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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본 연구에서는 선거라는 정치  의사결정을 한)에 

정보원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해 서울지역 12개 학을 임의로 선정, 

각 학 30명 이상씩 총 360여 명의 남녀 학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연구 상에게 일반 으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정보원에 한 개 인 질의를 시작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의 

정보원 활용에 한 개  질의를 하 으며 더불어 이때 활용하는 정보원의 속성에 해 알아보고자 다양한 

정보원 평가 질의를 포함하 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인터넷 정보원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 다는 것과 

정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정보원의 신뢰성, 권 성이 더욱 큰 향을 주고 있다 분석 다. 이후 보다 깊은 

정보행태의 이해를 해 다양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 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llege students seek and use information sources at the time 

of their decision making (especially during elections on this study). More than 360 students 

in 12 colleges located in Seoul were randomly selected 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rvey 

asked them what kind of information sources they use at the time of their decision making 

as well as when they use information as usual. Several criteria for information evaluation were 

adopted to analyze information attribute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the population. 

Compare to the previous studies, Internet resources are more used than ever, information 

credibility and authority affected more to the population’s political decision making. Additional 

examinations were executed to see deeper story of their information seeking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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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에게 정

보검색의 일상화와 화를 만들어내는데 지

한 공헌을 이루어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

워크의 출 , 스마트폰의 등장과 이러한 기술들

의 화는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지경을 

훨씬 더 방 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며 양질의 정

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고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이용자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세 의 활용 행태와 비교했을 때 익숙하고 손쉽

게 사용한다. 2015년 우리나라 가구인터넷 이용

률은 98.8%에 육박하며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85.1%에 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러

한 통계 수치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인터넷 정보기술의 향 아래 있는지에 

한 반증이기도 하다. 한 이는 단순히 인터

넷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보원에 그만큼 노출되어 있으며 근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손쉽게 다양한 정보원

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고 단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실은 

물리  실체로서의 도서 에 한 염려와 함께 

다양한 이용자 집단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 정보서비스의 개선에 더욱더 집 해야 한다

는 사명감을 더욱 강조하는 실로 간주되고 있

다. 이는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정보의 확산 속

에서 도서 의 존재나 가치는 어떻게 이해되어

야 하는가와 같은 주제의 연구(Dempsey 2012)

와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정보행태를 

심 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증  연구(김희섭 

외 2015; 이란주, 김수진 2015; 임여주 2016)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정보행태에 

한 연구들은 학자들에게 이용자에 한 이해를 

더하고 이를 통한 장 정보서비스의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용자에 한 이해에서 요

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확산을 이루지 

못한 주제들  하나는 맥락이 다른 특정 상황

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행태에 한 연구일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집단의 정보행태에 

한 연구는 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

면 특정 상황, 맥락이 다른 정보행태에 한 연

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을 맞추고자 한다. 

맥락이 다른 특정 상황에서 이용자의 정보원 이

용 는 정보원 활용 기 , 평가기  등은 어떠

할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 주목할 

이용자 집단은  사회 이용자의 정보 활용을 

이해하기 해 요한 집단  하나인 학생 집

단, 즉 20  반의 이용자로 한정하 다. 이는 

이들이 21세기 정보기술의 향을 가장 많이 받

은 집단이기도 하고 앞서 언 한 정보기술이 

화되는 시기에 극 으로 이 기술들을 흡수

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 

몇몇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정보원 이용이나 인

식에 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나 맥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원 활용과 인식

과 어떻게 다른지에 한 비교분석 한 가능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 학생의 일상시기

와 선거시기의 정보행태를 비교분석한 2010년

의 연구(이정미 2010)를 바탕으로 학생 집단

의 정보행태 변화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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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이용자에 

한 이해와 더불어 상황이나 맥락에 바탕을 두

고 이용자를 이해할 수 있는 토 가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는 작게는 특정 상황의 이용자 정보

행태의 이해에서 크게는 상황에 따른 이용자 정

보서비스의 구 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은 이용자

에게 정보탐색과 함께 일정한 의사결정을 요구

하게 하며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탐색행태의 종료  한 명

확하다는 특이 이 있다. 이는 일상의 정보행태

가 가지는 정보행태 시나리오와는 상당히 차별

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목이며 이에 본 연구

에서 집 한 정보행태를 살펴보기에 합하다 

단했다. 

이와같이 본 연구의 목 은 맥락이 다른 특

정 상황에 놓인 학생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

용에 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한 맥

락․상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의 략 인 정

보원 이용행태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정한 상황(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선거와 

같은 시기)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의 정보원 

활용  해당 정보원의 활용에 따르는 여러 가

지 고려사항 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1 -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보원

과 해당 정보원의 활용 기 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 선거기간과 같이 정치  의

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학생들이 선호하

는 정보원은 무엇이며 해당 정보원의 속성

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3 - 획득한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학생의 정보추구행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2. 이론  배경

정보행태연구의 많은 부분은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구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

