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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ScienceON의 MZ세대 맞춤형 포털로서의 개선을 위해 MZ세대의 정보 포털 이용 특징 및 ScienceON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ScienceON의 개선방안 도출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ScienceON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cienceON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ScienceON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위해 MZ세대와 친숙해지기 위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직관적 메뉴 배치 및 간편한 정보 제공 등 포털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 및 UI의 개선과 ScienceON이
제공하는 기능의 재정비 등 다양한 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SNS 및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ScienceON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향후
MZ세대의 특징 및 수요에 대한 분석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연구는 MZ세대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MZ세대의 정보검색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ScienceON as a customized portal for MZ gen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MZ generation’s use of information portals and the demand for ScienceON to derive
ways to improve Science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Generation MZ who had experience
using Science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cienceON was derived. The ScienceON improvemen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rive a plan to be familiar with the
MZ generation for the MZ generation seeking familiarity and convenie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rtal, such as arranging intuitive menus and providing convenient information, and various ways
such as improving design and UI and reorganizing functions provided by ScienceON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pread of Science ON by providing content through various platforms such
as SNS and YouTube. In the future, as interest in the MZ generation continues to increase, analysi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 of the MZ gener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MZ gener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demand for information search and services of MZ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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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MZ세대의 특징이 반영
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존의 서비스

MZ세대는 1980년도 초부터 2000년대 초까
지 출생한 M세대(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를 보강하는 등 새로운 MZ세대 맞춤형 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

이러한 시점에서 ScienceON1)은 한국과학기

르는 단어로 2022년 기준 13세에서 40세까지가

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포털

MZ세대로 분류되고 있다(최성수, 2021). 백승

로 MZ세대를 미래 연구의 주역으로 선정하며

현(2021)은 미디어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MZ

국가 R&D 정보, 연구데이터, 정보분석서비스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능숙성,

및 연구인프라를 연계․융합하여 연구자가 필요

새로운 콘텐츠 선호도, 문제해결 능력, 공정 및

로 하는 지식인프라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가치관, 도전 의식 등 5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또한 논문타임라인, AI 논문요약, 논문질의응답

실제 MZ세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

등 다른 포털에 존재하지 않는 MZ세대를 겨냥

로운 디지털 기술 및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선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0

호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은 다른 세대와 유

월 메타버스를 활용한 MZ세대 콘텐츠 생산 및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백승현, 2021).

공유 행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ScienceON

이처럼 MZ세대만의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우

의 메타버스화를 계획하는 등 MZ세대 맞춤형

며, 오류가 많은 상황이다. 반면 MZ세대에 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기

하고 있다(유수현, 김현정, 현미환, 2021).

업이나 기관의 경우 MZ세대 맞춤형 마케팅 활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ienceON이 MZ세대

동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MZ세대의

에게 더 큰 호응을 얻기 위해 MZ세대를 대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으로 ScienceON의 서비스와 정보제공 기능 및

권에서 가상 인간을 도입하고 메타버스 등으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와 개선해야 할 점을 도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MZ세대를 겨냥

출하였다.

한 다양한 마케팅 및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백승현, 2021). 또한 언론 및 정치계의 MZ세

고 있는 추세에 따라 MZ세대의 특징 및 수요

대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에 대한 분석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Z세대의 가치관, 행동 패턴, 소통 등 다양한

이에 이번 연구는 MZ세대에 대한 연구의 기초

방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지우, 2021). 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MZ세대의 정보검색

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혼재해 있는 MZ세대의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

특징 분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맞춤형 분

1) https://scienceo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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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분석하
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으

본 논문에서는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플랫

며, 특히, 사용자 행동 상태 전이 모델을 도입

폼으로서 ScienceON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여 288,200건의 웹 로그 분석을 통해 사용자

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개선방안 도출을

의 행동 상태를 검색 행동과 네비게이션 행동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인 ScienceON의 개선과 관

