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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모델을 통

하여‘이용자기반’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이용자기반’개념을 새롭게 정

립하였다. 또한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들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

에 고려되어야 할 6가지의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이

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이용자 요구를 4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52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시스템 설계요소별로 이용자기반 접근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ystem design factors and to analyze user needs of university

library for design of user-center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users-centered’in digital

environment where the supporting role of intermediaries is growing bigger than before in the

interaction with remot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can be defined as the new concept of

‘expansion of knowledge’. Second, 6 kinds of system design factors derived for user-center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ird, The user needs that examined and

analyz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made by user-centered approach according to the design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system design. 

대학도서관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를
위한 이용자 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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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통적 의미에서 정보검색시스템의 주 기능

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문헌을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검색시스템의 이용은

대체로 정보검색 전문가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적합정보의 탐색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

으나 최근에는 최종이용자의 직접적인 원격

검색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

스템의 설계자는 시스템의 이용자 계층이 누

구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지,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

족시키는데 적합한 정보검색시스템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필요

로 한다. 이것은 곧 오늘의 정보검색시스템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이용자중심

의 접근방법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강조하는 이

유는 시스템의 설계가 이용자 요구와 탐색행

태에 맞추면 맞출수록 이용자는 유용한 정보

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용자기

반 접근의 목적은 이용자를 정보시스템에 적

응시키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이용자의 정

보탐색행동과 조화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시스

템설계에 적용시키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용자기반에

관한 이론과 디지털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

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를 통해‘이용자기반’

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러한 이용자기반의 개념을 기초로 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요소들을 도출하고, 대학도서관 정보검색시스

템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이용자 요

구를 설계요소별로 인지적, 사회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첫째, 시스템기반의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이

용자기반의 정보검색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의 이동을 개관하고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

템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

경에서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이용자기반’에 대한 개념

의 변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이용자기반’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둘째,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용자

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설계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설계요소

별로 이용자기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울과 지방의 4개 대학교의 4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5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계층의 정보요구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스템 설계요소

별로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

한 이용자들이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들을 분석하고 각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자원들과 그 수준을 조사하였다. 

넷째,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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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초로 하여 이용자기반의 정보검색시

스템 설계에 필요한 이용자 요구를 시스템 설

계요소별로 분석하고 범주화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중심 정보시

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설계원칙들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정보검색시스템은 주

로 소속대학의 온라인 열람 목록 및 정보검색

시스템과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

관 정보검색시스템을 지칭한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6가지의 정보시스템 설계요소

별 이용자 요구가 이용자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별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제안된 설계

원칙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방안의 모색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

제이다. 

2. 정보검색시스템 패러다임

이용자기반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의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기반의 정보검색시스템으

로 패러다임의 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탐색과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전

통적인 시스템기반 접근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를 정보이용자들과 정보자원들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모든 의사전달 기능들(축적, 검색, 배

포, 탐색, 그리고 정보의 이용 등)이 각 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시스템기반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D. Zweizig와 B.

Dervin(1977)은“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 혹은 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를 묻는 대신에, 무슨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

용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우리들은 많은 것들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특별한 상황에서의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도서관 및 정보학 연구의 재조망(Belkin 1984,

Wilson 1984, Wersig & Windel 1985)이보다활

발해지고 있다. 컴퓨터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

용에 이용자기반 관점이 도입된 것과 마찬가

지로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이용자기반이

라는개념은 1986년 Dervin과M. Nilan(1986)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컴퓨터시스템의

설계가 아닌 정보시스템의 설계에 초점을 맞

추어 정보시스템을 시스템관점과 이용자관점

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이제는 시스템관점

으로부터 이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이

용자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 Watters와 M. A.

Shepherd(1994)는최근의정보검색연구분야에

서 이용자기반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에 대한

필요성이강력하게강조되고있다고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기반의 정보검색 패러

다임으로부터 이용자기반의 정보검색 패러다

임으로의 이동이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의 가장

분명한 이유는 시스템이 이용자의 요구와 탐

색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례해서 이용

자가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기 쉽다는 것이 유

일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용자기반

관점의 접근이 과거 10〜20여년 전보다 지금

에 와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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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Fidel

1997). 첫째, 최근사서나 정보전문가의 중개가

없는 이용자 자신에 의한 이용자 주도의 탐색

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컴퓨터의 광범위한 활

용은 개인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이

용자의 요구를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공식화하

고 시스템내의 비유연성을 보정하는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스템기반 정보검색 패러다

임을 이용자기반 정보검색 패러다임으로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이용자기반정보검색의기본개념

‘이용자기반’이라는 용어가 문헌상에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

라갈수 있다(Walther & O’Neil 1974). 그 후

25년동안 이용자기반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학

문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이 정보시

스템의 설계에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역시 1986년의 Dervin과 Nilan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보학 분야에서의 이용자기반 개념

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에

요구정보가 전달될 때의 심리적 혹은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개념이라 할수 있다.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이론의

접근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

나고있다. 먼저 W. Sugar(1995)는 이용자기반

접근을 인지적 접근과 전체적 접근으로 나누

고 있으며, 전체적 접근에 다시 정보검색에 대

한 이용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이용

자의 개인적·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상황이해

(sense-making)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리고 R. J. Anderson 등(1993)은 효과적인 인

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

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 D. Wilson과 D. R.