장 표 인 것은 문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

용행태로 이용자연구의 토 가 만들어지기 시

작한 후로 최근까지 다양한 주제 분야 문분야 

이용자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분

야(배경재 2010; 한종엽, 서만덕 2014), 사회

과학분야(김양우 2012; 배은주 2012), 의학분

야(홍기선 2008; 김나원, 박지홍 2009) 등 다

양한 주제 분야의 이용자들의 정보행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란주와 김수진

(2015)은 다양한 학문  문 분야 연구자들

의 정보행태를 다룬 다수의 연구를 통합 으로 

조사하여 정보서비스를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는 1970년  이용자연

구라는 명확한 주제어가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부터 2014년까지 총 90편의 정보행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앞서 제시한 과학기술분야, 사회과

학분야, 의학분야 이외에도 인문학(윤정옥 2009), 

교육학(박 주 2011), 미술  디자인(이명희, 

정혜련 2012)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문가들

을 이해하기 한 정보이용행태 연구를 거론하

고 있는데 이는 오래 부터 최근까지도 활발하

게 다양한 각도로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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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한 유익한 은 각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해 정리, 제시한 것이다. 부분

의 연구들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방법으로 

문 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악하고

자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인지  업무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배은주(2012)의 연구만이 

과업일지조사와 면담방식을 연구방법으로 함께 

용해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행태를 분

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듯 다양한 주제 분야 이용자 집단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특정 상황, 는 

일상생활에 한 정보행태 연구 등 집단의 구분

이 아닌 상황, 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보이용행

태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수행되고 있

지 않다. 

학생이 선거시기와 일상시기의 정보추구

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기 한 정보원 이용행태 비교분석연구(이정미 

2010)나 학부생과 학원생들이 학업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이용이나 정보기기 활용에 

해 추 하고 이를 비교분석한 권나  등의 연

구(권나  외 2013)들이 어쩌면 상황  다름, 

맥락의 다름에 바탕을 두고 이용자의 정보행태

를 살펴본 연구의 표 인 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이정미(2010)의 학생의 선거시기 정보

추구와 일상시기 정보추구를 정보원 활용에 바

탕을 두어 살펴본 연구는 6년 후에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기 합한 연구로 그 결과가 흥미롭다 

하겠다.

학생 는 청소년 이용자 집단의 정보추구

행태나 정보이용에 한 연구들은 문주제의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표 으로 

심  연구의 상이 되는 이용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보기술의 격한 변화와 발 속에서 

이를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일상의 생활속

으로 동화시키는 표 인 집단이 바로 청소년

과 학생이라는 두 집단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집단들에 한 이해는 앞으로의 이용자를 이

해하는데 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이용자 집단의 연구들은 부분 이용

행태에 한 연구라기보다 정보활용능력 향상

을 한 연구(송기호 2011)이거나 신세  이용

자들의 도서 에 한 인식을 종합하고자 하는 

연구(이정미 2015a),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정보행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

구(임여주 2016) 는 학생과 청소년의 정보

이용과 인식을 비교한 연구(이정미 2015b)들

이 존재한다. 

문헌정보학 이외에 미디어의 활용에 해서 

는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디

어의 역할 등에 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는 분

야는 언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미디어의 

활용이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  의사결정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민  2008)

가 본 연구의 목 과 한편의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연구는 미디어가 후보자 이미지에 

어떠한 정 ․부정  향력을 미치며 그로 

인한 정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가를 집

으로 밝 낸 연구로서 본 연구처럼 선거와 

같은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도 미디

어 이용  선거정보의 요성, 미디어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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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정에 한 상 계를 확인하고자 하

는 연구(김춘식 2010)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특

징 으로 뽑아 그 신뢰성에 한 학생의 인식

을 알아본 연구(장정헌, 하주용, 김선호 2014)

등이 존재한다.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분야 등 

다양한 타 분야에서 청소년과 학생 이용자의 

미디어 사용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해당 연구들은 단순 지표들, 즉 얼마나 오래 인

터넷에 노출되어 있는가, 어떤 정보기기를 주로 

사용하는가와 같은 단순 사실 통계에 치우쳐 이

용자들이 어떻게, 왜 정보를 추구하고 어떤 정보

원을 선호하는지에 한 심화된 연구는 아직 많

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하는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에 한 고찰 연구

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3. 연구내용과 방법

3.1 연구 상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지역 소재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이다. 총 12개 학 학생 360여

명의 설문을 수집하 다. 서울지역 소재 체 

학에서 고르게 표본을 수집, 조사 분석한다면 

더욱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이는 

어려운 실상황이기에 보다 타당성있는 표본

추출을 해 서울지역 소재 학을 지리  치

에 따라 동서남북 네 지역으로 나 고 각 지역에 

3개 학을 임의로 선정, 각 학 30명의 표본을 

수집하 다. 표본을 이와 같이 나  이유는 우선 

같은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특

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단하 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고른 지역안배를 목 으로 서울지

역을 물리 인 네 개 지역으로 나 어 표본을 

수집하고자 했다. 한 통계분석을 한 휴리스

틱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최소 표본 분석기

이 30명이라 알려져 있음을 받아들여 각 학에

서 3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2016년 3월15일부터 4월12일까지 략 한달 동

안 진행되었으며 총 364부가 수집되었다. 이  

답변이 불충분하거나(8부) 선거 참여가 불가능

해 본 연구의 답변에 연 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되는 연령인 18세 학생의 설문(15부)은 분석

에서 제외하고 총 341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 구성은 성별, 나이, 공 역 등을 묻

