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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및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조사와 설문지 조

사방법에 의해 도출된 이용자 선호도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방

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 82개 기관 모바

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을 조사하였고, 국외 대학도서관 15개 기관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페

이스의 기능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지법을 실시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모

바일 목록 이용행태와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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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gn of search interface of mobile catalog of 

University librarie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earch interface of mobile catalog of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c libraries and users’ preferences derived by survey, and 

reflecting the combined results. The investigation on current situation of search interface of 

mobile catalog of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was carried out by using checklist for functional 

assessment targeting 82 mobile catalogs. For overseas examples, contents and functional 

elements about 15 mobile catalog search interface of academic libraries in England and US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ee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s mobile catalogs 

were selected as research targets a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use of mobile catalog and preference on search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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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모든 정

보자원 및 검색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시작

점(starting point)으로서 전자도서관 웹사이

트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도서관이 소장하

는 학술자료와 검색 인터페이스를 모바일 화

면에 맞게 변환하고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

리케이션(이하, 앱)에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

여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료검색을 포함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

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

다(이은희 2011; 문정호 2012).

도서관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이용

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요구를 표현함과 동시

에 질의를 구성하고, 탐색결과를 이해하여 자

신의 정보추구 노력의 진행을 추적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이는 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

가 원하는 자료의 유형이나 정보원에 상관없이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윤정옥 2011). 따라

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검색 인터페이스가 모바

일 웹 및 앱에 도입, 활용되는 경우 도서관 이

용자들이 모바일 목록(Mobile Catalog)을 어

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요구

하는 검색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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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대학도

서관 웹사이트의 개발 과정에서, 일반 PC의 

큰 화면에 맞게 개발된 각종 콘텐트를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에 적합하도록 다시 구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모바일 친화적인(mobile-friendly) 디자인으

로 전환시키기 이전에 정보자원의 기술형식이 

모바일 목록 내에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목록의 설계시 화면의 크기, 웹 브라우저, 처리 

속도 등이 일반 PC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웹기

반 온라인목록(Web-based OPAC, 이하, 웹

기반 OPAC)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고려

해야 한다(Kroski 2008; Murray 2010; Ryan 

2011).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 목록의 검색 인

터페이스를 분석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다

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웹기

반 OPAC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방

법은 기능성 평가와 사용성 평가의 두 가지 범

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성 평가는 OPAC 

시스템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기능들을 기

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분석하고, 사용

성 평가는 이용자들이 시스템의 기능들을 얼

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검색능력을 향상시

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분야의 OPAC 

시스템 간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각 기관의 성

격에 적합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시한 연구

(강덕수 1992; 서은경 2000; 사공복희 2007; 

구중억, 곽승진 2007; 윤정옥 2011), OPAC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선호도를 검토하여 이용

자 요구를 반영한 검색 인터페이스의 개선방안

을 제시한 연구(사공복희 1995; 박수희 1996; 

김미현 1998; 이제환, 이현주 1998; 유정인, 박

희진 1998; 유재옥 2002)가 진행되었다. 그러

나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모바일 목록

의 검색 인터페이스 분석이나 모바일 도서관에 

적용된 OPAC 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선

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의 환경 구축에 필요한 모바일 목록 검

색 인터페이스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이 있다. 우선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

고 전반적인 검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파악하

는 한편, 국외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제

안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모바

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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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모바일 목록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목록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Cherry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웹기반 OPAC 시스템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기준을 제시한 서은경(2000)의 체

크리스트, 현행 웹기반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

소들을 선정한 논문(구중억, 곽승진 2007; 윤

정옥 2010), Breeding이 만든 체크리스트의 검

색 관련 항목 11개, 그리고 2003년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가 

제시한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OPAC) Displays’의 항목을 참조한 

윤정옥(2011)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목록

기능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예린(2012)의 대

학도서관 OPAC 2.0 평가 체크리스트의 검색

영역 항목을 포함시켜 <표 1>과 같이 모바일 

목록 기능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검색기법

(검색조건, 연산자 사용), 검색접근점(초기검

색창, 2차검색창), 검색결과 정렬, 검색결과 디

스플레이(간략 디스플레이, 상세 디스플레이), 

검색결과 피드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의 검색기법 검색조건에서 ‘통합검색’ 

(Single-Record Approach)은 도서관에서 소

장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자료 및 전

자자료를 단일검색창에서 통합검색하여 이용자

항목 상세

검색기법
검색조건

통합검색, 개별검색, 소장자료검색, 간략검색, 상세검색, 일치검색, 이력검색, 

라우즈검색, 간결한 검색창

연산자 사용 조합검색, 인 검색

검색 근
기검색창 체, 표제(잡지명, 논문명), 자명, 발행처, 발행연도, 주제어, ISBN, ISSN, 

분류번호, 청구기호, 언어, 소장처, 자료유형, 주제, 공, 수록정보(목차, 록, 

원문, 동 상, URL, 이미지), 쪽당 출력건수, 최  검색건수, 기타2차검색창

검색결과 정렬 
표제(잡지명, 논문명), 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구기호, 자료유형, 등록일자, 