Streatfield (1981)는 이용자와 정보자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Wilson

(1981)은 정보탐색행동의 다양한 동기들을 통

합해서 설명하고 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전체적

접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용자기반 접근의 기초

가 되는 인지적 접근과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이용자의 정서적 측면, 개인적·사회적 상황

을 다루는 전체적 접근과 아울러 기타 이용자

기반 관점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3. 1 이용자 기반 접근 연구의 고찰

1)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

인지적 접근은 종래의 정보검색연구의 접근

방법, 절차, 기본적 가정에 있어서 상당히 차

이가 있다. D. Ellis는 이런 인지적 접근은 두

가지의 명확한 패러다임을 생성시킨다( Ellis

1992)고 하였다. 그것은 다양한 탐색전략들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연구방법들(예: Cranfield 연구)을 사용하는

물리적 패러다임과 이용자들의 정보처리 모델

들과 이러한 모델들을 따라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한 연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

지적 패러다임이다. Sugar(1995)에 의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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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접근 연구는 인지적 패러다임과 정신적

모델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지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인지적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Allen(1991)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Allen은 세상, 시스템, 업무, 그리고 영역 지식

사이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개념적, 업무, 시각

적, 그리고 언어적 지식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

하였으며, 일반적이며 특수한 인지적 과정, 능

력, 스타일 등을 연구하였다. B. Allen과 G.

Allen(1993)은 정보검색 전문가들과 학생들

사이의 논리적, 언어적 이해, 그리고 지각속도

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높은 논리적 및 언어적

능력을 위한 전문가 모드와 이러한 능력은 낮

지만 높은 수준의 지각속도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초보자 모드로 나누어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중요한 인지적 요소인 이용자의 시각

화 기술에 관한 연구로는 M. Sein 등(1993)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Sein 등은 주제에 대한

높은 시각화 능력이 학습에 있어서 성공의 중

요한 지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일부 정보검색 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의

탐색을 회화적으로 디스플레이하기를 제안하

였다.

인지적 패러다임 연구에서 또 다른 연구영

역인‘개인적 차이점’이라고 불리는 인지적 스

타일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영

역의연구에서C. H. Fenichel(1981)은경험있는

온라인 탐색자와 초보의 온라인 탐색자의 탐

색성취도를연구하였으며, T. Bellardo(1985)는

탐색성능이 특정한 인지적 혹은 개인적 특성

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

L. Borgman(1986)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목록

과 정보검색시스템을 대할 때, 탐색의 기계적

측면(예, 구문론)에 대한 지식과 개념적 측면

에 대한 지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검색

지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최근에는 이용자의

인지적 학습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Ford, Wood & Walsh 1994). E. Logan

(1990)은 초보 탐색자들의 인지적 스타일들과

5가지의 온라인 행동의 척도들(탐색 반복, 탐

색 명령어, 사용된 디스크립터, 탐색 시 접속

시간, 탐색 시 프린트된 참고자료의 수) 사이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Logan은 정보검색

시스템들의 모든 이용자들의 인지적 스타일은

동일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Borgman

(1989)같은 사람은 기술적 재능을 가진 이용

자용과 그렇지 못한 이용자용인 두 개의 상이

한 정보검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를 주장하

고 있다. 또한 T. Jacobson과 D. Fusani

(1992)는 사전 컴퓨터 경험은 다만 적합문헌

검색에 기여하지만 주제지식은 검색성공에 기

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지적 패러다임에 초점을 둔

여러 유형의 연구들은 논리적 추론능력, 시각

화 기술, 인지적 스타일 같은 대부분 한 두 가

지의 인지적 특성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이용자 특성을 통

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인지적 특

성 확인에 대한 연구의 방법도 적합문헌의 숫

자나 탐색행동의 척도와의 비교 같은 정량적

인 방법 외에도 인지적 모델의 도출 등과 같

은 정성적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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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모델에 관한 연구

정신적 모델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스타일

연구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정신적 모델에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Pitts 1994). 첫 번째 유형은 전자적 정보검

색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 유형은 정

보탐색행동과 정보자체에 대한연구이다. 

전자적 정보검색시스템과 정신적 모델에 관

한 연구는 이용자의 정신적 모델과 전자적 정

보검색시스템을 탐색하는데 있어서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로 상당히 많은 도서관

및 정보학 연구가 정신적 모델 이론에 근거하

여 이용자와 전자적 정보검색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미는 최

종이용자들의 정신적 모델에 대한 이해가 시

스템 설계자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

다는것이다.

정보탐색 과정과 정신적 모델에 관한 연구

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탐

색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행동 특징들을 발견하여 모델화하려는 노력

이다. 

2)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전체적 접근은 정보탐색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육체적 및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이다. R. J. Anderson 등(1993)은

효과적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

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Wilson과 Streatfield(1981)는 정보요구는 이

용자와 정보자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L. S.

Vygotsky(1978)의 심리학적 주장과 유사한

데, 이러한 심리학의 유형은 인간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Wilson(1981)은 정보탐색행동의 다양한 동

기들을 통합해서 설명하고 정보탐색행동에 대

한 전체적 접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이

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탐색행동과의 상호관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보탐색

의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에 대해 신속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것은 곧 정보검색 연구자들이 이용자의 육체

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영역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ilson(1997)은 최근

의 연구에서도 정보행동에 대한 다학문적인

전망을 개관하면서 정보행동에 관한 많은 연

구결과들이 효율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정보탐색행동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

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위의 전체적 접근에 의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

체적 접근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피실험

자들의 정서적 영역에 집중하는 연구이며, 둘

째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들, 특히 정보검색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적 및 사

회적 상황에 주안점을 두는 상황이해이론

(Dervin 1993)에 근거한 연구를 들 수있다. 이

용자의 육체적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인체공학

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먼저 정서적 영역의 연구는 이용자의 태도

나 반응과 정서적 행동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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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의 태도나 반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E. G. Summers 등

(1983)과 A. Moneta(1989)를 들 수 있는데

Summers 등은 이용자 태도는 정보탐색행동을

위한 강력한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다. 정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C. Tenopir 등(1991)의 연구가 있는데,

Wilson(1997)에 동의하는 이들은 탐색행동이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물리적 영역들의 결합

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영

역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Tenopir 등은 정서적 영역은 특정 탐색결과들

