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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takes a user-centered approach to define relevance, the core concept in information retrieval. The 

literature on relevance has identified numerous factors affecting such a judgment. We examined the model of user 
relevance judgment tha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relevance criteria and different types of relevance 
with information search task. We consider 7 criteria of user relevance－topicality, novelty, reliability, understandability, 
specificity, richness, and interest－and 3 type of user relevance－cognitive relevance, situational relevance, and 
affective relev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emi-controlled survey and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topicality and reliability were found to be the essential relevance criteria in all information 
retrieval tasks. In the fact search task, topicality, reliability, novelty, richness, and interes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roblem solving search task, topicality, reliability, understandability, and specific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decision making search task, topicality, reliability, novelty, understandability, richness, 
specificity, and interes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ypes of user relevance 
were determined. This research mad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information retrieval by 
identifying a definite model of user relevance judgment.
Keywords : relevance, user-centered relevance, relevance judgement, relevance evaluation, information search task

요 약

본 연구는 정보검색의 핵심 개념인 합성을 사용자 심 에서 근한 연구이다. 합성에 한 기존 

연구들은 합성 단에 향을 주는 다양한 기 들을 정의해 왔다. 본 연구는 합성 유형별로 사용자가 
합성을 단하는 기 과 합성 유형 간의 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연구함으로써 사용자 심 합성 

단 모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7개의 사용자 합성 단 기 －주제성, 신선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특수
성, 구체성, 흥미성－과 3가지의 사용자 합성 유형－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을 고려하 다. 
이를 학생 사용자들을 상으로 검색 과제 수행 후 설문에 답하는 반 제어(semi-controlled) 설문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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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주제성, 신뢰성은 모든 검색 과제에 
요한 합성 단 기 이었고, 과제 유형별로 볼 때 사실 검색 과제에서는 주제성, 신뢰성, 신선성, 구체성, 
흥미성이,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주제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특수성이,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주
제성, 신뢰성, 신선성, 이해가능성, 구체성, 특수성, 흥미성이 합성을 단하는 주요 기 들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합성 유형들 간의 계도 실증 으로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합성 단 기 과 

합성 유형 간의 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구체 인 사용자 심의 합성 단 모형

을 확립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합성, 사용자 심 합성, 합성 단, 합성 평가, 정보 검색 과제

1. 서론

인터넷의 발 으로 많은 정보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의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게 되

었다. 그러나 이 게 넘쳐나는 정보들은 결과 으로 

사용자들에게 압감을 느끼게 하는 정보 과부하 

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 수많은 데이
터 속에서 합한 정보를 찾는 것은 건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더 어려운 일

이 되어 가고 있다.2) 정보검색의 주요 목 은 합한 

문서를 찾아주는 것으로, 합성은 정보 검색의 핵심 

개념이다. 정보 검색 분야에서 합성은 시스템 심 
합성과 사용자 심 합성으로 크게 분류되어 연

구되어 왔다.3) 기의 합성은 정확률(precision)과 
재 률(recall)과 같은 시스템 심의 개념으로 논의되
었다. 그러나 시스템 심의 합성만으로는 부족하
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합성 개념에 한 논의가 

재기되었다.4) 그리고 사용자 심 의 연구가 활

발해 지기 시작했다.5) 사용자 심 에서 합성

은 다차원의 인지  개념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인식

1) Wurman, R. S. (1989) Information Anxiety. New York: 
Doubleday.

2) Koll, M. (2000). Track 3: Information retrieval,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2), at 
http://www.asis.org/Bulletin/Jan-00/track_3.html.

3) Schamber, L. (1994). Relevance and information behavior. In 
M.E. Williams(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ARIST), 3-48. Medford, NJ: Learned Information, 
Inc. 

4) Saracevic, T. (1975). Relevance: A review of and a 
framework for the thinking on the notion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 321-343. 

5) Cosijn, E., & Ingwersen, P. (2000). Dimensions of relevanc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 36, 533-550. 

