.0%

문주제 웹사이트
빈도 1 11 24 36

선호탐색도구  % 2.8% 30.6% 66.7% 100.0%

체
빈도 12 35 181 228

선호탐색도구  % 5.3% 15.4% 79.4% 100.0%

χ² = 45.664 (df=8, p=0.000) 

<표 4> 선호탐색도구와 정보원의 신속성에 한 χ² 교차분석



30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3호 2015

선호탐색도구 * 정보원편리성 교차표 단 : 명(%)

정보원편리성

체도서

> 탐색엔진

도서

≒ 탐색엔진

도서

< 탐색엔진

선호탐색도구

도서
빈도 8 7 6 21

선호탐색도구  % 38.1% 33.3% 28.6% 100.0%

서
빈도 0 7 1 8

선호탐색도구  % 0.0% 87.5% 12.5% 100.0%

탐색엔진
빈도 6 31 120 157

선호탐색도구  % 3.8% 19.7% 76.4% 100.0%

온라인 서
빈도 1 3 2 6

선호탐색도구  % 16.7% 50.0% 33.3% 100.0%

문주제 웹사이트
빈도 2 15 19 36

선호탐색도구  % 5.6% 41.7% 52.8% 100.0%

체
빈도 17 63 148 228

선호탐색도구  % 7.5% 27.6% 64.9% 100.0%

χ² = 61.092 (df=8, p=0.000)

<표 5> 선호탐색도구와 정보원의 편리성에 한 χ² 교차분석

정보원의 속성과 정보원의 신뢰도  만족도

와의 상 계 분석에서는 정보원의 정확성이 도

서 정보원 신뢰도(χ²=13.308, df=6, p=0.038)

와 탐색엔진정보원 만족도(χ²=28.238, df=8, 

p=0.000) 두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으며, 정보원의 편리성이 도서  이용만족도

(χ²=19.138, df=8, p=0.014), 도서 정보원 

신뢰도(χ²=24.945, df=6, p=0.000), 도서 정

보원 이용만족도(χ²=21.582, df=8, p=0.006), 

탐색엔진 이용만족도(χ²=17.354, df=6, p=0.008)

와의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 

<표 6>은 정보원의 편리성과 탐색엔진 이용만

족도의 χ² 교차분석 검증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정보원의 편리성에 따른 탐색엔진 이

용만족도에 한 응답 비율과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는 Spearman 

상 분석을 실행하여 각 변수간의 상 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해당 분석의 결

과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의 상 계분석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서 정보원 신뢰도와 탐색엔진 정보

원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두 변수들 

사이에 정 (+)인 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상 분석 결과는 변수들 간

의 인과 계를 설명하는 분석법은 아니기에 

변수들 간에 어떤 인과 계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도서  정보

원의 신뢰도와 탐색엔진 정보원 만족도를 제

외한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호 연 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 계는 이후 구

체 이고 세부 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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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편리성 * 탐색엔진 이용만족도 교차표 단 : 명(%)

탐색엔진이용만족도
체

만족 체로 만족 보통 체로 불만족

정보원편리성

도서

정보원이 더 

편리하다

빈도 6 8 3 0 17

정보원편리성  % 35.3% 47.1% 17.6% 0.0% 100.0%

둘 다 

비슷하다

빈도 6 35 22 0 63

정보원편리성  % 9.5% 55.6% 34.9% 0.0% 100.0%

탐색엔진

정보원이 더 

편리하다

빈도 44 75 25 4 148

정보원편리성  % 29.7% 50.7% 16.9% 2.7% 100.0%

체
빈도 56 118 50 4 228

정보원편리성  % 24.6% 51.8% 21.9% 1.8% 100.0%

χ² = 17.354 (df=6, p=0.08) 

<표 6> 정보원의 편리성과 탐색엔진 이용만족도에 한 χ² 교차분석

Spearman의 rho

 