는 배경 질문과 일반 인 정보원 이용에 해 묻

는 문항, 보통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선호

하는 정보원에 해 묻는 문항, 해당 정보원의 

속성에 한 문항, 선거기간과 같은 정치  의사

결정시기 활용하는 정보원  해당 정보원의 속

성에 한 문항, 정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재

탐색 여부  재탐색 정보원  해당 정보원의 

속성에 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1>에 정리해 두었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한 해답을 찾기 

해 분석된 341부의 유효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해 분석하 다. 설문 데이

터의 기술통계  기타 연  통계분석을 진행하

으며 정보원 활용 행태를 볼 수 있도록 다수 

표로 정리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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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주제 세부 내용 문항수

배경정보

성별, 나이, 공

6정보 필요시, 의사결정시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원 활용시 고려사항

정보원 

이용

의사결정시 

선호하는 정보원

의사결정시 활용하는 정보원

9
활용 정보원 선택시 고려사항

해당 정보원을 이용한 이유

활용 정보원의 속성  만족도

재시도시 정보원

재시도 여부  재시도 정보원

9재시도 정보원 선택시 고려사항

재시도 정보원의 속성

문항수 25

<표 1> 문항의 구성

기본 인 빈도분석과 함께 다양한 통계분석

을 시도하여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자 

하 다. 

4. 학생의 정보 탐색  활용

4.1 표본의 특성

설문 참가자의 남녀 구성은 남학생 166명, 

48.7%, 여학생 175명, 51.3%이고 공계열은 인

문사회계열이 212명으로 62.2%로 상당부분을 

차지하 으며 자연계열(이공계 등 포함)이 102명, 

29.9%, 체능계열이 27명으로 7.9%를 차지했

다. 연령 로는 모든 설문참여자가 26세 이하

으며 19세와 20세의 설문참가자가 50%에 가까

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 인 

수치는 19세 77명(22.6%), 20세 84명(24.6%), 

21세 64명(18.8%), 22세와 23세는 각각 42명

(13.2%)이며 25세 이상은 17명으로 5%를 차

지하고 있다.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이 

하며 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반 이상의 

비율이었고 연령 는 학부 학생이라 상식

으로 받아들여지는 19세에서 24세까지가 체 

95%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본 연구의 연구목

인 학생의 정보행태를 설명하기에 합하

다 단된다. 

4.2 학생의 정보 활용

선거기간과 같이 정치  의사결정 련 정보

원 활용에 한 질문으로 들어가기 에 이용

자가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선호하는 정

보원과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선

호하는 정보원, 해당 의사결정시 활용하는 정

보원을 선호하는 이유에 해 먼  살펴보고자 

하 다. 

<표 2>와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의 

표본 학생들이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선호하는 정보원은 검색엔진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254명, 무려 74.5%의 응답자가 검색엔진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선거기간동안 학생의 정보 탐색  활용에 한 연구  29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도서  25  7.3  7.3  7.3

서   7  2.1  2.1  9.4

검색엔진  254  74.5  74.5  83.9

온라인 서   3  .9  .9  84.8

문주제 웹사이트  41  12.0  12.0  96.8

SNS  11  3.2  3.2  100.0

합계  341  100.0  100.0

<표 2>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선호하는 정보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도서  25  7.3  7.3  7.3

서  4  1.2  1.2  8.5

검색엔진  191  56.0  56.0  64.5

문주제 웹사이트  92  27.0  27.0  91.5

SNS  29  8.5  8.5  100.0

합계  341  100.0  100.0

<표 3> 특정 사안의 정보가 필요할 때 선호하는 정보원

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특정 사안의 의

사결정이 필요할 때 선호하는 정보원의 경우에

도 검색엔진을 가장 선호한다(191명, 56%)고 

응답해 앞서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선호하

는 정보원의 경우와 선호도 순서는 동일하게 나

타났으나 이 두 결과를 비교해볼 때 문주제 

웹사이트는 12%에서 27%까지, SNS는 3.2%

에서 8.5%까지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검색엔진

에 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정보원은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는 반면, 의사결정이 필요

한 시기는 좀 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정보

추구를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연히 일상시기와는 다르게 특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는 보다 문화된 정

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의사결정시에는 부분 검색엔진을 선호해 

이용하던 이용자들도 문주제 웹사이트나 믿을

만하거나 유 계가 높은 인  네트워크를 

극 활용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의 SNS 

정보원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

던 정보행태  하나로 SNS의 격한 화를 

통해 재 이용자들은 SNS를 단순한 친분교류 

이상의 정보공유 행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정보원에 비해 반응이 신속

하며 본인이 극 인 정보 탐색행태를 보이지 

않아도 정보교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SNS 정보원의 특징과 함께 정

보원의 질 인 측면에도 일정정도의 신뢰성이 

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신속성

과 일정정도의 신뢰성 부가로 인해 정보활용이 

증가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목이다.