으로 나누고 가능한 모든 상태 전이들을 도출

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MZ세대의 특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

징 및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악하고 유사 논문, 추천 논문, 논문 타임라인 등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ScienceON과 관련된 선행조사는 2019년

처럼 ScienceON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ScienceON이 개선된 이후 이용자 맞춤형 서비

들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ScienceON은 이용자

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희석 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2020)은 ScienceON의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며, 연구자의 R&D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데

MZ세대에 대한 연구는 2021년 연구의 비중

이터, 서비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연계․

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융합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로 ScienceON

서 MZ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

을 소개하였다. ScienceON은 30여 종의 정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특징을

와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통합하였으며, 연구자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권호순과 김

의 R&D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

동규(2020)는 다른 세대와 MZ세대의 특징을

목적에 따라 전문정보 활용, R&D 정보 활용,

비교 분석한 결과 음성과 텍스트, 그림, 동영상

공유․협업, 인프라 자원 이용, 기술․산업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포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어 타 플랫폼에 비

맷의 콘텐츠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트렌

해 이용자의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드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모바일에

ScienceON 개발의 핵심적 요소를 이용자 관점

집중하고 선호하는 미디어 소비성향을 보인다

에서 서비스 방향성, 서비스 개발과 운영 관점

고 정의하였다. 또한 신혜경(2020)은 MZ세대

의 마스터 체계, 추진전략 관점에서의 단계별

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디지털 문화에

로드맵으로 제시하면서 ScienceON과 같은 통

익숙하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호기심과

합플랫폼 제작에 있어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를

재미 요소를 가미한 콘텐츠를 즐겨 찾는다고

지향하되 그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하

정의하였다. 유수현 외(2021)는 MZ세대에 대

였다(최희석 외, 2020). 정한민 외(2020)는 포

한 설문조사를 통해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의도

환경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가상현실이나 메타

를 명확히 파악하여 ScienceON에 이용자 맞춤

버스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

형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

해서 새로운 정보 이용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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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으며,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2016)는

안을 도출하고 MZ세대의 콘텐츠 활용행태 및

20-30대가 여가에 대한 선호 인식이 유의미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MZ세대 친화적 포털로

게 높고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관람 등 사회관

서 ScienceON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형 여가활동을 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 하였다. 반면 이예슬(2020)은 MZ세대에 대
한 문헌분석을 통해 MZ세대는 인스타그램을

3.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
을 표현하는 단순한 SNS 그 이상의 의미를 갖

본 연구는 ScienceON과 같은 학술정보 포

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작지만

털을 주로 활용하는 대상자 선별을 위해 20세

확실한 행복과 같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이상 대상자이면서 MZ세대에 범주에 속하는

정의하였다.

20세부터 39세까지를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

본 연구는 ScienceON이 추구하는 이용자 맞

하였으며, ScienceON을 사용해본 사람을 대상

춤 서비스를 MZ세대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러

으로만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 배포는 네이

한 다양한 특징을 가진 MZ세대가 만족할 수 있

버 카페 및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모두 이

는 정보검색 플랫폼으로서 ScienceON을 발전시

용하는 대규모 커뮤니티에 2021년 11월 22일부

키기 위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배포하였으며, 총 49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ScienceON의

명이 응답하였다(<표 1> 참조).

MZ세대 수요증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
정이다.

3.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ScienceON의 현황조사 및 MZ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세대 대상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ScienceON에
대한 MZ세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

본 연구는 ScienceON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

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정보검색을 위해

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MZ세

주로 사용하는 정보포털 및 이유, ScienceON

대가 인식하는 ScienceON의 문제점 및 개선방

서비스에 대한 선호, ScienceON 정보 및 정보

<표 1> MZ세대 설문 조사 방법론
구분
일시
진행 방법
참여자
설문회신 건수

내용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1월 28일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한 배포
20세부터 39세 사이의 ScienceON을 이용해 본 적 있는 자
49명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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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Z세대 대상 설문 구성도
구분
이용자 특성