과 정보 이용자의 정보 요구 상황에 상당 부분 의존

한다. Saracevic(1996, 2007)은 합성을 시스템 합

성, 주제 합성,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합성을 사용자 심 합성에 해당하는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으로 구분하여 합성 유형
별 합성 단 기 , 합성 유형간의 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합성 개념에 
보다 구체 으로 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2. 이론  배경

사용자 심 에서 합성은 다차원의 인지  

개념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인식과 정보 이용자의 정

보 요구 상황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6) Saracevic(1996, 
2007)은 이에 해 합성을 시스템 합성(system 
relevance), 주제 합성(topical relevance), 인지 합성
(cognitive relevance), 상황 합성(situational relevance), 
정서 합성(affective relevance)의 5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 다.7)8) 시스템 합성은 검색어와 문서 간의 유
사도를, 주제 합성은 검색어와 문서의 주제와의 
합성을, 인지 합성은 문서가 정보 이용자의 지식 상

6) Borlund, P. (2003). The concept of relevance in I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10), 913-925.

7)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2) 
(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8) Saracevic, T. (2007). Releva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framework for thinking on the notion in information 
science. Part II: Nature and manifestations of releva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 19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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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인지 인 정보 요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정서 합성은 문서가 사용자의 의도나, 목 , 정서  

상태나 만족도에 부합하는지를, 상황 합성은 문서
가 상황이나 과제의 문제에 얼마나 잘 합한지를 가

리킨다. Saracevic의 5가지 합성 유형은 합성의 다
차원  속성을 명시한 최 의 합성에 한 반

인 고찰로 볼 수 있으며 재까지 가장 포 인 

으로 인정되고 있다.9) 
합성에 한 주요 연구 주제  하나는 사용자 

합성 단 기 이다. 즉 사용자가 문서가 합한지 
아닌지를 단하는 기 들이다. 이에 해 기존 연구
에서는 인터뷰와 같은 질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기

들을 연구해 왔다.10)11) 이를 통해 신선성, 신뢰성, 
주제성 등과 같은 합성 단 기 들이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 질  연구로써 아직까지 명확

하게 합성 단 기 이 정의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사용자 합성 단 기 에 해 Xu와 Chen(2006)

은 Grice의 커뮤니 이션 이론에 기반하여, 검색과제 
수행후 설문에 답하는 반제어 설문이라는 통계  방

법으로 합성 단 기 을 연구하 다.12) 이들은 
합성 단 기 을 주제성, 신선성, 신뢰성, 이해가능
성, 범 의 크게 5가지로 분류하 다. 이  범 를 

제외한 4가지 기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특히 주제
성과 신선성이 요한 기 으로 밝 졌다. Xu(2007)는 
후속연구로 비 문제 해결 상황에서의 합성 단 기

을 연구하 다.13) 여기에서 Xu(2007)는 이  연구

인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상황 합성이, 비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인지 합성과 정서 합성이 작용할 것

이라고 제하 다. 그러나 기존 이론에 따르면 합

9) Toms, E. G., O’Brien, H. L., Kopak, R., & Freund, L. 
(2005). Searching for relevance in the relevance of search. In 
F. Crestani & I. Ruthven(Eds.), Proceedings of Four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 2005) ,59-78. Amsterdam: Springer.

10) Park, T. K. (1993). The nature of relevance in information 
retrieval: An empirical study. Library Quarterly, 63, 318-351. 

11) Barry, C. L., & Schamber, L. (1998). Users’ criteria for 
relevance evaluation: A cross-situational comparis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 34, 219-236. 

12) Xu, Y., & Chen, Z. (2006). Relevance judgment - What do 
information consumers consider beyond topic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7), 961-973. 

13) Xu, Y. (2007). Relevance judgment in epistemic and hedonic 
information search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58(2), 179-189.