응답자들이 보통의 의사결정을 한 탐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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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원을 왜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정

확성(70명, 20.5%), 신뢰성(73명, 21.4%), 사용

용이성(81명, 23.8%), 근성(80명, 23.5%)의 

네 개 속성이 유사한 빈도로 응답되고 있었으며 

최신성(20명, 5.9%), 친근성(11명, 3.2%), 권

성(5명, 1.5%)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용한 8개 항목은 정보원 평가에 

한 선행연구(김석  2002)를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이 문항과 같이 보통의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 

선호하는 정보원 속성에 한 응답에서 네 개 

속성이 고른 비율로 나타난 것은 어떠한 의사결

정이 필요한가에 따라 정보원의 어떤 속성이 필

요한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즉, 의사결정을 한 주제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

원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인데 여행을 가기 해 

교통수단을 결정하기 해 정보를 탐색하는 경

우와 같이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문정보 라

기 보다 개인의 취향정보에 가까운 의사결정의 

경우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 보다는 근

성과 사용용이성과 같은 속성이 선호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학교 선택을 한 교과과정 정보

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원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다른 정보원 속성보다 더 

선호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 이 결과

처럼 보통의 의사결정에 선호하는 정보원의 속

성과 정치  의사결정에 있어 선호하는 정보원

의 속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차이에 한 분석은 4.3에 제시하 다. 

보통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하는 정보원

을 선호하는 이유와 이용자 응답비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4.3 정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선거기간

동안의 정보 탐색  활용 

이용자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으로 기

술)와 같은 정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어떠한 정보행태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한 질

문들은 기 탐색과 재시도의 두 가지 경우에 

한 질문으로 나 어 구성하 으며 기 탐색

의 경우, 어떠한 정보원을 활용하는지, 해당 정

보원을 활용하는데 고려하는 사항들, 해당 정

보원을 단하는 기 과 정보원의 속성과 연

된 5가지 항목에 한 이용자의 평가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림 1> 보통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하는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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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기와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활용할 만한 정보원들은 앞서 4.2에서 살펴본 

일반 인 는 특정 사안을 한 정보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단되어 총선시기에 활용할 

만한 정보원들을 망라해 별도로 종류를 정리하

고 세분화, 선행연구를 참고(이정미 2010)하여 

략 으로 7개 정보원(TV/라디오, 신문, 인터

넷, 핸드폰, 홍보물, 인 , 기타)을 제시하

고, 7개 정보원 아래 두 가지 이상의 세분화된 

정보원을 제시하여 좀 더 세 한 분석이 가능하

도록 문항을 구성하 다. 

가장먼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이 필

요한 시기의 정보탐색에서 체 341명  42.5% 

(145명) 정도의 학생들은 인터넷 정보원을 활

용해 정보획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TV/라디오 26.1%(89명), 홍보물 12%(41명), 

신문 11.4%(39명)의 정보원이 차지하고 있었

으며 인 은 6.7%(23명), 핸드폰과 기타

는 각각 0.9%(3명), 0.3%(1명)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인터넷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많은 최근 연구들에서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

로 나타나는 경향이며 이미 화되어있는 정

보행태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를 좀 더 세부

으로 살펴보면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 

시기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각종 정보원을 활용

하며 얼마나 다양한 정보원을 얼마만큼 활용하

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퍼센트

 TV/라디오 - 뉴스 31 9.1 9.1 9.1

 TV/라디오 - 토론( 담) 56 16.4 16.4 25.5

 TV/라디오 - 후보자 는 기타 고 2  .6 .6  26.1

 신문 - 논평, 사설 24 7.0 7.0 33.1

 신문 - 기사 15 4.4 4.4 37.5

 신문 - 후보자 는 기타 고 1 .3 .3 37.8

 인터넷 - 뉴스 68 19.9 19.9 57.8

 인터넷 - 공식 기  웹사이트 39 11.4 11.4 69.2

 인터넷 - 기타 련 웹사이트 10 2.9 2.9 72.1

 인터넷 - 토론/채 10 2.9 2.9 75.1

 인터넷 -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게시 17 5.0 5.0 80.1

 핸드폰 - 화홍보 1 .3 .3 80.4

 핸드폰 - 각종 메시지홍보 2 .6 .6 80.9

 공식  홍보물 - 선거 공보물 등 38 11.1 11.1 92.1

 사  홍보물 - 팜 렛 형식 등 3 .9 .9 93.0

 인  - 가족(부모/형제) 12 3.5 3.5 96.5

 인  - 선생님/교수님 2 .6 .6 97.1

 인  - 친구/선후배 8 2.3 2.3 99.4

 인  - 기타 타인/유세 1 .3 .3 99.7

 기타 1 .3 .3 100.0

합계 341 100.0 100.0

<표 4> 정치  의사결정시기 정보획득을 해 활용하는 정보원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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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사결정 련 분석결과는 <표 4>를 통

해 빈도와 비율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정리한 것

과 더불어 <그림 2>를 통해 략 인 정보원 활

용 행태를 막 그래 로 살펴볼 수 있게 하 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인터넷 정보원들과 

더불어 TV/라디오와 신문, 홍보물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총선이라는 정치  상황은 굳이 이

용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의식 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노출된 많은 정보들이 산재해 있으

며 방송 미디어와 신문, 홍보물(선거 홍보집 등) 

등이 집약 으로 시․공간에 운집해 있는 환경

이다. 이런 환경은 이용자에게 있어 한정된 시

간, 제한된 정보들을 최 한 효과 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원을 탐색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에 