등록번호, 도서상태, 소장처, 합성순에 의한 정렬

검색결과 

디스 이

간략 

디스 이

검색 문헌수, 결과내 재검색, 표제(잡지명, 논문명), 자명, 발행처, 발행연도, 

청구기호, 자료유형, 이미지, 출여부, 패싯 내비게이션, 클러스터링, 도서 치, 

미리보기

상세 

디스 이

MARC 기반 서지 코드 보기, 소장정보, 풍부한 콘텐트 제공, 태그, 평 /서평, 

RSS, 확장검색, 련자료 추천, OCLC의 xISBN, EndNote, RefWork 등 참고문

헌 리도구, 하이라이 , 출담당자 연락처 정보, Google Map, 원문 다운로드, 

검색결과 이메일 송, 검색결과 문자 송, 목차, 즐겨찾기

검색결과 피드백 철자 오류 수정,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 유사검색어 선택, 사서에게 물어보기

<표 1>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능성 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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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찾고자 하는 자료와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검색기법이다. 이는 도서관 소장

자료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한 자료의 범위를 포

괄하므로 검색행위가 하나의 시스템에 집중된

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검색’(Separate-Record 

Approach)은 도서관 목록과 별도로 전자자료

의 검색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도서관 OPAC에

서 개별 데이터베이스로의 분산된 접근을 의미

한다. ‘소장자료검색’은 대학도서관이 소장하는 

단행본만 검색하는 것이다. 

한편 검색접근점의 초기검색창은 모바일 목

록의 초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검색창을 의미

하고 2차검색창은 보다 상세한 자료검색이 가

능하도록 별도로 마련된 검색 메뉴를 의미한

다. 검색접근점 항목에는 제한검색옵션도 포함

되었다. 

2.2 체크리스트를 통한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기능성 평가

국내․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방식의 콘텐트로 이루어

진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으로 제한하였고, 조

사시기는 2012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이다.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목록 기능성 평가 

연구대상은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및 안드로이

드 앱의 검색결과와 선행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에 기반하여 실제로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

페이스 분석이 가능한 82개의 모바일 웹 및 앱

의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은 국

내․외 학술논문(Starkweather and Eva 2009; 

남재우, 남태우 2010; Zhou, Ramona, and 

Matthew 2010; 구중억 2011)의 사례연구 자

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대학도서관 13곳과 영국 

대학도서관 2곳을 포함하여 총 15개1) 국외 대

학도서관의 모바일 웹을 선정하고, 각 기관의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2.3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이용

행태 및 이용자 선호도 조사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있어 기능

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국내 대학도서관 

3곳(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앙

 1) 국외 대학도서관은 Ball State University Libraries, Boise State University Albertsons Library,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edical Library, Miami University Librari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Librari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NCSU) Libraries, 
Oregon State University Libraries, Rice Fondren Library, University of Glasgow Library,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mobil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Libraries, 
University of San Diego Libraries,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의 총 1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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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모바일 목록 내에 개별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은 

모바일 목록에서 자료의 통합검색 기능을 갖추

고 있다.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축한 한국과학

기술원 과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을 추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여러 가지 검색기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대전에 소재한 C 국립대학교의 학부

생 120명에게 2012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여, 일관성이 없는 응답을 하거나 미완료

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113부의 설문지

(회수율 94.2%)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연

구자는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쇄물 형태의 교육자료(모

바일 목록의 이용방법과 주요기능, 전문용어 등

을 설명)를 미리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읽게 함

으로써 참여자들의 개념적 이해를 도왔다. 모든 

참여자들은 선정된 대학도서관 3개 기관의 모

바일 목록을 통해 자료를 검색한 후 항목별 비

교평가를 위한 객관식 질문에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이용행태 및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이용과 관련한 설문항목은 이

용자의 대학도서관 온라인 열람목록 이용 특성

과 태도, 선호도, 만족도 등 이용자의 주관적 데

이터를 조사하기 위해 Hildreth의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에 따라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한 박

수희(1996)의 연구와, 대학도서관 검색시스템

의 접근점및 검색조건(검색어의 조합방식, 검

색어 일치방식, 검색의 상세수준)을 조사, 분석

한 도태현(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용자의 

모바일 검색행태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항목

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목록 기능에 대한 설문항목

은 기존에 진행된 연구(구중억, 곽승진 2007; 