성 유형들은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

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14)15) 
본 연구는 이러한 합성 유형들간의 계가 어떠

한지, 합성 유형에 따른 합성 단 기 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보 검색 과제는 이에 어떤 향
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3.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는 합성 단 기 과 합성 유형의 계

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알아보았다. 합성 유형으로 

Saracevic(1996, 2007)의 합성 유형  사용자 심 
합성에 해당하는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을 고려하 다. 이는 Xu와 Chen(2006), 그리고 

Xu(2007)의 연구에서 고려한 합성 유형들이기도 하
다. 그리고 합성 단 기 으로는 Xu와 Chen(2006), 
그리고 Xu(2007)이 정의한 5가지 기 －주제성, 신선
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특수성－외에 구체성과 흥미
성을 추가로 고려하 다. 이는 사  연구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합성 단 기 들이다. 상당수의 합
성 단 기  연구들이 질  연구이고, 상황에 따라 
합성 단 기 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 통합 검색 환경에서의 합성 단 기 을 알아

본 것이다. 이 기 들은 기존 주요 합성 단 연구

들16)17)18)19)에서 정의된 기 을 기반으로 해서 추출

되었고, 부분 기존 연구에서 밝 진 합성 단 기

14)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2) 
(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15) Borlund, P. (2003). The concept of relevance in I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10), 913-925.

16) Schamber, L., & Bateman, J. (1996). User criteria in 
relevance evaluation: Toward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scale.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3, 218-225. 
Medford, NJ: Information Today.

17) Barry, C. L., & Schamber, L. (1998). Users’ criteria for 
relevance evaluation: A cross-situational comparis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 34, 219-236. 

18) Choi, Y., & Rasmussen, E. M. (2002). Users’ relevance 
criteria in image retrieval in American history.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8, 695-726.

19) .Savolainen, R., & Kari, J. (2006). User-defined relevance 
criteria in web searching. Journal of Documentation, 62(6), 
6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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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 요인들 즉, 합성 

단 기 과 사용자 합성 유형이 표 1에 정리되어 있
다.

표 1. 구성 요인 개념 정의 

이러한 합성 단 기 과 합성 유형에 해, 선
행 연구들을 근거로 각 구성요인간의 계에 한 연

구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1. 합성 단 기 과 합성 유형의 계

주제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언 된 합

성 단 기 이다.20)21) 주제성은 합성의 기본 조건

20) Schamber, L., & Bateman, J. (1996). User criteria in 
relevance evaluation: Toward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scale.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3, 218-225. 

으로 정의되기도 하 다.22) 이를 근거로 주제성은 인
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 모두와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1：주제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2：주제성은 상황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3：주제성은 정서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인지 합성은 문서가 사용자의 지식 상태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일컫는다.23) Saracevic(1996)은 
인지 합성을 문서가 사용자의 지식에 인지 으로 

부합하는지와 문서의 정보성으로 규정지었다. 한 

문서는 사용자가 본인의 지식수 에서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24) Cosijn과 Ingwersen(2000) 한 

인지 합성을 정보성과 신선성, 그리고 인지  부합

(cognitive corresponce)등으로 정의하 다.25) 이를 근거
로 신선성과 이해가능성이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4：신선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5：이해가능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신뢰성은 정보 는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Medford, NJ: Information Today.  
21) Wang, P., & Soergel, D. (1998). A cognitive model of 

document use during a research project: Study I. Document 
sele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2), 115-133.   

22) Greisdorf, H. (2003). Relevance thresholds: A multi-stage 
predictive model of how users evaluate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9, 403-423.    

23) Howard, D. L. (1994). Pertinence as reflected in personal 
construc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3), 172-185   

24)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2)(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25) Cosijn, E., & Ingwersen, P. (2000). Dimensions of relevanc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6, 5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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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말한다. 특히 신뢰성은 내용의 정확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주제성과 함께 요하게 언 되어 온 

합성 단 기 이다.26) 기존 합성 단 기  연구

들에서는 신뢰성과 련하여 권 (authority)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하 다.27) 를 들면 권  있는 자 

는 출처 등이다. Wilson(1983)은 권 를 스스로 

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향을 받는 인지  권

(cognitive authority)와 특정 치에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지되는 리  권 (administrative authority)
의 2가지로 구분하 다.28) 정보 검색에서의 권 는 