방송 미디어와 신문, 선거 리물로 일컬어지는 

홍보물들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요한 

정보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정보원을 활용하는데 고려하

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두드러

지는 항목은 신뢰성(136명, 39.9%)으로 나타났

다. 다음을 정확성(73명, 21.4%), 근성(56명, 

16.4%), 사용용이성(34명, 10%), 최신성과 친

근성(각각 15명, 4.4%), 기타(7명, 2.1%), 권

성(5명, 1.5%)이 따르고 있었다.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때 이용자는 무엇보다 정보원의 신뢰성과 정확

성을 가장 요한 정보원 활용 고려사항으로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목이며 권 성 항목의 

경우 실제 해당 정보원이 아무리 권 성이 높은 

정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같은 시기에 정보

를 활용할 때는 그다지 요한 고려사항으로 간

주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응답은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보통의 

의사결정시에 활용하는 정보원이 무엇인지에 

한 응답결과와 연 해서 비교․분석되어야 할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1>은 의사결

정의 상황이라도 어떤 의사결정인지에 따라 이

용자가 정보원의 활용에서 요시 생각하는 

이 달라지므로 정확성, 신뢰성, 사용용이성, 

<그림 2> 정치  의사결정시기 정보획득을 해 활용하는 정보원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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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의 네 가지 속성이 고른 분포로 선호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선거기간동안의 정치  의사결정시에는 

신뢰성, 정확성, 근성 등의 항목에 강조 을 

두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정

보원의 경우 정확성과 근성 등과 같이 일상의 

정보행태에서 많이 고려되는 다른 속성들 에 비

해 신뢰성을 더욱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의 차이 즉, 보통의 의사결정

과 정치  의사결정은 동일하게 의사결정이라는 

행 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사

결정의 주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바로 이용자의 선거기간동안의 정치  의사결

정 행태에서 신뢰성을 유독 요시하는 경향으

로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지난 2010년 이정미의 

연구에서 제시한 선거시 정보원 이용 분석결과

와 비교하면 이용자의 행태 변화 는 학생의 

정보원 활용 변화에 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2010년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거시 정

보원 활용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보

원은 TV/라디오(49.4%) 으며 인터넷(13.4%)

과 신문(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인터넷의 활용 비율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데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일상생활 정보원 활용

에 인터넷이 49.7%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

으며 TV/라디오(32.3%), 신문(9.1%)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이어졌다. 즉 이 연구에서 볼 수 있

는 것은 일상생활의 정보탐색에서는 과반에 가

까운 이용자가 인터넷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

하는 반면, 선거기간동안에는 TV/라디오 정보

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인터넷은 신문 정보원

과 유사한 비율로 활용되는 차순  정보원이었

던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인터넷 

정보원과 TV/라디오 정보원의 상 변화 는 

사회  향력 변화로도 단될 수 있는 부분이

라 여겨진다. 즉 6년의 기간 동안 인터넷 정보원

은 질  성장을 더하여 정치  의사결정의 시기

에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반면 TV/라디

오 정보원의 활용감소는 TV/라디오 정보원의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졌다 단하기 보다는 인

터넷이라고 하는 “ 근성 높고”, “시․공의 장

애가 없는” 정보원의 역할 는 상이 더욱 강

해져 이용자의 정보탐색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

는 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한 비교  이해를 해 2010년 연구에서 

나타난 정보원 활용 비율 수치와 본 연구의 결

과로 나타난 정보원 활용 비율 수치를 <표 5>와 

같이 종합해 정리․제시하 다.

다음 질문은 정보원 활용 고려사항에 한 

추가 질문으로, 앞서 정보원 활용의 고려사항

이 정보원을 활용할 때 무엇을 요시하여 선

택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면 정보원활용 단

기 은 앞선 항목에서 해당 정보원을 활용할 

때 해당 속성을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이다. 과반에 가까운 이용자가 개인

 지식/상식  차원의 단(165명, 48.4%)이

라 응답했으며 믿을만한 기 /조직에서 만든 

정보원이니까(122명, 35.8%)가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정보원의 신뢰성, 정확성 등

은 개인  지식이나 상식  단에서 신뢰한다

거나 정확하다고 는 기 이나 조직이 믿을만

한 곳이니까 해당 정보원도 신뢰성이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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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2010년* 2016년

일상생활 선거시기 의사결정 정치  의사결정 재시도

TV/라디오 32.3 49.4 26.1 16.8

신문 9.1 12.2 11.4 21.0

인터넷 49.7 13.4 42.5 43.7

핸드폰 0 0.9 0.9 2.4

홍보물 1.5 11.9 12 4.8

인 7 11.8 6.7 9.6

기타 0.3 0.3 0.3 1.8

* 2010년 이정미의 “ 학생의 일상생활  선거 시기 정보원 이용 행태 비교 분석”에서 해당 통계 수치를 발췌.