MZ세대 콘텐츠 활용행태

ScienceON의 기존
콘텐츠/서비스/기능 등에 대한
MZ세대의 피드백 및 수정사항 도출

MZ세대의 활용행태를 바탕으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설문 내용
연령
성별
직업(종사분야)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보 포털
해당 정보 포털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ScienceON 서비스에 대한 선호
ScienceON 정보 및 정보제공 기능에 대한 선호
향후 ScienceON 이용 계획
ScienceON을 앞으로 사용하려는 이유
ScienceON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ScienceON 향후 개선점
ScienceON 신규 콘텐츠에 대한 선호
MZ세대의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

제공 기능에 대한 선호, 향후 ScienceON 이용

무원 2.0%로 대학(원)생 가장 높은 비율로 나

계획 및 그 이유, ScienceON의 향후 개선점,

타났다(<표 3> 참조).

SciecneON 신규 콘텐츠에 대한 선호, MZ세대
의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4.2 MZ세대 콘텐츠 활용행태
MZ세대의 콘텐츠 활용행태를 분석하기 위
해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보 포털

4. 설문 분석 결과

및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MZ세대가 주로 사
용하는 정보 포털은 구글이 71.4%로 가장 많았

4.1 인구 통계학적 특징

으며, 네이버가 67.3%로 구글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 외 유튜브 42.9%, Riss 30.6%, KCI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49명의 MZ세대에 대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및

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서관 웹사이트, Prism 및 정책정보사이트 등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51.0%, 여성 49.0%

은 10% 미만으로 MZ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것

로 남성과 여성 균등한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

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으며, 설문 참여자의 연령은 20~23세 61.2%,

해당 정보 포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

24~27세 20.4%, 32~35세 10.2%, 32~35세

문에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정보 포털

8.2% 순으로 20~23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

이어서가 8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문 참여자의 직업의 경우 대학(원)생이 67.3%,

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접속이 편리해서가

연구직 20.4%, 전문직 8.2%, 사무직 2.0%, 공

61.2%, UI나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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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연령

직업 (종사 분야)

구분
남성
여성
총계
20~23세
24~27세
28~31세
32~35세
36~39세
총계
대학(원)생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생산․제조․기술직
기타
총계

N
25
24
49
30
10
4
5
0
49
33
10
4
1
1
0
0
49

%
51.0
49.0
100
61.2
20.4
8.2
10.2
0
100
67.3
20.4
8.2
2.0
2.0
0
0
100

<표 4>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보 포털 및 이유
구분
네이버(네이버 학술정보 등)
구글(구글 스칼라 등)
유튜브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 포털 (다중선택)
국립중앙도서관 및 도서관 웹사이트
Prism 및 정책정보사이트
Riss
기타

N
33
35
21
9
4
4
15
3

%
67.3
71.4
42.9
18.4
8.2
8.2
30.6
6.1

40.8%, 포털이 보유한 정보 및 기능이 뛰어나서

항목이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MZ

36.7%, 주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34.7%,

세대는 사용할 정보 포털을 선택할 때 타인의

직장 및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라고

권고 및 남들의 선택보다 자기 자신이 주도적

권고해서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으로 본인에게 알맞는 포털을 직접 선정하여

참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털이

MZ세대는 익숙하고 사용이 편리한 정보 포

보유한 정보 및 기능보다 본인에게 익숙한 포

털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

털에 대한 선호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및 학교의 권고나 주위 사람들의 많은 이용의

는 현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수한 포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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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당 정보 포털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구분

N

%

포털이 보유한 정보 및 기능이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접속이 편리해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정보 포털이어서
해당 정보 포털을 주로 사용하는
UI(User Interface)나 디자인적으로 사용하
이유(다중선택)
기 편리해서
직장 및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라고
권고해서
기타