주로 인지  권 를 말하는 것이다.29) Wilson(1983)은 
인지  권 는 신뢰성과 련 있다고 하 다. Wilson
은 “권 는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983, p.15)라고 하 다. 
Rieh와 Belkin(1998) 한 합성 단 기 에 있어 권

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한 합성의 주요 단 기 으로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 모두와 정 인 계를 가질 것이

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6：신뢰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7：신뢰성은 상황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8：신뢰성은 정서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Saracevic(1996) 그리고 Cosijn과 Ingwersen(2000)은 
인지 합성을 사용자의 지식에 인지 으로 부합하는

지 외에 정보성으로도 정의하 다. 사용자가 문서의 
정보성을 인지하는 데는 문서의 구체성 즉 내용의 충

26) Xu, Y., & Chen, Z. (2006). Relevance judgment - What do 
information consumers consider beyond topic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7), 961-973.    

27) Spink, A., Greisdorf, H., & Bateman, J. (1998). Examining 
different regions of relevance: From highly relevant to not 
releva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Columbus, OH, 3-12. Medford, NJ: 
Learned Information, Inc.    

28) Wilson, P. (1983). Second-hand knowledge: An inquiry into 
cognitive authorit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9) Rieh, S.Y., & Belkin, N.J. (1998). Understanding judgment 
of information quality and cognitive authority in the WWW. 
Proceedings of the 61st ASIS Annual Meeting, 35, 279-289. 

실함, 다양함, 상세함 등이 직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구체성이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하 다.

H9：구체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상황 합성은 유용성, 가치, 효용성, 즉 실용 인 

에서 사용자의 과제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유

용성으로 정의한다.30) 이러한 측면에서 문서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합한 반면, 그 지 않으면 부

합하다. 문서가 구조화되어 갈수록 상황 합성이 더 
합할 수 있다.31) 를 들어 자, , 연도 등과 
같은 문서의 서지 정보의 경우 참고문헌 는 인용이 

상황 합성의 단서로 유용할 수 있다. 상황 으로 

합하다고 볼 수 있는 문서의 인용이나 참고문헌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지 못한 문서보다 더 높이 올라와

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웹 환경은 인터넷의 발 으

로 검색이 차지하는 비 이 비약 으로 증하고 있

고,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 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요구는 문서의 형태나 내용

에 있어 보다 특수화  구체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
것을 상황 합성과 련 있을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

H10：구체성은 상황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11：특수성은 상황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idi(1990)에 따르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데 
있어 흥미성은 핵심 인 요소이다.32) 특히 흥미성은 

30)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2) 
(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31) Kekäläinen, J. & Järvelin, K. (2002). Evaluating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under the challenges of interaction and 
multidimensional dynamic relevance. In: Bruce, H., Fidel, R., 
Ingwersen, P. & Vakkari, P., eds.Emerging Frameworks and 
Methods, Seattle, 2002.Colerado: Libraries Unlimited, 
253-270.  

32) Hidi, S. (1990) Interest and Its Contribution as a Mental 
Resource for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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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능과 학습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하 다. 이에 따라 흥미성은 인지 합성과 한 

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가설을 설정하 다. 한 흥미

성은 감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정서 합성과의 

련성도 측가능하다. Silvia(2006) 한 흥미성은 이

해나 학습을 한 내  동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33)

H12：흥미성은 인지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H13：흥미성은 정서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3.2. 합성 유형 간의 계

합성 유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를 들면 주제 합성은 기본 인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상황 합성은 사용자

의 문제 상황과 직 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상 의 

요구 조건이 된다.34) 이런 에서 상황 합성은 주

제 합성과 인지  합성을 필요로 한다.35) 한 결

국 검색 목 을 달성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정서 합

성은 가장 상 의 요구조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합

성은 연구자에 따라 주제와 상황 사이의 연속성 상의 

어느 지 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 를 

들어 주제 합성과 상황 합성 사이에 놓여 있는 

합성 에는 인지 합성이 있다.36) 즉 문서는 사용
자의 지식 수 에서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근거로 합성 유형들은 서로 하게 향을 미

치면서 계 인 계를 가진다고 측해 볼 수 있다.