<표 5> 정보원 활용 비율 비교(%)

<그림 3> 해당 활용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

이 높을 것이라 단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라 하겠다. 이 밖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추천받

은 정보라서(22명, 6.5%), 다른 사이트나 정보

원의 추천을 근거로(18명, 5.3%), 믿을만한 

자/출 사에서 만든 정보원이니까(14명, 4.1%)

는 앞선 두 가지 단기 에 비해 다소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정치  의사결정시기 어떠한 정보원을 활용

하는가에 한 질문 이후에 활용하는 정보원과 

선택되지 않은 다른 정보원에 한 이용자의 인

식을 비교해보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일반

으로 활용되는 정보원 평가기  다섯 가지(신

뢰성,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사용용이성)를 

가지고 이용자의 평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

다. 각 평가 항목은 (선거기간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시기에 활용하지 않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활용하는 정보원은) 더 ~ 하다를 단하

여 평가하도록 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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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설문 참가자는 자신이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시기에 활용하는 정보원이 다른 정

보원에 비해 더 신뢰할만하고(59.5%, 총 203명

의 응답자가 자신의 정보원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하 다), 더 정확(52.5%, 179명의 응답자가 

자신의 정보원이 더 정확하다고 응답하 다)하

며 50%(171명)의 이용자가 활용하지 않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더 편리하다고, 49.3%(171명)가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하 으며 44.9%(152명)가 

더 신속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단해보면 본 연

구의 표본 이용자들은 선거와 같은 정치  의사

결정시기에 활용하는 정보원을 선택할 때 다른 

정보원과 비교해봤을 때 빠르거나 사용하기 쉽

거나 편리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정보원이 다

른 정보원과 비교해 신뢰할 만하거나 정확할 경

우 해당 정보원을 활용하게 될 것임을 상하게

끔 하는 목이다. 

<그림 4>부터 <그림 8>은 활용하는 정보원의 

속성에 한 이용자의 인식  평가 결과를 원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선호의사결정 정보원의 신뢰성

<그림 5> 선호의사결정 정보원의 정확성

<그림 6> 선호의사결정 정보원의 신속성

<그림 7> 선호의사결정 정보원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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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탐색 시의 정보 활용

이용자가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 결정이 필

요한 선거기간동안의 정보탐색 후 결과에 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행태를 취하는지 알아보기 해 정보만족도를 

묻고 탐색의 재시도 여부, 재탐색 시 활용하는 

정보원에 한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 으며 이

에 한 분석을 진행했다. 

정보원에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총 

10번  7-8번 정도는 만족한다(162명, 47.5%)

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했으며 10번  5번 정

도 만족한다(152명, 44.6%)가 그 다음 응답률

을 나타냈다. 여기에 항상 만족한다(4명, 1.2%)

를 합하면 응답률은 93.3%에 육박하는 것으

로 나타나 다수의 이용자는 자신의 첫 번째 

정보탐색에서 획득한 정보원에 하여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의 선행 연

구(이정미 2010)에서 10번  5번 이상 만족

한다에 포함되는 응답률이 76.8%로 나타난 것

을 볼 수 있다. 6년이 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이용자의 정보탐색 만족도는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의 

이용자가 자신의 기 탐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정보탐색환경이 일

반 에게 친숙하게 정착되었고 정보탐색기

술 한 발 했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 이용자가 근할 수 있는 정

보원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양질의 정보원이 

증할 뿐 아니라 정보원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정보탐색능력의 향상(6년간의 활용에 따른 숙

련도)에도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분석되는 부

분이다. 

다음으로 정보탐색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재

시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5명(13.2%)의 응

답자가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나머

지 86% 이상의 응답자는 어떤 형태로든 만족스

러운 정보를 찾기 한 재탐색을 이어 나간다고 

응답했는데 여기에는 같은 정보원을 한 번 더 

찾아본다(53명, 15.5%)거나 다른 정보원을 이

용한다(167명, 49%)는 응답이 있었으며 가능

한 모든 정보원을 다 이용한다는 응답도 76명, 

22.3%를 차지했다. 

여기서 다른 정보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들

의 경우 과연 2, 3차 탐색의 경우 어떤 정보원을 

이용하는지, 한 이 게 2, 3차탐색에 활용하는 

정보원에 해 이용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

하고 있는지에 해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았

다. 우선 체 341명  시도하지 않는다(45명), 

같은 정보원을 이용해 한번 더 찾아본다(53명), 

가능한 모든 정보원을 다 이용해본다(76명)를 

제외한 나머지 167명을 상으로 보다 세부 인 

추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유효한 167명

의 응답은 <그림 9>에서 개 인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8> 선호의사결정 정보원의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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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보불만족시 재시도 정보원 - 략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 가까운 이

용자(73명)가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해 재탐색

을 시도한다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신문(35명), 

TV/라디오(28명), 인 (16명), 홍보물(8

명), 핸드폰(8명), 기타 다른 정보원(3명)의 순

이었다. 

이 결과는 앞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의사결정

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정보원에 한 략

인 통계치를 보여  <그림 2>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목이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실제로 기 탐

색과 재시도 탐색에서 인터넷 정보원이 가장 많

이 선호되는 정보원(42.5% vs. 43.7%)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TV/라디오 정보원 

활용이 폭 어든(26.1% vs. 16.8%) 반면 신

문 정보원의 활용이 2배 가까이 증가(11.4% vs. 

21%)하 음을 볼 수 있다. 홍보물의 활용은 

감했고(12% vs. 4.8%), 인 정보원과 핸

드폰, 기타 정보원은 에 띄게 그 활용이 늘었

다(각각 6.7% vs. 9.6, 0.9% vs. 2.4%, 0.3 vs. 