을 얻기 위한 최종이용자의 노력을 조정하고

탐색을 안내하는 기본적 요소라고 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 이용자의 태도나 반응에 대한 정

서적 연구와의 차이점은 정서적인 기분이나

의견보다는 행동으로 정서적 영역을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 행동과 이용자의 반응

모두는 탐색과정에서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체적 접근 중에서 특히 정서적 영역을 강

조하고 있는 C. C. Kuhlthau(1991)의 ISP

(Inside the Search Process: ISP) 이론은 정보

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정서적 활동

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의해 정립되

었다. Belkin과 Vickery(1985) Saracevic 등

(1987)과 같은 다른 연구자들도 정보시스템에

관한 이용자들의 인식력, 목표, 그리고 믿음은

그들의 정보검색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의 새로운 모델인 구조적 패

러다임으로부터 유래된 상황이해 접근은 1972

년 이후부터 Dervin(1983)의 연구에서 비롯되

었다. 상황이해 접근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들이나 정보시스템

설계자들은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이용자

의 요구를 표준적인 관점이나 시각으로 보아

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용자들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해 이론은 정보를 내적

인지적 과정을 내포하는 무엇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보탐색을 위한 인지적

접근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황이

해 이론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곧 정보이용자

이다. 또한 상황이해 이론은 정보를 주관적이

고, 상황적이고, 전체적이며, 그리고 인지적으

로 본다. 즉, 특정한 환경 속에서 정보의 이해

와 어떻게 정보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떻게 그

것들이 만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용자를 외부정보의 수

동적인 수신자로서가 아니라 변화와 진행과정

속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황이해

이론의 철학적 기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

든 인생상황에서의 불연속성이다. 이러한 불

연속성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 

상황이해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은유

적으로 해석된 상황-격차-이용/도움의 상황이

해 삼각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상황”은 의미

가 구성되는 시공환경을 말하고, “격차”는 동

작에 대한 중지나 장애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인지적 격차는 개인에 의해서 표명된 질문

이나 정보요구로서 작용될 수 있다. ‘격차를

밝히는 것’과‘격차를 연결하는 것’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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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에 대답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곧 인지적 전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용/도

움”은 이러한 인지적 상황의 연결이 있는 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지적 접근과 전체적 접

근 외의 다른 이용자관점의 연구로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와 연계한 행동연구와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3. 2 ‘이용자기반’의 개념 변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용자기반 접근

방법은 주로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목

표로 정보검색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및 행

동적인 측면에 점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

다. 이와 같은 종래의 이용자기반 접근의 초점

은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정보조사행동, 정

서적 영역의 확인, 행동연구, 인터페이스의 유

용성등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원격 정보검색시스템의 이용

이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

자기반 접근방법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

것은 기존의‘이용자기반’의 개념이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정보행동, 지식상태와 이용자

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면, 접근을 주된 패러다임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이용자기반’의 개념은 이러한 이

용자의 특성과 원격 정보검색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상황의 결합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먼저 원격 정보검색

시스템에서의 중개자의 지원역할을 강조하는

Ingwersen(1992)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가진 다양한 지식의 중요성과

개인적 능력을 강조하고 정보검색시스템의 설

계에 있어서 정보검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지식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메커

니즘의 도입을 주장한 Allen(1996)의 연구에서

도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정보서비스모델에관한여러연구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기본적인

정보서비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분산된 이용자

들에게 봉사하는 네트워크화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를위한모델이라할수있다. 디지털환

경에서의새로운정보서비스모델에관한연구

를 살펴보면 먼저 European Commission의

Telematics for Libraries Programme[online]의

네트워크화 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식모

델은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자와 정보검색시스

템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이 지

식자원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을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환경에

서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모델인

MODELS(MOving to Distributed Environ-

ments for Library Service)[online]정보구조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표현의 유연성을 제공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이질적 데이터베이스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또한 이 모델은 도서관을 복잡하고

근원적인 자원발견 서비스들의 차이점들을 감

추고 가능한 절차들이 자동화되도록 데이터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중개자’로서 규정한다

(Dempsey, Russell & Murray 1999). 이 모델

역시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서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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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용자의 지식자원에 대한 접근

을 돕는 정보검색시스템의 중개자 역할의 강

조이다. 또한 미국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

(US Digital Libraries Program)의 일부인

CRADDL(Cornell Reference Architecture

for Distributed Digital Libraries)도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이용자의 정보요구표현

을 돕는 중개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정보서

비스 모델들은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검색시스

템 이용자에게 디지털화 된 지식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중개자로서의 역

할과 이용자의 지식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

근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요구표현을 돕는 기

능의 제공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와 지식베이

스를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격 정보

검색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중개자의 지원

역할이 예전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

한 역할은 시스템이 이용자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관련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지식자원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모델로서는 이용자의 작업공간과 인지

모형 중에서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용자

의 실제 지식상태를 지원하는 Euromath 워크

스테이션모형(1989)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기

반 접근방법은 네트워크화 된 원격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검색을 행하는 이용자

의 정보검색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자의“지식의 확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즉, 원격정보검색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

이용자의 지식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중개자의 지원이 수반되는 시스

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개자

의 지원은 이용자의 요구를 전체적 접근(인지

적 및 사회적 측면)에 의해 면 히 분석하여

정보검색시스템에 반영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

하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이용

자기반’의 의미는“지식의 확장”으로 이해되어

야 하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이용자기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디지털 환경에 적

합한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가장 기본

적인설계원칙으로적용될수있을것이다. 