Breeding 2007; Casey and Savastinuk 2007; 

Wilson 2007; 심경 2008; 이수상, 이순영 2009; 

노동조, 민숙희 2011; 김예린 2012)에서 2회 

이상 언급된 항목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모

바일 목록의 기능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검

색 2.0, 도서관 2.0 서비스, 차세대 목록 등 발전

지향적인 목록 기능 중에서 모바일 목록에 적

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총 23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항목 분석내용

1. 일반 인 인 사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2. 검색기법 선호도 모바일 검색기능에 한 선호도 분석

3. 모바일 목록 이용행태 모바일 목록 이용패턴 분석

4.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 페이스 기능 선호도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능에 한 이용자 선호도 악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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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 평가 및 설문 결과

3.1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기능성 평가 결과

3.1.1 검색기법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이 제공하는 검색기

법의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색조건을 모바일 목록의 검색범위에 따라 

‘통합검색’, ‘개별검색’, ‘소장자료검색’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에서 외부 기관의 전자자료까지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은 전체 82개 중에서 3.7%를 차지하

는 3개 모바일 목록에 불과하였다. 도서관 소장

자료와, 구독 및 연계하는 전자자료를 개별적

으로 검색해야 하는 ‘개별검색’이 26.8%,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는 단행본만 검색할 수 있는 모

바일 목록은 69.5%이었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자료

검색은 포털 검색엔진의 검색창과 같이 단순한 

디자인의 검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59.8%). 

한편 ‘이력검색’, ‘브라우즈 검색’, ‘인접검색’ 기

능이 적용된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검색접근점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에서 제공하는 검색

접근점 항목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는 국내 

대학도서관 82개(100%) 모바일 목록에서 초

기검색창을, 13개(15.9%) 모바일 목록에서 2

차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초기검색창에서 

간결한 검색창을 통해 도서관의 모든 소장자료

를 탐색하는 ‘전체’(76.8%) 항목이 차지하는 비

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웹기반 OPAC

에서 자료를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화면

을 별도로 마련한 반면 모바일 목록은 ‘자료유

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검색조건

통합검색 3 3.7

개별검색 22 26.8

소장자료 검색 57 69.5

간결한 검색창 49 59.8

간략검색 43 52.4

일치검색 13 15.9

상세검색 6 7.3

이력검색 0 0.0

라우즈검색 0 0.0

조합검색 7 8.5
연산자 사용

인 검색 0 0.0

<표 3>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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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기

검색창

체 63 76.8

2차 

검색창

표제 8 9.8

표제 33 40.2 자명 8 9.8

자명 33 40.2 발행처 8 9.8

발행처 32 39.0 자료유형 7 8.5

자료유형 29 35.4 주제어 6 7.3

ISBN 14 17.1 체 4 4.9

주제어 13 15.9 ISBN 2 2.4

소장처 13 15.9 ISSN 2 2.4

ISSN 12 14.6 언어 2 2.4

청구기호 12 14.6 소장처 2 2.4

수록정보( 록) 10 12.2 청구기호 1 1.2

발행연도 9 11.0 수록정보(목차) 1 1.2

수록정보(목차) 9 6.1 쪽당 출력건수 0 0.0

쪽당 출력건수 8 9.8 수록정보(URL) 0 0.0

수록정보(URL) 6 7.3 수록정보( 록) 0 0.0

언어 5 6.1 수록정보(원문) 0 0.0

수록정보(원문) 4 4.9 수록정보(동 상) 0 0.0

수록정보(동 상) 4 4.9 분류번호 0 0.0

분류번호 4 4.9 발행연도 0 0.0

주제 1 1.2 주제 0 0.0

기타 13 15.9 기타 2 2.4

<표 4>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접근점

형’(35.4%)을 제한검색을 위한 검색항목으로 

설정해 놓았다. 2차검색창의 검색접근점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을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표

제’(9.8%), ‘저자명’(9.8%), ‘발행처’(9.8%), ‘자

료유형’(8.5%) 순이며, 다수의 웹기반 OPAC

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 ‘발행연도’, 자료의 ‘수

록정보’(목차, 초록, URL, 원문, 동영상 등)는 

모바일 목록에 도입한 사례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3.1.3 검색결과 정렬

도서관 자료의 검색결과 정렬 항목 조사결

과는 <표 5>와 같다.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중 13개(15.9%) 

간략 디스플레이 화면과 7개(8.5%)의 상세 디

스플레이 화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검색한 

자료를 재정렬할 수 있다.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간략 디스플레이 화

면에서 검색항목을 제한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

용하는 항목은 ‘표제’(15.9%), ‘저자명’(14.6%), 

‘발행연도’(14.6%), ‘발행처’(11.0%), ‘청구기

호’(6.1%) 순으로 파악되었다.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청구기

호’(8.5%), ‘소장처’(8.5%), ‘등록번호’(8.5%)