H14：인지 합성은 상황 합성과 정 인 계를 

60(4), 549-571.    
33) Silvia, P. J. (2006). Exploring the psychology of inter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4) Borlund, P. (2003). The concept of relevance in I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10), 913-925.

35) Xu, Y., & Chen, Z. (2006). Relevance judgment - What do 
information consumers consider beyond topic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7), 961-973. 

36) Harter, S. P. (1992). Psychological relevance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3, 602-615.  

가질 것이다.
H15：상황 합성은 정서 합성과 정 인 계를 

가질 것이다.

3.3. 정보 검색 과제가 합성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정보 검색 과제 유형은 사용자의 정보 

사용 목 에 기반하여 사실 발견 검색, 의사 결정 검
색, 문제 해결 검색의 3가지로 정의하 다. 이는 
Taylor(1991)와 Limberg(1999)의 정보 사용 유형 분류
와 유사하다.37)38) Limberg(1999)는 사실 검색, 의사 결
정, 내용 이해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정보 목 에 한 

학생들의 연구 행동을 비교하여 연구하 다. 그 결과 
합성, 성향, 정보량과 권  등의 많은 요인들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다루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Kelly 등(2002)과 Tombros 등(2005)의 연
구는 검색 행동, 특별히 합성 평가에 있어서 정보 
과제의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를 연구하 다.39)40) 이
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정보 검색 과제에 따라 합성 

평가에 사용되는 특징이나 문서 요소가 다르다는 것

을 발견하 다. 특히 Tombros 등(2005)의 연구에서 의
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숫자나 그림과 같은 문서의 

사실  특징, 그리고 정보의 범 /수 이 자주 언 되

었으며, 자료 수집 검색 과제에서는 문서내의 링크나 
충분한 정보, 그림, 정보의 권  등이 빈번하게 언

되었다고 하 다. 이를 근거로 과제에 따라 합성 유
형별로 합성 단 기 의 향력이 달라질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 다.

H16：정보 검색 과제에 따라 합성에 향을 미치

37) Taylor, R. S. (1991).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0, 217-255.  

38) Limberg, L. (1999). Experiencing information seeking and 
learning: a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two phenomena. 
Journal, 5(1). Retrieved from http://informationr.net/ir/5-1/ 
aper68.html  

39) Kelly, D., Murdock, V., Yuan, X., Croft, W. B., & Belkin, 
N. J. (2002). Features of documents relevant to task and 
fact-oriented questions. In Proceedings of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pp. 645-647). New York, NY: ACM.  

40) Tombros, A., Ruthven, I., Jose, J. M. (2005), How users 
assess web pages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6(4), 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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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성 단 기 이나 그 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Xu와 Chen(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반 제어(semi-controlled survey) 설문 방법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 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주어
진 검색 과제를 수행하고 문서의 합성 단  

합성 단 기 에 답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들은 3개
의 검색과제를 수행하고 과제당 2개의 문서를 선택하
여 문서의 합성 단  합성 단 기 에 답하

다. 일럿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유효성과 

내용 타당성, 그리고 표면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 작
업을 거쳤다. 3개의 검색과제는 순서 효과를 고려하여 
라틴방형으로 설계되었다.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학교 심리학과 학부생들 

101명이었다. 이들은 실험 참가 조건으로 심리학 과목 
수강에 한 크 딧을 지 받았다. 101명  남학생이 
48명, 여학생이 53명이었고 평균 22세 다. 이들은 
부분 10년 이상 컴퓨터 사용해 왔고(90%), 매일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84.2%). 부분 네이

버에서 인터넷(79.2%)  검색(87.1%)을 하고 있었다. 