1.8%). TV/라디오와 신문 정보원의 경우 하나

가 감소된 반면 다른 하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이 두 유형의 정보원이 매체라는 

에서 서로 상보 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한 정

보원에서 만족스러운 정보를 찾지 못할 때 다

른 정보원으로 옮겨가는 상이라 분석할 수 

있겠다.

다만 인 과 핸드폰 정보원의 증가는 선

거라는 정치  상황  맥락에서 이용자가 의사

결정을 해 보다 친 하거나 는 보다 믿을

만한(객  합리  신뢰성과는 별개로 개인의 

친분이나 친 도에서 오는) 정보원을 의지하게 

되는 상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들은 재탐색시 이용자가 어떤 이유에

서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고자 하는지 보다 심오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하게 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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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설문조사 분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에 심층 인터뷰 등의 방법이 

병행되면 좀 더 설득력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재탐색시 활용되는 정보원의 세부 인 응답

결과는 <표 6>에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 다.

다음으로 재탐색 시 정보원을 선택할 때 고

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

성(56명, 33.5%), 정확성(35명, 21%), 근성

(19명, 11.4%), 사용용이성(16명, 9.6%), 권

성(14명, 8.4%), 최신성(13명, 7.8%)과 친근

성(10명, 6%), 기타(4명, 2.4%)의 순으로 응

답이 이루어졌다. 기 탐색과 재탐색의 정보

원 선택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어도 그 우선순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말할 수 없다고 여

겨진다) 기 탐색에서 1.5%이던 권 성이 재

탐색시 정보원 선정에서는 8.4%로 증해 응

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용자들은 권

성을 기 탐색에서 보다 재탐색 시에 요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 생각되는 부분인데, 

기 탐색에서 확보된 정보가 정치  의사결정

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다 신뢰성

과 함께 권 성이 있는 정보원에 근, 그 의

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태로 나

타나는 것이라 이해 가능하다. 이는 선거와 같

은 정치  의사결정이 요한 시기에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한 이용자의 후속탐색은 보

다 권 를 우선시하게 되며 이를 통한 양질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타당한 의사결정을 이루

기 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TV/라디오 - 뉴스 18 10.8 10.8 10.8

TV/라디오 - 토론( 담) 6 3.6 3.6 14.4

TV/라디오 - 후보자 는 기타 고 2 1.2 1.2 15.6

신문 - 논평, 사설 12 7.2 7.2 22.8

신문 - 기사 24 14.4 14.4 37.1

인터넷 - 뉴스 25 15.0 15.0 52.1

인터넷 - 공식 기  웹사이트 20 12.0 12.0 64.1

인터넷 - 기타 련 웹사이트 15 9.0 9.0 73.1

인터넷 - 토론/채 1 .6 .6 73.7

인터넷 -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게시 14 8.4 8.4 82.0

핸드폰 - 화홍보 3 1.8 1.8 83.8

공식  홍보물 - 선거 공보물 등 8 4.8 4.8 88.6

인  - 가족(부모/형제) 11 6.6 6.6 95.2

인  - 선생님/교수님 1 .6 .6 95.8

인  - 친구/선후배 3 1.8 1.8 97.6

인  - 기타 타인/유세 1 .6 .6 98.2

기타 3 1.8 1.8 100.0

합계 167 100.0 100.0

<표 6> 정보불만족시 재시도 정보원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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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기 탐색에 

활용하는 정보원을 평가하는 부분과 더불어 재

탐색시에도 동일한 항목과 방법을 사용해 활용

하는 정보원과 그 지 않은 다른 정보원에 

한 평가를 비교해보고자 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의사결정

을 해 자신이 2, 3차 탐색시 활용하는 정보원

이 다른 정보원에 비해 월등히 낫다고 평가하

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섯 가지 항

목 모두 더 낫다는 쪽의 응답(더 신뢰할만하다, 

더 정확하다, 더 빠르다 등과 같은)이 50%를 넘

지 못했고 신속성과 편리성 두 가지는 더 빠르다 

는 더 편리하다(77명, 46.1%), 유사하다(64명, 

38.3%), 더 느리다, 불편하다(26명, 15.6%)로 

수치상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

용용이성, 신뢰성, 정확성 순으로 더 낫다는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 탐색

에서의 활용 정보원 인식 평가와 재탐색시의 

활용 정보원 인식 평가의 순서를 살펴보면 흥

미로운 분석이 가능하다. 기 탐색시에는 활

용하는 정보원에 한 정 인 인식이 신뢰성, 

정확성, 편리성, 사용용이성, 신속성 순 이었으

며 재탐색시에는 활용하는 정보원에 한 응답

자의 인식 평가가 신속성, 편리성, 사용용이성, 

신뢰성, 정확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용자의 

탐색 행태에서 정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응답자가 충분히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

보를 획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텐데 그 다면 

재탐색시 정보원도 당연히 의사결정을 돕는 신

뢰성, 정확성에 더 많은 비 을 두어 탐색을 하

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응답결

과를 보면 다소 신뢰할수 없거나 정확성이 다

른 정보원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신속하고 편리

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해 

재탐색을 실행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

거라고 하는 정치  상황은 의사결정이 언제까

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확한 마감시간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 탐색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가 축

되어있음을 제로 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

다 단되는 정보원을 활용해 추가 정보를 획

득하고 이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분석하게 되는 목이다. 는 응답자

들은 이미 기탐색에서 양 으로는 충분한 정

보를 획득했으나 정치  의사결정을 마무리하

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재 의사결정 방향에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재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도 단할 

수 있다.