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재정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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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간략

화면

표제 13 15.9

상세

화면

청구기호 7 8.5

자명 12 14.6 소장처 7 8.5

발행연도 12 14.6 등록번호 7 8.5

발행처 9 11.0 표제 0 0.0

청구기호 5 6.1 자명 0 0.0

자료유형 0 0.0 발행처 0 0.0

등록일자 0 0.0 발행연도 0 0.0

도서상태 0 0.0 자료유형 0 0.0

소장처 0 0.0 등록일자 0 0.0

합성순 0 0.0 도서상태 0 0.0

기타 1 1.2 합성순 0 0.0

<표 5>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정렬

3.1.4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화면에 

보이는 서지정보의 수준에 따라 간략 디스플레

이와 상세 디스플레이로 구분하였다.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의 항목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간략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표제’(96.3%), ‘발행처’(92.7%), 

‘저자명’(91.5%), ‘발행연도’(75.6%) 등의 정보

자원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디스

플레이 화면에서 검색자료의 위치, 대출가능 여

부 등 ‘소장정보’(84.1%)를 파악할 수 있다. 반

면 OPAC 2.0의 특징에 포함되는 ‘평점/서평’ 

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구분 항목 개수(개) 비율(%)

간략

화면

표제 79 96.3

상세

화면

소장정보 69 84.1

발행처 76 92.7 풍부한 콘텐트 25 30.5

자명 75 91.5 하이라이 13 15.9

발행연도 62 75.6 확장검색 10 12.2

검색 문헌수 39 47.6 평 /서평 8 9.8

청구기호 28 34.1 태그 2 2.4

이미지 27 32.9 련자료 추천 2 2.4

자료유형 13 15.9 원문 다운로드 2 2.4

출여부 13 15.9 Google Map 1 1.2

도서 치 7 8.5 RSS 1 1.2

결과내 재검색 5 6.1 목차 1 1.2

패싯 내비게이션 1 1.2 즐겨찾기 1 1.2

미리보기 1 1.2 이메일 송 0 0.0

클러스터링 0 0.0 문자 송 0 0.0

<표 6>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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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태그’(2.4%), ‘패싯 내비게이션’(1.2%)

은 모바일 목록에 적용 및 활용되는 횟수가 드

물게 나타났다. 

3.1.5 검색결과 피드백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이용자가 입력한 검

색어에 오류가 있거나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기능이 모바일 목록에 어떠한 방

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항목 개수(개) 비율(%)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 52 63.4

사서에게 물어보기 2 2.4

유사검색어 선택 1 1.2

철자 오류 수정 1 1.2

     <표 7>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피드백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82개에 적용된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는 63.4%로 나타났다. 

이외 기능은 ‘사서에게 물어보기’(2.4%), ‘유사

검색어 선택’(1.2%), ‘철자 오류 수정’(1.2%)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기능성 평가 결과 

이 절에서는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의 기능성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기법에 대해 살펴보면, ‘일치검

색’, ‘상세검색’, ‘이력검색’, ‘브라우즈검색’ 등이 

13%(2개 기관) 이하로 조사되어 모바일 목록

에서 활용도가 낮은 점이 국내 현황과 유사하

였다. ‘개별검색’ 기능은 국내(26.8%)와 국외

(26.7%)가 비슷한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간

결한 검색창’은 국내(59.8%)보다 13.5% 정도 

높은 73.3%(11개 기관) 도서관에서 도입하였

다. 반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통합검색’ 기능

이 15개 기관 중 73.3%에 해당하는 11개 기관

에서 제공할 정도로 해당 기능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획득 범

위를 넓혀주고 있었다. 

둘째, 검색접근점에 대해 살펴보면, ‘2차검색

창’ 기능은 7.7%로 조사되어 국내 현황인 15.9%

보다 낮았다. 초기검색창의 검색접근점은 국내

사례와 유사하게 ‘전체’가 7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제’는 60.0%로 조사되

어 국내의 40.2%보다 약 20% 높았고, ‘저자

명’(53.3%)은 국내의 40.2%보다 약 1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SBN의 활용이 

40.0%로 국내(17.1%)에 비해 높았으나, 수록

정보(URL, 초록, 목차) 등의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검색결과 정렬에 대해 살펴보면, 간략

화면에서 ‘검색결과 정렬’ 기능은 20%, 상세화

면에서 ‘검색결과 정렬’ 기능은 6.7%로 나타났

다. 국내와 같이 ‘검색결과 정렬’ 기능의 제공

은 활발하지 않았다. 한편 비록 적은 수의 대학

도서관이지만 적합성 순위가 높은 순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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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넷째, 검색결과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국