18
17
30
40

36.7
34.7
61.2
81.6

20

40.8

9

18.4

1

2.0

양하고 대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수한 정보

면 논문질의응답은 자주 질문된 데이터를 수집

를 얻기 위해 사용하기 불편한 포털을 이용하

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문에서 추출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주 문의된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알기 쉽고 신빙성 있게 제공한다. AI
논문요약의 경우 기계학습 딥러닝을 통해 논문

4.3 ScienceON의 서비스에 대한 MZ세대의

을 자동으로 요약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논문

선호도

을 모두 읽을 필요 없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

MZ세대는 ScienceON 서비스 중 가장 선호

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ScienceON CLIP은

하는 서비스로 논문질의응답을 꼽았으며, AI 논

ScienceON 자체적 인기 키워드를 선정하여 헤

문요약 4.16, ScienceON CLIP 4.12, ScienceON

당 키워드의 정의 및 최신 뉴스 등 정보를 보기

활용서비스 2.74,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맵 2.74

좋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구 트렌드 파악 및

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해당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수

참조).

집할 수 있다. 이처럼 MZ세대가 선호하는 서

MZ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

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가지 공통점을 도출

<표 6> ScienceON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전혀 선호하지
않다
N
%
SciecneON 활용서비스
16
32.7
AI 논문요약
2
4.1
ScienceON CLIP
1
2.0
논문질의응답
1
2.0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맵
15
30.6
구분

선호하지
않다
N
%
5
10.2
2
4.1
1
2.0
0
0
5
10.2

보통이다

선호하다

N
11
6
12
10
13

N
10
15
12
16
10

%
22.4
12.2
24.5
20.4
26.5

%
20.4
30.6
24.5
32.7
20.4

매우
선호하다
N
%
7
14.3
24 49.0
23 46.9
22 44.9
6
12.2

M

Std

2.74
4.16
4.12
4.18
2.74

1.469
1.067
0.992
0.9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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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는데, 핵심적 정보를 ScienceON 자

4.4 ScienceON 정보 및 정보제공 기능에

체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한 페이지에 모아

대한 선호

서 제공해준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MZ세대는 핵심적 정보를 정리하여 편리하게

SceinceON 정보 및 정보 제공 기능의 선호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들

는 통합검색(상세검색) 4.43, 논문 타임라인 4.25,

이 직접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

분류탐색 3.16, 지식인프라맵 3.12, EDISON 유

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MZ

발 성과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통

세대에게 낮은 호응을 받고있는 ScienceON 활

합검색(상세검색) 및 논문 타임라인을 가장 선

용서비스와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맵의 경우 서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논문 타임라인은 논

비스가 직관적이지 못해 설명을 직접 읽어봐야

문 간 인과관계를 한눈에 보여주어 논문의 주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해당 서비스들은 서

를 바탕으로 큰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으

비스의 이름만 보고 이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로 통합검색(상세검색)과 논문타임라인 모두 이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특히 기계학습

용자에게 정보를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이다.

데이터 활용 현황의 경우 개요, 논문 본문(전

이를 통해 MZ세대가 선호하는 ScienceON의

문)텍스트, 보고서 표/그림, 논문 QA, 논문 문

정보제공 기능은 핵심적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장 의미 태깅, 데이터 기반 활용 등 6개의 메뉴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로 다시 나누어지고 각 메뉴당 2~3줄의 설명

7> 참조).

을 읽어야 하며, 또한 각 메뉴가 데이터 셋 다운
로드 사이트 및 데이터 셋 활용 서비스로 나누

4.5 향후 ScienceON 이용 계획

어지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읽어봐야 하는 등
이용자들은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맵 서비스를

MZ세대에게 향후 ScienceON 이용계획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번의 설명을 읽어

묻는 설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38.8%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1.2%로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표 7> ScienceON 정보 및 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선호도
구분

전혀 선호하지
않다
N

선호하지
않다

보통이다

선호하다

매우
선호하다

%

N

%

N

%

N

%

N

%

M

Std
0.957

통합검색(상세검색)