4.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요소

이용자기반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를 위해

서는 먼저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설계요소들의 도

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요구는 이

러한 다양한 설계요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설계요소의 도출은 정보시스

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연구들로부터

정량적 방법과 이용자기반 개념에 기초한 정

성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4. 1 설계요소의 도출에 관한 관련연구

일반적으로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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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요소의 도출을 위해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기존의 관련 연구

를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 이용자연구는 관찰할 수 있는 변수

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였다. 1960년

대에 처음으로 시작된 유사한 연구들의 목적

은 이용자의 개인적 속성이 그들의 정보검색

행동과 어떻게 상호관련이 있는가를 찾는데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 C. Vickery의 연

구를들 수 있는데, Vickery(1973)는 정보검색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① 환

경 ② 이용자 ③ 메시지 ④ 채널 ⑤ 정보원

등의 5가지의 관찰이 가능한 변수들을 제시하

고 있다. 그 후 R. Fidel과 D. Soergel(1983)은

온라인 서지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소

를 ① 환경 ② 이용자 ③ 요구사항 ④ 데이터

베이스 ⑤ 탐색시스템 ⑥ 탐색자 ⑦ 탐색과정

⑧ 탐색결과 등으로 들고 있는데 Fidel과

Soergel이 제시한 변수들은 Vickery의 변수들

에 비해 다소 진전된 이용자접근 시스템 설계

변수들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Allen(1996)의 시스템설계 모델을 ①

요구분석 ② 작업분석 ③ 자원분석 ④ 이용자

모델링 ⑤ 유용성을 위한 설계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Allen의 5단계 모델은 다음의 A.

Dillon(1994)의 5단계 모델(① 이해관계자

(stakeholder)의 확인 ② 이용자분석 ③ 작업분

석 ④ 열거 ⑤ 프로토타입)과 비교될 수 있는

데, Dillon 모델의 특성은 전자적 텍스트의 이

용자에 기반한 것으로, Allen 모델에 비해 더

실제적인 설계과정으로 특히 이용자 분석과

작업분석에 깊이를 더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이다. 

Allen의 모델과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로 D. E. Mahling(1994)의 6단계 모델(①

목표분석 ② 영역/업무분석 ③ 이용자/집단분

석 ④ 모델형성 ⑤ 시스템 설계 및 완성 ⑥

유용성 검증)이 있다. Allen의 모델과 대비해

볼 때 처음의 5단계들은 유사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유용성 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설계과

정 전과 설계과정 도중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스템 설계 모델이나 구

성요소에 관한 연구들 외에 시스템 설계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정보검색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련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설계의 많은 요

소들이 이용자기반의 관점으로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커뮤니케이션적 요소

와 기능적 요소가 핵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

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내용들은 시스템 설계

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전

체적인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들 중의 하나

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4. 2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

도출

이상에서 언급된 각 선행연구들에서 정보시

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표로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아래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9명의 연구자들은 시스템

설계요소와 인터페이스 설계요소로 ① 정보요

구를 5명, ②이용자 행동을 4명, ③ 이용자 자

원을 7명, ④ 정보원을 4명, ⑤ 시스템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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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8명, ⑥ 디스플레이 형식을 4명이 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모델형

성, 시스템 설계및 완성, 물리적 요소 같은 항

목들도 소수로 나타났지만 그 중 일부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설계요소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설계요소들은 정성적인 측면으로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부 연구자들이 설정한 환경요소는

이용자의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

로 이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그 특성이 반영

되어 있다. 둘째, 정보요구는 이용자들의 요구

목표, 의도, 그리고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용자기반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셋째, 이용자 행동은 정보요구의 충족

을 위해 수행되는 이용자 행동의 분석요소이

다. 이것은 정보요구의 표현에 연관된 것으로

이용자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로 필요

한 요소이다. 넷째, 이용자 자원은 정보업무

완수를 위해 사용되는 이용자의 인지적 및 사

회적 자원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용자

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은 이용자의 다양한 개

인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이 요소는 이용자 자원을 확인

하고 통합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자원의 파악은‘지식의 확장’을 기본 개념으

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기반의 개

념에 적합한 요소이다. 다섯째, 정보원은 이용

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의 유형에 맞추어 제공

되어야하고 네트워크화 된 정보검색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지식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야한다는 점에서 설계요소로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환경

에서 원격 정보검색시스템의 중개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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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보요구

이용자 행동

이용자 자원

정보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디스플레이
형식

모델형성

시스템설계
및 완성

물리적 요소

연구자

설계
요소

o

o

◎

o

o

o

◎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

o

o

o

o

o

o

<표 1> 연구자별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 비교표

◎ 표시는 연구자가 주장한 설계요소들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표시함

시스템 설계요소 인터페이스 설계요소

Vickery
Fidel &
Soergel

Allen Dillon Mahling
Vickery &
Vickery

Hildreth Matth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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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이 요소는‘지식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수

단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일곱째, 디스플

레이 형식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용자와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의 창구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그

외, 일부 연구자들이 설정한 모델형성, 시스템

설계 및 완성 등은 시스템 설계의 과정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의 물리적 요소는 기술적

인 요소로 사람을 주안점으로 하는 이용자기

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요소로는 적합치

않다. 

이와 같은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요소로 ①

정보요구 ② 이용자 행동 ③ 이용자 자원 ④

정보원 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⑥ 디스플레

이 형식 등과 같은 6가지 설계요소들을 도출

할수 있다. 