내 모바일 목록과 마찬가지로 간략화면에서 

‘표제’와 ‘저자명’의 활용이 높았으나, 국외 대학

도서관 모바일 목록은 간략화면에서 ‘검색 문

헌수’(93.3%), ‘자료유형’(80.0%), ‘대출여부’ 

(46.7%), ‘도서위치’(53.3%)를, 상세화면에서

는 ‘소장정보’(100%), ‘풍부한 콘텐트’(60.0%)

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검

색한 자료의 서지정보를 이메일(26.7%) 또는 

텍스트 문자(13.3%)로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모바일 기기는 터치, 속도감 

등 불편함으로 인해 모바일 목록에서 검색한 결

과를 다시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검

색결과의 이메일 및 텍스트 문자 전송’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46.7%의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에서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 기능을 사용

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조력 기능으

로서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제

공하여 이용자의 재검색을 유도하는 국내 사례

와 비슷하였다. 비록 적은 수의 도서관이지만 

13.3%의 모바일 목록은 일부 철자가 틀린 검

색어가 입력되면 검색어의 오탈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올바른 검색어를 제시하는 ‘철자 오

류 수정’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3.3 모바일 목록의 이용행태 및 선호

도 조사 설문 결과 

3.3.1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113명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성별, 전공, 학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표 8>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6.9%과 53.1%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

열 51.3%, 자연공학계열 48.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28.3%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6.5%, 1학년 23.9%, 4학

년 21.2% 순으로 집계되었다.

문항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

성별
남자 53 46.9 113명 

(100.0%)여자 60 53.1

공
인문사회계열 58 51.3 113명 

(100.0%)자연공학계열 55 48.7

학년

1학년 27 23.9

113명 

(100.0%)

2학년 30 26.5

3학년 32 28.3

4학년 24 21.2

<표 8>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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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검색기법에 대한 선호도

우선 통합검색과 개별검색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목록 이용시 어떠한 검색

유형이 더 유용한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표 

9>를 보면, 113명 중 55.8%의 응답자는 통합검

색이, 나머지 44.2%의 응답자는 개별검색이 모

바일 목록을 이용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통합검색’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도서관 자

료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자료까지 쉽게 검

색할 수 있기 때문에’(39.7%) 검색대상의 주제

분야 및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선택 없이도 모

든 정보자원에 대한 One-Stop Query가 가능

한 ‘효율성’이 주요원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

바일 목록 이용시 개별검색이 더 유용하다고 응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

정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자료

만 얻을 수 있음’(38.0%)과 ‘부적절한 검색결

과가 제외되어 경제적인 검색이 가능함’(38.0%)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나타나 개별검색을 

선호할 때 ‘정확성’과 ‘경제성’이 유의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간략검색’ 및 ‘상세검색’에 대한 선

호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이는 대학도

서관 이용자들이 모바일 목록에서 자료를 검색

하기 위하여 어떤 검색방식을 이용하여 접근하

구분 상세내용 빈도(명) 비율(%)

통합검색 

선호

 외부 기 의 자료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25 39.7

 검색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1 33.3

 정보의 우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14 22.2

 일반 인 탐색에서 좁  나가는 검색행태와 비슷해서 3 4.8

개별검색 

선호

 특정DB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9 38.0

 부 한 검색결과가 제외되기 때문에 19 38.0

 통합검색보다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8 16.0

 평소 인쇄자료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4 8.0

합계 113

<표 9> 통합검색 및 개별검색을 선호하는 이유

항목 빈도(명) 비율(%)

간략검색 94 83.2

상세검색

19 16.8

제한검색 18 94.7

조합검색 1 5.3

인 검색 0 0.0

단검색 0 0.0

<표 10> 모바일 목록에서 사용한 검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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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참여한 총 113명의 응답자 중 83.2%

에 달하는 94명이 모바일 목록에서 ‘간략검색’

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부합하는 자료를 

검색하고자 함이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상세

검색’(16.8%) 방식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세검색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19명의 응답자에게 어떠한 검색기법을 사용하

는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94.7%는 검색필

드를 지정하는 ‘제한검색’을 이용하였다. 그러

나 ‘조합검색’, ‘인접검색’, ‘절단검색’ 등 각종 검

색기법의 사용빈도는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3.3.3 검색접근점에 대한 선호도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어떤 검색

항목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복수 응답

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항목 빈도(명) 비율(%)