4.2. 정보 검색 과제

정보 검색 과제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검색 목

에 따라 사실 검색 과제, 의사결정 검색 과제, 문제 해
결 검색 과제의 3가지를 표하는 검색과제를 선정하
다.41) 사실 검색 과제로는 뉴스 검색으로 신종 루
의 치사율을 답하는 과제가 지정되었다. 의사 결정 
련 검색으로는 주말에 볼 화를 검색을 통해 결정하

는 과제가 지정되었다. 문제 해결 검색 과제로는 회귀 
분석의 유래를 알아보는 과제가 지정되었다. 정보 검
색 과제는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되어 제시되었다(그
림 2 참고). 

41) Kellar, M., Watters, C., & Shepherd, M. (2006). A goal- 
based classification of Web information tasks.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ASIS&T 2006), Austin, TX.  

친구가 회귀분석에 한 설명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러
면서 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이름의 유래를 궁 해 합니다. 이에 해 설명
해 주기로 하 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해 검색을 합니
다. 련해서 검색해 보시고 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검색 

결과 2개를 골라 주세요.

그림 2. 검색 시나리오 

이는 Borlund(2000)의 모의 정보 검색 과제 상황 지
침에 따른 것으로 참가자에게 정보 문제에 한 충분

한 맥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42) 
검색하기  각 검색과제에 한 사  지식  심

도를 측정하 다. 

4.3. 측정 도구

연구 모형의 각 구성 개념은 선행 연구인 Xu와 
Chen(2006) 그리고 Xu(2007)의 측정 항목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이론 연구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

을 작성하 다. 모두 복수의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
다. 합성 평가에 있어 7  척도를 권장한 Tang 등
(1998) 연구43)에 따라, 모든 항목은 7  척도로 측정

되었다(1은  그 지 않다, 4는 보통, 7은 매우 그
다). 

5. 연구 결과

합성 단기 과 합성 유형의 계, 합성 유

형간의 계, 그리고 정보 검색 과제가 합성 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의 합도와 변인간 경로계수를 

확인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검증을 해 통
계 패키지인 AMOS 7.0을 이용하 다.

5.1. 연구 모형 구성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각 구성 요인에 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42) Borlund, P. (2000). Experimental components for the 
evaluation of interactiv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Journal of Documentation, 56(1), 71?90.  

43) Tang, R., & Solomon, P. (1998).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relevance judgments: An analysis of one 
person’s search behavior.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 34, 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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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해 확인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각 구성 요인
의 요인 재량은 모두 정 수 인 0.7 이상을 보고
하고 있으며, 모든 요인 재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 요인 척도에 한 내  

신뢰도(Cronbach’ a)는 0.8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구성요인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 p < .001

5.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3개의 정보 검색 과제에 해 다집단 분
석(multi-group analysis)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
하 다. 정보 검색 과제 간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하
고 연구 모형의 합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X 2 = 
4160.42, df = 1714, CFI = .908, TLI = .898, RMSEA = 
.049 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TLI(Tucker-Lewis Index)
와 CFI(Comparative Fit Index)의 경우 .90 값 이상일 
때,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의 경우 RMSEA < .05이면 좋은 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합도를 나타낸다.44) 결과 으로 본 

연구 모형의 합도는 반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이었다. 연구 모형의 정보검색 과제별 경로계수는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연구모형 경로계수

가
설 

경로

경로계수

사실
검색

문제해
결검색

의사결
정검색

H1 주제성→인지 합성 0.06 0.30*** -0.07

H2 주제성→상황 합성 0.41*** 0.28*** 0.33***

H3 주제성→정서 합성 0.28*** 0.14* 0.22***

H4 신선성→인지 합성 0.23*** -0.06 0.15*

H5 이해가능성→정서 합성 0.02 0.15* 0.21*

H6 신뢰성→인지 합성 -0.01 0.25*** -0.02

H7 신뢰성→상황 합성 0.40*** 0.26*** 0.13*

H8 신뢰성→정서 합성 0.13* 0.27*** 0.27***

H9 구체성→인지 합성 0.29*** 0.10 0.23**

H10 구체성→상황 합성 0.24*** 0.08 0.00

H11 특수성→상황 합성 0.04* 0.31*** 0.30***

H12 흥미성→인지 합성 0.20** 0.05 0.41***

H13 흥미성→정서 합성 0.19** 0.03 0.26***

H14 인지 합성→상황 합성 0.14* 0.18** 0.40***

H15 상황 합성→정서 합성 0.57*** 0.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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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합성을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합성 단 기 과의 