<그림 10>부터 <그림 14>는 정보가 만족스럽

지 못할 때 재탐색하는 경우 활용하는 정보원에 

한 이용자의 인식  평가 분석결과를 원 그

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재시도시 정보원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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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주어진 상황, 맥락이 분명한 경우

(선거기간동안의 정치  의사결정을 한 상

황)에 놓인 학생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용에 

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정한 맥

락․상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의 략 인 정

보원 이용행태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정한 상황(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선거와 

같은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서 정

보를 얻고자 할 때의 정보원 활용  해당 정보

원의 활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등에 

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학생들이 일상 으

로 선호하는 정보원과 해당 정보원의 활용 기

은 무엇인가? 선거기간과 같이 정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보

원은 무엇이며 해당 정보원의 속성은 어떠한

가? 획득한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학생

의 정보추구행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360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

<그림 11> 재시도시 정보원의 정확성

<그림 12> 재시도시 정보원의 신속성

<그림 13> 재시도시 정보원의 편리성

<그림 14> 재시도시 정보원의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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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부분의 정

보탐색에 있어 정보원으로 검색엔진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특정 사안에서

의 정보원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정보원 활

용에 있어서는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거의 

반 이상의 응답자가 활용한다고 응답했던 검

색엔진의 선호도가 다소 어든 반면 문주제 

웹사이트나 SNS와 같이 믿을만하다고 여겨지

는 다른 정보원에 한 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시 활용하는 해당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용용이성, 근성, 신뢰성, 

정확성이 고른 분포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반면, 

선거 때처럼 정치 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에는 일상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보다 인터넷의 

의존률이 어들고 TV/라디오나 신문, 홍보물

과 같은 당시 상황에 가장 합하다 단되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가

장 요하게 이 정보원을 활용하게 되는 고려사

항으로 신뢰성, 정확성, 편리성, 사용용이성, 신

속성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획득한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다수의 

응답자는 추가  탐색을 실행한다고 응답했는

데 체 응답자의 반 정도가 처음 활용한 정보

원과는 다른 정보원을 활용하며, 나머지 반 정

도의 응답자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거나, 

기 탐색과 동일한 정보원을 다시 한 번 탐색하

거나 는 가능한 모든 정보원을 활용해 재탐

색을 시행한다고 응답하 다. 재탐색시 활용하

는 정보원을 묻는 응답에도 역시 인터넷의 활

용률이 높았으나 흥미로운 것은 인 과, 

핸드폰 이용 등이 기 탐색에 비해 다소 증가

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정보를 다루는 학자들

이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는 인 의 경우 의

사결정을 해 주 에 믿을만한 지인의 조언을 

요시하는 부분이라 인간 세상의 미덕에 비추

어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정할 수 있으나 

핸드폰의 경우 다소 다른 요한 사회 문제와 

연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 많은 사

람들이 핸드폰 문자, 단체 메신  메시지 등으

로 의견을 퍼오기도 하고 퍼 나르기도 하는 요

즘의 소통양식에 비추어 볼 때 핸드폰이 의사

결정을 한 요한 활용 정보원이 된다는 것

은 사실이다. 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정치  

의사결정 시에도 핸드폰이라는 정보원은 꽤 많

은 향을  것이라 단할 수 있으며 이는 우

리가 만들어진 메시지를 받거나 다른 이용자에

게 달할 때 해당 메시지가 품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

음을 나타내는 결과일 것이다. 가짜뉴스와 같

이 실제로 미디어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면서 

핸드폰과 단체 메시지 창을 통해 송되는 다

수의 메시지들은 해당 정보를 하게 되는 이

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게 되고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오(誤)정보 는 허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2010년 진행된 유사연구에는 볼 수 

없었던 인터넷 정보원의 성 는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나 의사결정

에는 히 그 활용 비율이 었던 2010년 결

과에 비해 2016년 본 연구에서는 정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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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 기탐색 뿐 아니라 재탐색시에도 과

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인터넷 정보원을 사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정보

원이 6년 에 비해 의사결정을 한 신뢰성이

나 권 성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져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 기 탐색과 

재탐색 시 응답자가 자신이 활용하는 정보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한 분석을 시도했

다는 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모

든 정보탐색이, 정치  의사결정을 한 탐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보원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에 큰 방 을 는 것이 아닐 수 있으

며 이용자가 정보를 “더” 필요로 한다기보다 이

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정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단해 본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의사결정시 정보원 활용

에 해 맥락 , 상황  근을 바탕으로 이용자

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응답자의 지역 , 숫자  한계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이 결과를 증명하기 해서는 더욱더 방

한 후속 연구들이 그 결과를 가져올 때 본 연구

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에 좀 더 심오한 이용자의 

상황  이해에 한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다른 한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과 같이 정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

기는 정보탐색보다는 정보노출의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 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정보노

출과 이용자의 행태를 연 짓는 후속연구 한 

생각해 볼 만하다. 한 이후 후속연구는 질

연구 등을 통해 이용자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토 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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