5. 설계요소별 이용자기반 접근방법

기존 선행연구의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

템의 설계를 위해 도출된 정보요구, 이용자

행동, 이용자 자원, 정보원,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디스플레이 특성 등과 같은 6가지의 설

계요소들은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

계에 수용될 수 있도록 각 요소별로 이용자

기반 접근에 의한 인지적 관점과 사회적 관

점에서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 

5. 1 정보요구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이용자 정보요구

의 분석은 정보시스템 설계의 첫 단계로 정보

시스템의 잠재적 이용자들의 요구목표, 의도,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요

구의 유발요인은 문제해결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해결접근을 위한 정보요구(Allen

1996)는 첫째 문제의 인식, 둘째 대안적인 행

동방침의 확인, 셋째 행동의 방침을 선택하기

위한 대안들의 평가를 위해 발생된다. 그러므

로, 이러한 정보요구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정

보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된다. 정

보요구에 대한 이해는 크게 인지적 관점, 사회

적 관점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있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정보요구는 정보요구를

정의하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지식구조의 역

할과 학습과 해석의 인지적 과정들을 강조하

는 관점이다. 정보요구는 개인의 지식이 부족

할 때, 즉 지식의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 지식

부족은 인식, 대안확인, 혹은 대안선택과 관련

된다. 정보요구는 이용자의 지식이나 인지적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발생되며 이러한 정보요

구는 세상상황을 이해하는 이용자 능력의 격

차에 의해서, 혹은 이용자의 지식상태 의 변칙

에 의해서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

식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보요구는 사회적 상황

이 정보탐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논의에서 비롯된다. 개인과 집단적인 정보

요구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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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은 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정보요

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정보요구를

표현할 때 개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지구조

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정보시스템에게 정보요구를 표현할 때는 그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적 및 집

단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보요구도 인식, 대안적 행동의

확인, 그리고 대안적 행동방침의 선택과 사회

적 영향을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탐색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시스템은 주제지향 및 상황지향의 두 가지 전

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보요구는 많은 상이한 요소

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상이한 요소

들은 정보요구를 나타내기 위해 결합할 것이

다. 결국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점으로 개인과 사회적 변수들을 결합하여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

보시스템의 발전과 설계를 이끌 원칙들을 발

전시키는 근원이며, 이용자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의 기초가 된다. 

5. 2 이용자 행동

이용자 행동분석은 이용자중심 정보검색시

스템의 두 번째 설계요소로서 이용자들이 그

들의 정보요구들을 해결할 때 실질적으로 어

떻게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용자 행동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

나는 이용자들이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시

도할 때, 이용자들에 의해 성취되어야 할 작업

과 그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결

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정보시

스템 이용에 관련된 작업을 확인하고 분석하

는 것이다. 

이용자 작업분석은 이용자의 목표, 의도, 혹

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및

사회적 작업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작업분석

의 일차적 대상은 이용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

보요구의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정보

요구를 표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

의 지식구조들이 영향을 미친다(Allen 1996). 

①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세상에 대한지식

② 언어에 대한 지식

③ 정보제공자의 지식에 대한 지식

④ 상이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식

이러한 4가지 지식자원은 지식격차에 의한

정보요구와 함께 인식의 실패 표현, 대안확인

을 위한 표현, 대안의 평가를 위한 표현 등과

같은 정보요구의 개인적 표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용자 행동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종류의 정보요구의 표

현에 활용되는 지식자원들을 인지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정보요구의 표현에 활용

되는 지식자원은 인식의 실패 표현, 대안확인

을 위한 표현, 대안의 평가를 위한 표현의 과

정 속에활용되고 있다. 

인식의 실패에 따른 정보요구 표현단계인

① 전문가 물색 ② 전문가에게 접근하기 ③

문제점 확인 ④ 도움 요청하기 등의 단계 중

인지적 관점에서 관찰해야할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 문제점 확인 단계와 도움 요청하기 단

계이다. 문제점 확인의 단계는 정보요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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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세상에 대한 지식자원과 연관된다.

도움 요청하기의 단계는 언어에 대한 지식자

원과 접하게 관련되는데, 이것은 질문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언어공유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확인을 위한 정보요구의 표

현에 있어서 대안확인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

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것은 결국 인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정

보요구가 발생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연관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모든 대안들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특수한 실용적 상황에서 대안을 평가

하고 선택할 때, 바로 전 단계의 대안확인을

위해 요구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요구

한다. 이럴 때 대안의 평가를 위한 정보요구

가 표현된다. 

사회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할 정보요구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구조는 앞에서 언

급한 정보제공자의 지식에 관한 지식과 상이

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다. 사회적 관점

에서의 정보요구의 표현에 활용되는 지식자원

도 역시 인식의 실패 표현, 대안확인을 위한

표현, 대안의 평가를 위한 표현의 과정 속에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단계는 앞에

서 언급된 인식의 실패에 따른 정보요구의 표

현단계들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전문가의 물

색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에 대한 접

근 단계이다. 전문가의 물색은 정보제공자의

지식에 대한 지식자원과 연관된다. 물론 이 때

의 정보제공자는 물리적인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에 대한 접근 단계는 정보제공자

를 확인하고 나서 정보제공자에게 접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지

식자원과 연관된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관습

이나 제약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인식의 실

패에서처럼, 대안확인에도 정보요구를 발생시

키는 상황에 대한 공유된 실용적 지식은 중요

하다. 그러므로 대안확인을 위한 질문은 정보

제공자가 이해하는 특별한 인생상황과 맥락을

같이 할 때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평가

를 위한 정보요구의 표현에 있어서도 정보제

공자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의 정보제공자는 그 주제영역의 아주 발

전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실용적 상황에 대

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자의 지식에 대한 지식은 이런 종류의 정

보요구 표현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러

한 정보제공자는 정보시스템 내의 사람일 수

도 있지만 특정의 정보원이 될수도 있다. 

5. 3 이용자 자원

이용자의 목표, 의도 그리고 목적을 충족시

키는데 포함된 작업들을 분석하고 난 후, 이제

는 어떤 이용자 자원들이 그 작업에 이용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 자원은

정보업무를 완수하는데 채용된 인지적 및 사

회적 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적 차이도 포

함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정보업무의 성공적

인 완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보

검색시스템의 초보이용자들의 정보업무는 인

지적인 자원들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자원들까

지도 영향을 미친다(Tenopir 1991). 정보업무

완수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은 업무를 완수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개인적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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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업무를 용이하게 만드는 능력(개인적

차이) 등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Allen

1996). 