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알아본 결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사용자 합성 단 기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 단 기   주제성과 신

뢰성은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과 모
두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사실 검색 과제
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 주제성과 신뢰성은 인지 

합성과의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모두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각각 
B = .30, p < .001, B = .28, p < .001, B = .14 p < .05). 
이는 문제 해결 과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에 내용 련도인 주제성과 내용 정확도의 신뢰성

이 요한 향을 미치지만,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44) Browne, M.W., R.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K. A. 
Bollen and J. S. Long(eds.), Sage, Newbury Park, CA. 13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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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 합성인 유용성과 정서 
합성인 만족도의 측면에서 주제성과 신뢰성은 3가
지 정보 검색 과제에서 모두 요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제성이 기존 합성 연구들
에서 공통 으로 언 된 합성 단 기 이면서 

합성의 기본 조건으로 정의되어 온 것과 부합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신뢰성 한 주제성과 함께 기존 
합성 연구들45)46)에서 알려진 로 요한 합성 

단 기 으로써 인지 합성, 상황 합성, 정서 합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합성 단 기 임을 알 

수 있다. 
신선성은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

서 인지 합성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각각 B = .23, p < .001, B = .15, p < 
.05). 그러나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정보의 신선

성이 요한 합성 단 기 인 반면, 문제 해결 검
색 과제에서는 요한 기 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가능성은 문제 해결 검색 과제와 의사 결
정 검색 과제에서 인지 합성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15, p < .05, B 
= .21, p < .01). 그러나 사실 검색 과제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사실을 검색하는 경우에서는 
이해가능성이 요한 합성 단 기 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경
우 보다 주의 깊게 문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 합성 단 기 이 될 수 있다고 해

석해 볼 수 있다. 구체성은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
정 검색 과제에서는 인지 합성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29, p < 
.001, B = .23, p < .01). 그러나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문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해주는 요한 합성 단 기

이 되는 반면,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그 지 않

45) Barry, C. L., & Schamber, L. (1998). Users’ criteria for 
relevance evaluation: A cross-situational comparis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4, 219-236. 

46) Xu, Y., & Chen, Z. (2006). Relevance judgment - What do 
information consumers consider beyond topic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7), 961-973. 

(a) 사실 검색 과제

(b) 문제 해결 검색 과제

(c) 의사 결정 검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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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정보 검색 과제별 연구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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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해
결 검색 과제에서는 다양한 내용보다는 좀 더 문제에 

을 맞춘 특수성이 요한 합성 단 기 으로

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상황 합성과 정 인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성은 유일하게 사실 검색과제에서 상황 합성

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4, p < .001). 반면 특수성은 사실 검색과제에서
는 상황 합성과의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
제 해결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31, p < .001, B = .30, p < .001). 이는 문서가 유
용하다고 단하는 데 있어 사실 검색 과제에서는 다

양한 내용이, 문제 해결 과제에서는 문제에 보다 
을 맞춘 내용이, 의사 결정 과제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원하는 내용에 을 맞춘 문서가 요한 합성 

단 기 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흥미성은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인지 

합성(각각 B = .20, p < .01, B = .41, p < .001) 그리
고 정서 합성(각각 B = .19, p < .01, B = .26, p < 
.001)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어느 것과도 
유의한 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서가 주는 흥미나 공감이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

정 검색 과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만족을 
느끼는데 요한 기 인 반면,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
서는 요한 기 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사실 검색에서는 최신이면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내용의 문서가, 문제 해결 검색에서는 내용
에 잘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정확하고 믿을만한 
내용의 문서가, 의사 결정 검색에서는 최신이고, 이해
하기 쉬우며, 다양하고 흥미 있는 내용의 문서가 새로
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 과제 해결에 유용하다
고 단하는 상황 합성과 련하여, 문서 내용이 찾
는 내용에 잘 부합하고 문서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만