표제 110 55.6

자명 30 15.2

주제명 28 14.1

키워드 16 8.1

분류기호 9 4.5

기타 3 1.5

발행처 2 1.0

합계 198 100.0

     <표 11> 모바일 목록에서 사용한 
검색항목(복수응답)

전체 응답자의 55.6%에 해당하는 110명이 ‘표

제’로 정보자원을 검색하였으며 ‘저자명’ 15.2%, 

‘주제명’ 14.1%, ‘키워드’ 8.1% 순으로 조사되

었다. ‘분류기호’와 그 외 ‘기타’ 항목에 포함되

는 ‘ISBN’, ‘ISSN’, ‘등록번호’, ‘청구기호’, ‘콘

텐트번호’ 등의 사용빈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표 12>를 보면 모바일 목록에서 제한검

색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응답자

(31.0%)가 검색필드의 항목으로 ‘표제’가 필

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항목 빈도(명) 비율(%)

표제 108 31.0

키워드 74 21.3

자명 71 20.4

발행처 41 11.8

주제명 31 8.9

분류기호 14 4.0

기타 9 2.6

합계 348 100.0

     <표 12> 선호하는 모바일 목록의 
검색필드 항목(복수응답)

이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표제’를 이용하

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표 

11>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검색필드의 

이용 빈도와 검색필드를 요구하는 정도가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주 이용하는 검

색필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3.4 검색결과 정렬 및 화면 디스플레

이에 대한 선호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선택, 

재정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접근점 항목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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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13>과 같다. 

항목 빈도(명) 비율(%)

자료유형 57 30.0

소장기 44 23.2

원문유무 34 17.9

발행연도 29 15.3

검색범 (국내․외 구분) 12 6.3

학과/ 공 8 4.2

언어 6 3.2

합계 348 100.0

   <표 13> 선호하는 모바일 목록의 결과제한 
접근점(복수응답)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자료유형’ 

(30.0%)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 그리고 

23.2%에 달하는 44명의 응답자가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접근점으로서 ‘원문유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원문제공 여부는 이

용자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원문유무’(17.9%), ‘발행

연도(15.3%)’, ‘검색범위’(6.3%)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접근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목

록의 검색결과 표시화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다. 

항목 빈도(명) 비율(%)

요약화면 58 51.3

간략화면 41 36.3

상세화면 14 12.4

합계 113 100.0

<표 14> 선호하는 모바일 목록의 검색결과 표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1.3%가 ‘요

약화면’에서 가장 단순한 형식의 서지정보를 

요구하였다. ‘요약화면’은 이용자가 자료의 검

색결과를 훑어보기 편리하도록 각 레코드의 서

명, 저자명, 발행연도 등 간략한 콘텐트를 한 페

이지의 출력화면에서 한 줄 씩 보여주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모바일 목록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자료의 소장여

부 및 대출현황 등 자료의 간단한 정보를 파악

하기 위함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3.5 OPAC 2.0 기능에 대한 선호도

모바일 목록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보다 적합한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OPAC 2.0 기능 중에서 모바

일 목록에 적용 가능한 16가지 항목을 선택하

게 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세부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을 5점 척도

를 이용하여 가장 부정적인 응답은 1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에 5점을 부여한 다음,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응답자들은 ‘간결한 검색창’과 ‘원문제공’ 기

능을 70점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어서 ‘적합성순에 의한 정렬’, ‘시스템 중심의 

검색어 자동완성’, ‘철자 오류 수정’, ‘개인 맞춤

형 검색어 자동완성’, ‘관련자료 추천’, ‘확장검

색’, ‘패싯 내비게이션’ 순으로 모바일 목록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호하였다. 반면 ‘풍

부한 콘텐트 제공’, ‘태그’, ‘태그 클라우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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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평균값 환산 표준편차