인지적 관점의 이용자 자원 중 개인적 지식

자원은 정보요구를 표현하는데 중요하다. 지

식자원들은 알게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탐색업무에 채용된

지식구조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의 결과로 지식기반을 채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이용자기반 관점에서 본 지식기반이나 전문가

시스템의 문제점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기호화

하여 채용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정보시

스템은 비전문적인 이용자들의 지식구조와 전

문가들의 지식구조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또한 초인지 영역내의 상이한 지식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Allen(1994)은 실제적인 지식은

인식된 지식에 비해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동

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것은 주제나 영역의 지식(사실적 지식)이 정

보관련업무들의 지식(절차적 지식)보다 더 중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작업에 관련

된 절차적 지식인 하이퍼텍스트 모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검색시스템에 관한 경험은 탐색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외적작

업과 이를 완수하기 위한 지식이 이용자 행동

과 시스템 유용성을 결정하는데 보다 중요하

다는 것을말해준다. 

정보업무들을 완수하기 위한 또 다른 지식

자원은 업무를 용이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개인적 차이로 이용자들의 능력, 스타

일, 그리고 선호도를 포함한다. 이용자기반 정

보검색시스템 설계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차이는 정보탐색에 영

향을 미치며 시스템의 설계에 관련된 기본적

인 사항이다. 개인적 차이는 대인 커뮤니케이

션, 정보행동, 인지적 스타일에서 각각 나타난

다. 이 중에서 정보행동과 인지적 스타일에서

의 개인적 차이점이 인지적 관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인지적 스타일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상이한 인지적

스타일을 가진 이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가장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시스템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Ellis 1993)는 주장이

있다.

사회적 관점의 이용자 자원인 사회적 지식

은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이다. 이 지식은 개인의 지식보다 뛰어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된

사상이다. 정보탐색과 정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식은 스테레오타입이 하나

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한 예로

는 정보탐색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

트워크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고 도의 사회

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

람들에 비해 정보를 덜 찾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입력사항으로서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이 중에서 사

회적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항

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적 차이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사회적 관점의 정보요

구에 관련된다. 

이상에서 지식과 사람들의 정보업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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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기술, 선호도 그리고 능력에는 차이

점이 있으며 이용자들은 상이한 수준의 자원

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준의 지식이나 인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상이한 전략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스템 이용

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을 통합하여 모델화

시켜야 한다. 이런 일련의 모델은 정보시스템

설계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정보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5. 4 정보원

이용자의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요구는 적합한 정보원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원의 선택은 정보요구의 표

현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원과 정보탐색자 사

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한가지 정보원이나 또 다른

정보원으로부터의 불만족의 결과로서 한가지

정보원 이상을 탐색한다(Stein 1981). 또한

정보탐색의 기본적인 조건은 일부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의 부재는 정보탐색을

억제할 것이며, 혹은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

이다(Wilson 1997).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잠재적 정보원을 확인

한 후 정보요구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때 이

용자의 인식이나 정보원의 모델은 그 정보요

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한 정보원은 인

적 정보원이 될 수도 있으며 참고도구나 서지

적 서비스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대안

적 정보원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사실상 정보

요구의 다양한 대안적 표현을 생각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설계자들은 1차적으로는 이용자

의 문제해결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정보원을

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며 2차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정

보원들을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먼저, 문제해결의 유형별 정보원들을 언급

해보면, 인식의 실패에 대한 정보요구는 전문

적인 정보원으로서 서지적 정보원이나 개인적

인간 전문가들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원들

은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는 분류적이며 협

력적인 네트워크로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안확인을 위한 정보요구에 적절한 정

보원으로는 백과사전이나 텍스트, 입문서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백과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를 위한 전문탐색을 할 수 있는 텍

스트나 백과사전형태의 정보원들도 포함되어

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주제들은 트랜잭션 로

깅의 기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대안의 평가를 위한 정보요구에 적절한 정

보원으로는 리뷰논문이나 많은 연구결과들을

결합하는 메타분석 정보원들을 들 수 있다. 또

한 특별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문헌들의 문단

이나 섹션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

은 벡터공간 검색방법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 전문

가와 연결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보원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대안적 정보원들의 선택

이다. 정보기술은 이제 다양한 정보원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전

문 정보원 외에 다른 많은 정보원들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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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만들어져야 한

다(Marchionini 1992). 정보사회의 발전과 문화

적 다양성에 기인한 그래픽과 비디오의 중요

성 증대는 정보시스템이 다루는 정보원에 대

한 특별한 관심을 요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보

시스템은 이제 다양한 업무를 위한 특별한 유

형의 정보원이나 인터페이스, 중개자의 모음

같은 온라인 정보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

고 그러한 정보원들이 서지 및 전문 정보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결정하여 최종이용자 접근과

이용을 가장 잘 지원하는 표현전략이 무엇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5. 5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이용자기반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이용자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이용의 핵심이며, 피드백을 이용하

는 능력과 경험적 문제해결 과정에 필수적이

다. 이러한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정보

요구의 인식과 표현에서 시작된다. 상호작용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추가적인 업무

들이 발생한다. 이 업무들은 정보요구의 표현

에서 언급된 Norman(1986)의 시스템과의 상

호작용에 있어서‘실행’과‘평가’의 두 종류

의 깊은 틈 중의 두 번째 종류인 평가의 틈과

접하게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정보요구의 표현을

통해 시스템으로부터의 응답을 이끌어 낸다.

이제 이용자는 이 응답을 스캐닝, 평가, 학습,

계획의 4가지 업무를 통해 다루어야 한다

(Allen 1996). 이러한 4가지 업무는 이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시스템으로부터의 응답을 다루는데 있어서

첫 번째 업무는 스캐닝이다. 스캐닝 작업의 목

적은 어휘를 선택하고, 적당한 텍스트나 텍스

트 표현을 확인하고, 혹은 네비게이트를 위한

적절한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캐

닝은 다양한 인지적 자원들이 영향을 미치며

정보시스템에 의해 표현된 자료의 스캐닝 작

업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응답은 텍스트, 그래픽 요소를 담은 문헌, 전

자적 문헌형태로 나눌수 있다. 