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요한 단 기 임을 

설명해 다. 그 외에 사실 검색 과제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 유용성 단에 요한 

반면, 문제 해결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
서는 찾는 내용의 범 나 을 잘 맞춘 특수성이 

유용하다고 단하는 데 요한 기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만족도에 있어 주제성과 신
뢰성 즉 문서 내용이 찾는 내용에 잘 부합하고 문서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것이 상황 합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단 기 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 검색 과제와 의사 결정검색 과제에서는 문서의 

흥미나 공감 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 가능하겠다.
합성 유형간의 계는 인지 합성이 상황 합

성과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상황 합성은 정서 합성과 유의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 검색 과제, 문제 해결 검
색 과제, 의사 결정 검색 과제 모두에서 유의하 다. 
이 결과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문서가 유

용하다고 단하는데 정 인 향력을 미치고 되

고, 문서의 유용성이 만족도에 정 인 향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합
성 유형들은 하게 연 되어 있고 인지 합성 보

다는 상황 합성이, 상황 합성 보다는 정서 합성
이 보다 상 의 합성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47)48)에

서 말해 온 합성 유형들 간의 계  계를 실증

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상황에 따
라 어떤 합성만이 독립 이거나 분리되는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사용자

가 합성을 인지하는 합성 개념의 구성요소들이며 

서로에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Saracevic(1996, 2007)의 합성 유형  

사용자 심 합성에 해당하는 합성을 인지 합

성, 상황 합성, 정서 합성의 3가지 합성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사용자 심 합성 개념을 밝 보

고자 하 다. 3개의 정보 검색 과제를 수행하고 설문
에 답하는 반 제어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101명으로
부터 과제별로 2개씩 데이터를 수집하 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 다. 연구 

47)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oLIS2)(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48) Borlund, P. (2003). The concept of relevance in I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10), 9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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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사용자 합성 단 기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제성과 
신뢰성 즉 문서 내용이 찾는 내용에 잘 부합하고 문

서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것이 정보 검색 과제와 

상 없이 요한 합성 단 기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사실 검색에서는 최신이면서 다양하
고 흥미 있는 내용의 문서가, 문제 해결 검색에서는 
이해하기 쉬우며 찾는 내용의 범 나 을 잘 맞춘 

문서가, 의사 결정 검색에서는 최신이고, 이해하기 쉬
우며, 다양하고 흥미 있는 내용, 그리고 찾는 내용의 
범 나 을 잘 맞춘 문서의 문서가 합성을 단

하는데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합성 유형들 간의 계도 실증 으로 밝힐 수 

있었다. 즉 사용자 합성에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인지 합성, 문서가 과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단하
는 상황 합성, 검색 목 을 달성함으로써 만족하는 

정서 합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함께 “ 합성”을 이
루는 개념들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합성에 해 사용자 심 으로 

근하 고, 합성 단 기 과 합성 유형 간의 

계, 그리고 정보 검색 과제에 따른 이들의 향 계
를 확인함으로써 사용자 심의 합성 단 모형을 

확립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과 으로 사

용자가 합성을 단하는 데 있어 3가지 유형, 인지
, 상황 , 정서  합성 유형이 존재하며, 각 합
성 유형에 향을 미치는 합성 단 기 을 밝 내

었다. 이러한 사용자 합성 단에 한 통합  근

을 통해 사용자가 합성을 어떻게 단하고 평가하

는지에 한 이해를 넓히고 사용자 합성에 한 이

론  기반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보 검

색 과제별로 사용자 합성 단 기  변화를 고려한 

정보 검색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실용  시사

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 합성 단 모형을 
통해 정보 검색 과제별로 사용자 합성 단 기 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 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정보 검
색 과제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 으로 분류하여 더 다

양한 상황에서의 사용자 합성 단 모형을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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