1

2.0

2

4.1

4

8.2

10

20.4

32

65.3

4.43

분류탐색

11

22.4

6

12.2

9

18.4

10

20.4

13

26.5

3.16

1.519

지식인프라맵

7

14.3

12

24.5

7

14.3

14

28.6

9

18.4

3.12

1.364

EDISON 유발 성과

8

16.3

13

26.5

13

26.5

9

18.4

6

12.2

2.84

1.264

논문 타임라인

1

2.0

2

4.1

6

12.2

15

30.6

25

51.0

4.25

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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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으려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ScieceneON이

ScienceON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으며, ScienceON의 UI나 디자인

MZ세대는 ScienceON 통합검색 및 상세 검색 등

이 불편해서 ScienceON을 지속적으로 활용하

정보검색 기능이 뛰어남(57.9%)과 ScienceON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AI 논문 검색 및 논문 타임라인 등 정보의 집약

어 볼 때 MZ세대는 정보의 질이나 기능의 우

적 제공기능의 뛰어남(57.9%)이 가장 큰 이유

수성보다 사용의 편리성을 더 중시하며, 한번

로 나타났다. 반면 ScienceON을 사용하지 않겠

익숙해진 정보 포털을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

다고 응답한 MZ세대는 이미 익숙한 다른 정보

을 유추할 수 있다(<표 8> 참조).

포털이 있어서(73.3%), ScienceON의 UI 및 디
자인이 불편해서(70.0%), ScienceON의 기능이
많고 어려워서(60%) 순으로 응답하였다.

4.6 ScienceON 향후 개선점

향후 ScienceON 이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ScenceON의 향후 개선점을 물어보는 문항

결과 MZ세대는 ScienceON이 제공하는 정보

에서 MZ세대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적극

및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적 홍보 진행을 79.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

으로 나타났다. ScienceON을 이용하지 않으

며, ScienceON의 UI나 디자인의 개선 65.3%,

려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포털에서 제공하

SciecneON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핵심적 기능

는 정보의 양이 적거나 질이 좋지 않다고 응답

만 집약적 제공 51.0%, MZ세대를 사로잡을 새

한 사람은 16.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로운 서비스 및 기능 추가 32.7%, ScienceON

다. ScienceON이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에 만

이 제공하는 기능 및 정보의 질 향상 14.3% 순

족함에도 불구하고 SciecnON을 사용하지 않

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MZ세대 대상 적극

<표 8> ScienceON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유 및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구분
ScienceON의 통합검색 및 상세검색 등 정보검색 기능이 뛰어나서
ScienceON의 AI 논문 검색 및 논문 타임라인 등 정보의 집약적
제공기능이 뛰어나서
ScienceON을 지속적으로
ScienceON의 UI(User Interface)나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 편리
사용하려는 이유
해서
(다중선택)
ScienceON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 질이 좋아서
직장 및 학교에서 사용을 권장해서
기타
이미 익숙한 다른 정보 포털이 있어서
ScienceON의 기능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ScienceON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ScienceON의 UI(User Interface)나 디자인이 불편해서
(다중선택)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거나 질이 좋지 않아서
기타

N
11

%
57.9

11

57.9

1

5.3

6
2
0
22
18
21
5
1

31.6
10.5
0
73.3
60.0
70.0
16.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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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홍보를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MZ세대가

움 콘텐츠를 4.53으로 가장 선호했으며, 대학교

익숙한 정보 포털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

와 연계로 ScienceON 이용 방법 제공 4.43, 유

과 연관되어있다. ScienceON의 적극적 홍보를

튜브 콘텐츠 제작 4.16, 유튜브 Shorts, 인스타

통해 MZ세대가 SciecneON에 익숙해 진다면,

그램 Shorts를 이용한 간단 콘텐츠 4.02, 인스타

이미 ScienceON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 및 기

그램, 트위터 등 SNS 활용 콘텐츠 3.29 순으로

능은 충분하기 때문에 MZ세대의 큰 호응을 얻

나타났다.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및 레포트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 도움 콘텐츠 및 대학교와 연계로 대학(원)