다음 업무는 표현된 정보의 잠재적인 유용

성에 대한 평가이다. 이용자는 정보시스템이

응답하는 것을 스캐닝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

에 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때때로

시스템은 정보요구를 재정의하거나 정보탐색

을 재지시하는 어휘를 표현하게 되는데, 어휘

의 이런 관계가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하나

의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문헌들을 표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헌들은 정보요구에 대한

적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정보

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평가로부터의 학습업무이

다. 학습은 문제해결과정의 중심이다. 사람들

은 채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학습하고 행동의

방침을 선택하여 그러한 대안들의 결과에 대

해 배운다. 분명히, 학습은 정보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완수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작업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학습업무는 정보

요구의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

는 정보요구를 다시 표현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하며 정보요구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발

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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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무는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추가

적인 행동방침의 전개를 위한 계획업무이다.

계획수립에 채용된 자원들은 스캐닝, 평가, 그

리고 학습의 상황에서 논의된 것들과는 다소

다르다. 여기에서 채용된 지식자원들은 주제

에 대한 지식과 정보요구의 상황에 추가하여

스크립트와 경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

이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다가 지식과 능력의 이런 결합은 이용

자기반 정보시스템 설계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5. 6 디스플레이 형식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시스템으로부터의

디스플레이와 이용자로부터의 입력의 형식으

로 나타난다. 즉, 디스플레이 형식은 또 하나

의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이다. 

물론, 이용자인터페이스의구성요소에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그 구성요소가 무

엇인지에대한정설은없다. Matthews(1985)는

명령어, 접근점, 탐색역학, 온라인이용자조력

및 디스플레이 포맷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였고, Hildreth(1985)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 중에서 대화방식과 기법, 상호작용

언어의 명령어, 프롬프트, 메시지, 디스플레이

포맷, 접근점 등이 특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결국 이용자와 시

스템간의 효과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며, 그

상호작용은 항상 시스템이 제공하는 스크린상

의 표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는 것

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하는 구성요소는 시스템으로부터의 디스

플레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

이 형식은 디스플레이의 표현에 있어서의 특

성, 상호작용 모드, 그리고 이용자조력메시지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Shaw

1991). 

6. 이용자 요구 조사 및 분석

지금까지 이용자기반 개념에 의해 도출된 6

개의 설계요소를 이용자기반 접근에 의한 인

지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

존의 정보검색시스템에 대한 대학도서관 이용

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

용자들의 반응은 본 연구의 목적인 이용자기

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이

용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6.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은 서울시내 소재의 3개 대학과 지방의 1

개 대학에 재학중인 무작위로 추출된 4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

용자 중심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의 이론적 연

구를 근거로 도출된 시스템 설계요소별로 구

성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3%로

나타났다. 설문지(부록 참조)는 일반사항 6문

항, 6개 시스템 설계요소별 이용자 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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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태도

측정의 대표적인 척도인 리커트(Likert)의 합

산평정척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서열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집된 설문

지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등간척도

의 경우 아주 많다고 응답한 경우를 1점으로

하여 1점씩 차이를 두어 5점까지 배점하여 분

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66으로 나타나 신뢰

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6. 2 설문문항의 구성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를 위한

이용자 요구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도출된

설계요소를 근거로 해당요소별로 이용자기반

접근에 의해 총 7부 58개항의 설문문항를 구

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일반사항과 총 6

부의 이용자 요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6. 3 조사결과 분석

이상과 같은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분

석결과에 따라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설계요소별 이용자 요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문헌상의 이용

자접근에 의한 세부적인 시스템 설계원칙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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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4문항)

이용자 행동(11문항)

이용자 자원(7문항)

정보원(9문항)

시스템과의 상호작용(11문항)

디스플레이 형식(10문항)

-

0.42

0.24

0.51

0.53

0.37

0.66

<표 2>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

측 정 변 수 Cronbach’s Alpha(신뢰성 계수)

측 정 변 수

일반사항

이용자 요구

측 정 내 용

성별, 학년, 전공, 정보검색 시스템 사용경험,
주로 사용하는 정보검색시스템과 사용빈도

정보요구의 분석

이용자 행동 분석

이용자 자원 분석

정보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디스플레이 형식

문항번호

1-6

7-10

11-21

22-28

29-37

38-48

49-58

문항수

각 1문항

4

11

7

9

11

10

비 고

6문항

52문항

<표 3> 설문지의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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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

이용자 행동

이용자 자원

정보원

개인적인 이유에서 발생

대안적 행동방침의 확인

문제의 인식

행동방침의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

정보요구 표현의 어려움

정보요구 진술의 제약 인식

낮은 전문지식 수준

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차적 지식(논리
연산자, 하이퍼텍스트 모
델에 대한 지식, 정보검색
시스템 사용경험 등)

개인적 차이의 존재

문제해결관점에 따른 정보
요구의 발생

정보의 용도

1순위 정보요구

2순위 정보요구

3순위 정보요구

·이용자 지식구조
와 전문가 지식구
조의 연결이 필요

·충분한시스템지원

·분주한 참고데스
크의 해소

·전문가의지원확보

·이용자 자신의 지
식을 사용한 질문
을 통해 정보검색
이 가능하도록

·백과사전(상호참조
와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유용하다

·서지 정보원

·성과의 질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집중

·현존하는 지식에 대한 라벨을 수용

·관심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의 허용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학습시항과 기존 지식과의
의미적 연결을 모색

·분류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네비게이션, 하이퍼텍
스트 구조의 채택(브라우징의 구현)

·전문가와의 상호작용방법 모색 필요

·라벨이 의미하는 것을 정의

·현존하는 지식에 대한 상세한 진술의 수용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구성과 요약