자

정보원

이용

만족도

도서

이용

만족도

도서

정보원

신뢰도

도서

정보원

이용

만족도

탐색엔진

이용

만족도

탐색엔진

정보원

만족도

탐색엔진

정보원

이용

만족도

자정보원

이용만족도

상 계수 1.000 .534** .428** .441** .346** .135* .31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42 .000

도서

이용만족도

상 계수 1.000 .334** .479** .275** .161* .225**

유의확률 .000 .000 .000 .015 .001

도서 정보원

신뢰도

상 계수 1.000 .382** .311** .061 .322**

유의확률 .000 .000 .359 .000

도서 정보원

이용만족도

상 계수 1.000 .371** .140* .410**

유의확률 .000 .035 .000

탐색엔진

이용만족도

상 계수 1.000 .279** .471**

유의확률 .000 .000

탐색엔진

정보원만족도

상 계수 1.000 .526**

유의확률 .000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상 계수 1.000

유의확률 .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

 *상 계수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

<표 7>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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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생)과 19세에서 29세 사이의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도서 에 한 인식

과 정보이용에 한 개 인 양상, 도서 과 

탐색엔진 정보원에 인식  만족도 등을 살펴

보고 더불어 각 요소들의 계성을 찾고자 하

는 시도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해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기술통계  연 통계분석을 진행해 수집

된 데이터의 의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 의 랜드는 여 히 

“책”을 통해 변되고 있었다는 것과 도서  정

보원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이 인정받고 있으나 

도서  이용은 조하며 실제 이용자들이 선호

하는 탐색도구는 탐색엔진이 압도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이용자는 심콘텐츠를 

훑어보기 한 온라인 활동이 크며 청소년 이용

자의 경우 여가생활을 이용하기 해 온라인 활

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 이용자들의 탐색엔진에 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평가요소의 통계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신속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이 청소년

과 학생 이용자의 정보원 활용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 여겨진다. 

몇 가지 표로 제시된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이 두 이용자 집단은 유사한 정보원 이용 는 

정보원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단되나 청소

년 이용자의 결과에서 문주제웹사이트를 선

호하는 이용자가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학생 이

용자보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웹상에서 찾

아볼 수 있는 문주제정보원을 이용하는 빈도

가 높으며 사용해보니 쉽고 빠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문주제웹사이트를 더 

선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하

게 되는 부분이다. 이는 이용자 집단간의 차이 

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원 

선호도가 더욱 웹정보원 선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으로 추후 

범 한 이용자 분석과 더불어 신세  이용자에 

한 심도깊은 분석과 함께 검증되어야 할 

요한 결과라 단된다. 

도서 은 시설․설비 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

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음을 볼 때 도서 의 

재 환경에 한 문제를 유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겨지는 부분이며 책발견의 용이성을 확

보해달라는 응답을 비추어봤을 때 도서  자료

분류, 서가시스템에 한 고민 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양한 χ² 교차분석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

는 것으로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는 정보원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이 정보원을 선호하는 요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체로 탐색엔

진이라는 정보원에 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용자들은 탐색

엔진정보원의 신뢰성을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정보

이용에 있어서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

되진 않는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서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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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기  연구의 역할을 하

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도서  이용자의 인식 

변화를 가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 

뿐 아니라 도서 에 있어서도 인 이용자

로 자리매김할 이 두 집단의 도서 에 한 인

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가운데 도서 의 방향

성을 모색할 기  자료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은 표본 수와 한정된 

이용자를 상으로 했다는 이다. 상 이용

자 집단과 상을 기반으로 한 범 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

라 여겨진다. 이 연구와 같이 사회 반의 인식

과 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를 

상으로 해야만 분석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연구이다.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간 한 부

분이다. 한 최근 핫이슈인 빅데이터를 용

한 연구도 실용 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연구들이 다른 이용자층을 상으로 

더욱 확 되어 후속연구로 진행되어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도서 의 발 방안 모색에 한 

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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