ScienceON의 디자인과 UI의 개선도 시급한

생 SciecneON 이용 방법 제공에 대한 수요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ScienceON을 지속적으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대

로 사용하는 이유에서 디자인 또는 UI가 편리하

학(원)생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있지만 SciecnceON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 대학(원)생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대학교

결과는 ScienceON MZ세대들이 ScieceON의

와의 연계 콘텐츠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적

디자인과 UI가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을 넘어

극적인 홍보와 직접적 연관이 되기 때문으로

모두에게 큰 불만족을 주고 있는 것을 시사한

보인다(<표 10> 참조).

다. 특히 MZ세대는 본인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반면 MZ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ScienceON

정보 포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있는 ScienceON의 메타버스화에

디자인과 UI를 MZ세대에게 익숙하고 친숙하

대해서 MZ세대는 크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

게 개선한다면 MZ세대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는 현재 많은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뜨거
운 주제이다. 2.80,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새로

4.7 ScienceON의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운 경험 및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2.76,
ScienceON이 메타버스화 된다면 더 다양하고

ScienceON이 앞으로 제공했으면 하는 신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잇으며, 다양한 서

콘텐츠에 선호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MZ세대

비스를 이용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2.55, 메타

는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및 레포트 작성 도

버스를 실제로 경험해 본적이 있다. 2.31순으로

<표 9> ScienceON의 향후 개선점(다중선택)
구분

N

%

현재 너무 많은 ScienceON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핵심적 기능만을 집약적 제공
ScienceON에 MZ세대를 사로잡을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 추가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 진행
ScienceON의 UI(User Interface)나 디자인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
ScienceON이 제공하는 기능 및 정보의 질 향상
기타

25
16
39
32
7
0

51.0
32.7
79.6
65.3
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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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cienceON 신규 콘텐츠에 대한 선호
구분

전혀 선호하지
않다

선호하지
않다

보통이다

선호하다

매우
선호하다

M

Std

46.9

4.16

0.986

30

61.2

4.53

0.649

34.7

27

55.1

4.43

0.736

17

34.7

25

51.0

4.29

0.935

11

22.4

23

46.9

4.02

1.145

M

Std

N

%

N

%

N

%

N

%

N

%

ScienceON 콘텐츠를 통한 흥미
로운 유튜브 제작

1

2.0

2

4.1

8

16.3

15

30.6

23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및 레포
트 작성 도움 콘텐츠

0

0

0

0

4

8.1

15

30.6

대학교와 연계로 대학(원)생
ScienceON 이용 방법 제공

0

0

1

2.0

4

8.2

17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활
용한 콘텐츠

1

2.0

2

4.1

4

8.2

유튜브 Shorts, 인스타그램 Shorts
를 이용한 간단한 ScienceON 콘
텐츠

2

4.1

3

6.1

10

20.4

<표 11> MZ세대의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N

%

N

%

N

%

N

%

N

%

메타버스를 실제로 경험해 본적
이 있다.

21

42.9

10

20.4

5

10.2

8

16.3

5

10.2

2.31

1.432

메타버스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뜨
거운 주제이다.

13

26.5

9

18.4

10

20.4

9

18.4

8

16.3

2.80

1.443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
및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11

22.4

11

22.4

12

24.5

9

18.4

6

12.2

2.76

1.331

ScienceON이 메타버스화 된다
면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17

34.7

7

14.3

10

20.4

11

22.4

4

8.2

2.55

1.385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설문 결과에 비추

5. 논 의

어 보았을 때 MZ세대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

5.1 MZ세대의 정보포털 활용행태

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높게

MZ세대는 ScienceON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나타나며, 메타버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메

답변하며,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기존 정

타버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포털을 변함없이 이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였

유추할 수 있다(<표 11> 참조).