·벡터공간 모델의 사용 고려

·특정 주제 및 정보요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의 확보

·정보요구와 이용자 상황에 정통한 정보제공자를
매치시키는 메커니즘의 확보

·이용자의 언어적 지식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의
확보

·정보요구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약의
해소책 마련

·전문가들의 지식구조와의 연결의 모색

·이용자 지식의 범주화를 통한 시스템 메뉴의 구성

·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장치독립적
인 외적업무에 종속시킬 필요

·개인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형
태의 정보시스템 설계가 필요

·대안적 행동방침의 확인에 적합한 정보원의 수용

<표 4> 대학도서관 이용자 요구 및 시스템 설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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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디스플레이
형식

문제해결관점에 따른 정보
요구의 발생

적합한 정보원의 부재

인적 정보원에 대한 요구

텍스트와 그래픽의 혼용
표현의 선호

특정 위치의 데이터
요소 확인 경향

주관적인 평가의 선호

기본적인 서지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의 요구

새로운 지식의 획득

정보의 우연한 발견에 대
한 선호

1차적 탐색결과로부터 2차
적 탐색전략 획득의 어려움

하이라이팅, 컬러, 아이콘,
윈도우 표현, 마우스를 이
용한 작업공간 요구

메뉴방식의 선호

도움말의 미사용과 도움정
보 획득의 실패

·사전류

·인간 전문가

·리뷰논문

·메타분석자료

·학술정보원의 전
자화 요구

스캐닝

평가

학습

계획

디스플레이 특성

시스템의 상호작용
방식

이용자 조력

·문제의 인식에 적합한 정보원의 수용

·행동방침의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에 적합한
정보원의 수용

·정보원의 접근 가능성의 증대

·전자화 된 정보의 확충

·인적 정보원의 확보와 전자적 연결

·이용자의 인지적 부담의 최소화

·중요사항들이 먼저 표현되도록 조직

·일관성 있는 문헌의 섹션별 들여쓰기 채택

·요약이나 안내정보의 선행 표현

·표현된 자료들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가 용이하도록

·평가에 유용한 데이터를 부각시키는 자료 표현방
법의 채택

- 향상된 색인 작성, 누적이용자 공급의 색인작성
등의 고려

·표현된 자료들로부터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
작업에 연관된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
강구

- 개요와 지식지도의 제공

- 정보원을 동반하는 내용목차나 설명용 교육의
제공

·학습 용이화를 위한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의 채용

- 이중부호화의 고취, 복수의 정보표현방법 제공

·폭넓은 탐색과 주제들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는
정보표현 형식 선택

·정보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개별적 업무들의 순
서의 상기 필요

- 다수의 이용자 스크립트와 정보조사 로드맵의
확충

·시각적 명쾌함과 가독성의 강조 필요

·비언어적 설명방법 채용

·메뉴방식의 인터페이스 채택

·상호작용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경험있는 이용자를 위한 직접조작 인터페이스의
채용

·이용자 교육적인 특성,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특
징, 도움말의 접근성, 메시지의 내용과 디스플레
이 특징을 이용자 관점에서 고려

카테고리 이용자 요구 비고시스템 설계 원칙



7. 결 론

이상과 같이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

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인 이용자

요구를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설문조사를 통

해 면 히 조사·분석하였다. 이용자기반 정

보검색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이용자 요구에

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

을얻었다. 

첫째, 이용자와 지식베이스를 사용하는 원

격 정보검색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중개

자의 지원역할이 예전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

는 디지털 환경에서의‘이용자기반’은“지식

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

스템은 이용자의 특성과“지식의 확장”에 초

점을 맞추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중개자의 지

원을 수반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정보요구, 이용자 행동, 이용자 자원, 정

보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디스플레이 특성

등과같은 6가지의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이용자 요구는 이용자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도출된 6개의 설계요소

별로 인지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되었으

며,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이용자 요

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요구

대학생들의 정보요구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

유에서 발생하며, 정보의 용도는 대안적 행동

방침의 확인, 문제의 인식, 행동방침의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도서관의 정보검색시스템이 도움이 못되는 주

된 이유로는 탐색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필요

한 자료가 전자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이용자 행동

대학생들은 정보요구를 시스템에 표현할 때

나 전문용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이러한 경우 정보요구의 표현을 도와줄 전

문가와 탐색용어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수단

이나 도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아울

러 도서관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항

상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3) 이용자 자원

대학생들의 전문지식 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문용어의 사용

이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았

다. 정보검색시스템 사용 시 대학생들은 논리

연산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하

이퍼텍스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았다. 

4) 정보원

대학생들은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원을 명확

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검색목적에 부합한

정보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의 내용표현에 있어서 내용의 관

점이나 용도표시의 필요성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적 정보원의 필요성과 이들

과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결을 선호하고 있

다. 아울러 전문적인 학술자료에 대한 전자화

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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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텍스트와 그래픽을 혼용한 표현형식을 가장

선호하고, 탐색결과의 확인은 특별한 위치의

데이터 요소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많았다. 탐

색결과의 적합성 평가는 주관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주제의 요

약, 색인, 내용목차 등)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메시지를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정보탐색 시 정보의 우연한 발견도 다소

기대하고 있다.

6) 디스플레이 특성

응답자들은 디스플레이의 특성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팅, 컬러, 아이콘, 윈도우 표현, 마우스

를 이용한 작업공간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

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의 방식은

메뉴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용자조력

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은 도움말을 거의 사용

하지 않으며 도움말로부터의 도움도 거의 얻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이용자기반’

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은 앞으로의 이용

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의 기본원칙의 설

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이용자

요구 모델과 이에 따른 설계원칙들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각 대학에서의 정보검색시스템의

구축과 디지털 도서관의 설계 및 구축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이용자를 염

두에 둔 시스템의 구축이라면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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