간결한 검색창 113 1 5 3.73 74.6 0.993

원문제공 113 1 5 3.57 71.4 1.017

합성순에 의한 정렬 113 1 5 3.43 68.6 0.988

검색어 자동완성(시스템) 113 1 5 3.42 68.4 1.108

철자 오류 수정 113 1 5 3.35 67.0 1.042

검색어 자동완성(개인맞춤) 113 1 5 3.30 66.0 1.109

련자료 추천 113 1 5 3.09 61.8 0.830

확장검색 113 1 5 3.07 61.4 0.933

패싯 내비게이션 113 1 5 3.04 60.8 1.064

풍부한 콘텐트 제공 113 1 5 2.90 58.0 1.077

태그 113 1 5 2.78 55.6 0.952

태그 클라우드 113 1 5 2.78 55.6 1.041

클러스터링 113 1 5 2.59 51.8 0.922

고 검색 113 1 5 2.58 51.6 1.051

평 /서평 113 1 5 2.46 49.2 0.887

RSS 113 1 5 2.38 47.6 0.938

합계 113 - - - - -

<표 15> 모바일 목록기능 기술통계량

러스터링’, ‘고급검색’, ‘평점/서평’, ‘RSS’는 60

점 이하의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요

구되는 검색기능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

만 그 중에서 ‘간결한 검색창’이 74.6점으로 가

장 필요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검

색’을 통해 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더

불어 최종 원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응답

이 71.4점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바일 기기의 작

은 화면으로 인해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보자원의 원문 제공의 여

부가 자료검색의 이용자 만족도를 좌우하는 주

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색결과의 ‘적합성순에 의한 정렬

기능’ 평균값은 68.6점이다. 최근 다수의 웹 검

색엔진은 여러 종류의 적합성 순위화 방법으로 

결과를 정렬하여 제공하기 때문에(심경 2008), 

웹 검색엔진의 이용경험이 많고 이에 익숙한 

응답자들이 모바일 목록에서도 가장 적합한 정

보가 자료검색 결과의 최상위에 노출되기를 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용자들

이 ‘시스템 중심의 검색어 자동완성’에 68.4점, 

‘개인 맞춤형 검색어 자동완성’에 66.0점의 평

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개인 맞춤형 검

색어 자동완성’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검색결과의 실패를 보완하는 해결책

으로서 ‘철자 오류 수정’ 기능은 단순한 철자 오

류 점검뿐만 아니라 원래 검색어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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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철자 오류 수정’(67.0

점) 기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보인다.

하위권 항목의 이용자 선호도 역시 항목간 

차이가 크지 않다. 항목별로 순위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자 생성 및 공유 정보로 범주화

되는 ‘태그’, ‘태그 클라우드’, ‘평점/서평’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안

본 장에서는 국내․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능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검색기능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표 16>과 같이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

스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안은 검색화면, 검색결과 간략 디스플레이,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의 3가지 Depth로 제

안하였으며, 1 Depth인 검색화면에는 검색기법

과 검색접근점의 조사결과가, 2와 3 Depth인 

검색결과 간략․상세 디스플레이에는 검색결

과 정렬,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검색결과 피드

백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

한 설계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검색화면(1 Depth)

최근 웹기반 OPAC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

는 자료와 외부 학술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3장의 국

외 사례 분석결과 ‘통합검색'이 73.3%의 도서

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설문 결과 ‘개별검

색’(44.2%)보다 ‘통합검색’(55.8%)이 더 유용

한 검색기법으로 조사되었다. 

1 Depth 2 Depth 3 Depth 

검색화면 검색결과 간략 디스 이 검색결과 상세 디스 이

∙통합검색

∙간결한 검색창

∙간략검색 

∙검색 근  

( 체, 표제, 자명, 주제명)

∙검색어 자동 완성

∙ 체, 검색 상별 검색결과

∙요약 검색결과 

∙표제, 자명, 자료유형, 검색문헌수 

표시

∙ 출 황  자료의 치정보 

∙검색결과 재정렬

(표제, 자명, 발행연도, 합성순

에 의한 정렬) 

∙철자 오류 수정

∙검색결과 없음 메시지

∙소장정보 

∙풍부한 콘텐트 제공

∙원문 다운로드  링크

∙검색결과의 이메일  텍스트 

문자 송 

<표 16>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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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구글, 네이버 등 포털 검색엔진

의 간결한 검색환경에 익숙하므로 검색절차가 

최소화될수록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 인터

페이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

서관 모바일 목록은 소장자료,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전자책, 전자저널 등 각종 정보

원을 한 장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통합검색’ 기능의 유무에 따라 이용

자가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얻는 검색결과

의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외 대학도서

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합검색’ 기능의 도입

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목록의 검색화면인 1 Depth

에 해당하는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는 

검색창을 하나로 통합한 ‘간결한 검색창’을 이

용하여 ‘통합검색’을 위주로 설계하였다. 자료

의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외부 기관

의 자료까지 쉽게 검색되므로 이용자에게 요구

되는 노력이 적은 ‘효율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한 화면에서 자

료검색의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

화면에 ‘간결한 검색창’과 ‘간략검색을 위한 검

색창’을 동시에 배치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단일한 접근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가 제공하는 ‘전체’, ‘표제’, ‘저자명’을 기본적인 

검색접근점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저자명’ 15.2%의 요구와 비슷하게 

14.1% 응답자가 ‘주제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

으므로 ‘주제명’ 등의 검색필드를 추가로 마련

하였다. 