다. 또한 정보 포털의 기능보다 UI 혹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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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용하기 편리한 정보 포털을 선호한다고 답

대의 성향과 비추어 볼 때 큰 단점으로 작용할

변했다. 이러한 응답은 MZ세대의 정보 포털

수 있다. MZ세대는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에

활용 성향이 익숙함과 편리함을 주로 추구하고

대해 호기심보다 거부감을 가지고 외면하는 것

쉽게 사용하던 정보 포털을 변경하지 않는 성

으로 보이며, 이에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향인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MZ세대가 선

서는 직관적인 이름 및 UI로 거부감을 줄이고

호하는 정보 포털이 되기 위해서는 MZ세대를

익숙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ScienceON을 익
숙하게 만들어야 하며, 친숙한 형태의 디자인
과 UI를 통해 MZ세대의 거부감을 줄이고 활용
하기 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5.3 MZ세대가 인식하는 ScienceON의 가장
큰 문제점
MZ세대는 ScienceON의 정보검색 기능 및

5.2 MZ세대가 선호하는 ScienceON의 서비스
및 기능

정보의 제공기능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능의 만족과 별개
로 61.2%의 설문 응답자가 ScienceON을 향후

ScienceON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기능에 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한 설문 결과 핵심적인 정보를 한 페이지에 요

이미 익숙한 다른 정보 포털이 있으며, UI와 디

약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및 정보 제공기능에

자인이 불편하고 ScienceON의 기능이 어렵기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호응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ScienceON이 MZ

가장 높게 나타난 기능은 논문 질의응답, AI 논

세대의 맞춤형 정보 포털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

문 요약 등으로 모두 핵심적 정보를 요약적으

한 점은 MZ세대에게 익숙한 포털로 자리매김

로 보여주는 성격의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MZ

하는 것이다. MZ세대는 설문결과 ScienceON의

세대는 정보를 손쉽게 얻기를 원하며, 정보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대학(원)생

찾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서비스 및 기능에

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해 큰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I와 디자인 혹은 ScienceON의 기능 등이 명시

ScienceON 활용 서비스,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성 있게 변경되더라도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맵, EDISON 유발성과 등 저조한 선호를 받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MZ세대는

있는 서비스는 대다수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공

익숙하지 않은 ScienceON을 계속 외면할 것으

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장 선호도가 낮은

로 보인다. 앞으로 학술적 정보 포털을 처음 접

EDISON 유발성과, 기계학습데이터 활용 맵,

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ScienceON 활용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진행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ScienceON의 기능

이름만 보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용법을 쉽게

을 MZ세대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면, MZ

짐작할 수 없다. 이것은 익숙한 정보 포털을 선

세대를 맞춤형 정보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

호하고 정보검색 시 시간 단축을 원하는 MZ세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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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cienceON의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요구

연계․융합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인
프라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ScienceON이 제공하는 신규 콘텐츠에 대한

한 이러한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미래 연구 주

설문 결과 MZ세대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새

역인 MZ세대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 MZ

로운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세대의 ScienceON 접근성을 향상하고 MZ세

타났다. 이는 홍보에 대한 높은 인식이 신규 콘텐

대의 콘텐츠 생산 및 공유 행태가 반영된 새로

츠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운 ScienceON 플랫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에 대한 신규 콘텐츠 제작 및 대학교에 해당 콘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텐츠에 대한 소개로 ScienceON에 대한 홍보 효

를 통해 ScienceON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조사

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이는 MZ세대가 가

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뽑았던 ScienceON 홍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첫째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MZ세대

SNS 등 MZ세대와 친숙한 다양한 매체와 관련된

를 위해 MZ세대와 친숙해지기 위한 방안 도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긍적적이며, 이런 다양

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의 결과 MZ세대는 정보

한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MZ세대의

포털의 기능보다 한번 익숙해진 정보포털을 지

ScienceON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상된다.

양질의 정보 습득을 위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

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정보검색의 편리성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

컸는데, 지금까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했

로 보인다. 따라서 MZ세대가 처음 학술적 정

을 때 메타버스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사

보 포털을 접하는 대학교 시기에 ScienceON을

료된다. 이에 ScienceON의 메타버스화는 MZ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ScienceON을 익숙하게

세대에 대한 호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메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학

타버스가 대중화되고 MZ세대가 심리적으로 메

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버스에 조금 더 익숙해진 후에 ScienceON의

타난다. 또한 대다수의 MZ세대가 ScienceON

메타버스화를 진행하는 것이 MZ세대의 호응을

의 디자인 및 UI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MZ세대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 및
UI를 수정해야 한다. MZ세대가 익숙함과 편리
함을 주로 중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디자인과

6. 결론 및 제언

UI의 개선 시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
버, 구글, RISS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ScienceON은 과학기술정보, 국가 R&D 정보,
연구데이터, 정보분석서비스 및 연구인프라를

필요하며, 최대한 MZ세대들이 익숙하게 여기
도록 재구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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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MZ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 및 정보전

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ScienceON의 메타

달 기능의 경우 한 페이지에 요약적으로 정보를

버스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이

익숙함과 편리함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아

는 편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을 충족

직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

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ScienceON

히 ScienceON이 메타버스 콘텐츠로 제작되었

의 기능이 많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디자인이

을 때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로서의 ScieneON보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

다 더 편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

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MZ세대는 정보를 검색

로 보인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가 현

하는 시간을 오래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

재보다 더 대중화된 후 ScienceON을 통한 메

끼는 것으로 보인다. MZ세대는 정보의 질이나

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MZ세대에게

우수한 서비스이더라도 포털의 디자인이나 UI

더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복잡하거나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연구 시작 전 MZ세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판단하면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을 실시한 결과와 본 연구의 정보 포털과 관련

이것은 MZ세대가 정보의 검색에 시간을 오래

된 MZ세대의 인식 및 선호를 조사한 결과가

쓰지 않고 원하는 내용만 그 즉시 바로 얻으려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신혜경(2020)은 MZ세

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가 주로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모바일에

ScienceON은 직관적인 메뉴 배치 및 간편한 정

집중하고 있으며, 호기심과 재미 요소를 가미

보제공 기능을 통해 MZ세대가 정보를 얻기위해

한 콘텐츠를 즐겨 찾는다고 정의하였다. 하지

ScienceON에 접속했을 때 어려움 없이 바로 원

만 본 연구 결과 MZ세대는 본인에게 익숙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포털을 개선할 필요

디지털 환경에는 능숙하지만 그 외 익숙하지

가 있으며, 디자인 및 UI의 개선과 ScienceON이

않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꺼

제공하는 기능의 재정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

리는 것으로 나타나 MZ세대가 모든 디지털 환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에 능숙하고 즐겨 찾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

샛째,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는 대

한 유수현 외(2021)은 MZ세대가 메타버스 및

학생 지원 콘텐츠 및 다양한 SNS 및 유튜브

가상현실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새

등을 통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에 큰 선호를 보

로운 정보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으나 이

였다. 이는 홍보에 대한 높은 인식과 연관되어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을

보여지는데, SNS 및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하여 이에 익숙한 소수의 Z세대에 대한 특

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ScienceON의 확산

성으로 보이며, 모든 MZ세대가 새로운 콘텐츠

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행태를 가지고

제작으로 학술정보 포털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들이 빠르게 ScienceON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ScienceON을 이용해

홍보에 힘써야 한다. 반면 메타버스에 부정적

본적 있는 MZ세대만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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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기간이 짧아 49명의

라고 일반화하기 어려워 향후 MZ세대의 정보

적은 수의 인원만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포털의 선호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

때문에 연구 결과를 MZ세대의 전체적 특성이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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