반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결과와는 상반되게 해당기능이 

적용된 국내 모바일 목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여 자료를 검색할 때 빠르

고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검색결과 간략 디스플레이

(2 Depth)

검색결과 간략 디스플레이(2 Depth)는 한 

화면 내에 많은 검색결과를 동시에 제공하기보

다 ‘전체’ 및 ‘검색대상별’ 검색결과화면을 탭으

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였다. 이용자

가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통합검색 대

상과 동일하지만 검색결과를 표현할 때에는 도

서관 소장자료, 외부학술기관 소장자료, 웹 포

털 관련자료 등으로 분류된 검색대상별 결과화

면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검색결과의 간략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용자

가 ‘요약 검색결과 화면’을 가장 선호한다는 의

견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자료의 리스

트와 도서관자료의 서지정보, 대출현황 및 자

료의 위치정보 등 검색결과를 훑어보고 자료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수록하도록 하였

다.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항목은 국내․외 대

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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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간략 디스플레이에 가장 요구되는 항

목인 ‘표제’와 ‘저자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국외 사례에서 활발히 적용된 항목인 ‘자료유

형’, ‘검색문헌수’, ‘대출현황 및 자료 위치정보’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검색결과의 건수가 많은 경우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가장 우

선시해야 하므로 ‘검색결과 정렬’ 기능의 사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색결과 정렬 항목은 

‘표제’, ‘저자명’, ‘발행연도’를 유지하며, 국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 제공 기능 중 ‘적합성

순에 의한 정렬’ 기능을 도입하였다. 웹에서 각

종 자료를 검색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를 적합성 순에 의한 정렬하는 기능에 높

은 기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 대

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에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

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철자 오류 수정’ 기능을 모바일 목록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색결과 없음 메시

지’와 같은 안내 기능을 통해 검색결과가 없는 

원인을 알려줌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자

료검색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4.3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

(3 Depth)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3 Depth) 화면

을 구축하는 경우 자료의 ‘소장정보’와 ‘풍부한 

콘텐트’를 표시하여 모바일 목록을 통한 도서

관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하여 저작권이 해결된 학술논문

이나 학위논문의 조회 및 다운로드를 통한 열

람이 가능하므로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함으

로써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국외 

대학도서관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검색

된 자료의 정보를 ‘이메일’ 혹은 ‘텍스트 문자’

로 전송하는 기능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콘텐트를 

구축해나가는 소셜 검색 기능은 이용자 선호도

를 순위화한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실제로 모바일 목록에서의 활용도 또한 낮았기 

때문에 ‘태그’, ‘평점/서평’, ‘클러스터링’, ‘RSS’ 

등의 도입을 심사숙고하거나 이용자 교육 등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내 82개 대

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능

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외 15개 대학도서관 모

바일 목록의 적용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또한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검색기능 선호도를 파악하고, 대학도

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방

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

페이스 설계안을 검색화면, 검색결과 간략 디

스플레이,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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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로 분류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모바일 목록에서도 도서관 

자료의 ‘다양성’과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대표

적 특성으로 지닌 ‘통합검색’ 기능을 우선적으

로 도입, 활용하였다. 또한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는 ‘간결한 검색창’과 기존의 ‘간략

검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관의 필요에 

따라 전자자료만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화

면을 마련하였다. 검색접근점은 ‘전체’, ‘표제’, 

‘저자명’, ‘주제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용

자가 추가되기 원하는 기능의 우선순위를 파악

하여 다양한 검색필드를 구성하였다. 초기검색

창과 2차검색창을 구분하기보다 하나로 통합

된 검색창에서 이용자의 자료검색이 모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검색결과의 간략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제’와 ‘저자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자료의 이

용가능 여부와 소장위치 등을 안내하는 요약된 

서지정보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적합성 순위에 따라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위에 제시하였다. 또한 

모바일 목록 내 다양한 정렬항목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검색화면으로 다시 이동하지 않고도 

검색결과 디스플레이화면에서 검색결과를 정

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검색결과 상세 디스플레이 화면에 자

료의 서지정보를 ‘이메일’ 혹은 ‘텍스트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2.0과 관련한 모

바일 목록 기능 중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동

시에 웹기반 OPAC에서도 활발히 제공되는 

‘적합성순에 의한 정렬’, ‘검색어 자동 완성’, ‘철

자 오류 수정’, ‘풍부한 콘텐트 제공’ 기능을 모

바일 목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대

학도서관이 소장하는 전자자료의 원문은 모바

일 기기에 다운로드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 검색된 전자자료의 원

문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문제공 기능을 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연구의 대상이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으로 한정되어 본 연구결과를 공공

도서관 혹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둘째, 국외 대학도서관 모

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현황 조사가 부

족하며, 셋째,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사용성 평

가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

종의 도서관 모바일 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현황조사와 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검

색 인터페이스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용성

을 검증을 수행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모바일 목록의 검

색 인터페이스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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