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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기법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평가

Information System Evaluation using IP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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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의 생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과학기술정보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이용자니즈와 행태를 반영하고 최신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국내 및 국외 과학기술정보사이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와 과학기술정보

속성 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스템 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총 816명이 온라

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포함한 정량적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중요도는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임팩트 수치로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보사이

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일반적 인지도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 등이 높게 나타났다. Google Scholar는 개선영역보다는 많은 강점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정보검색의 강화 즉, 검색속도 및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편의성 및 사용성을

높인 이용자인터페이스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어 : 정보시스템, 평가, IPA, 이용자연구

Abstract Information servic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a relatively 
short information life cycle for free or paid are in need of reflecting rapidly changing user needs and behaviors 
and grafting the latest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s for each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general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users' domestic and foreig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ites and importance by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ttributes. A 
total of 816 us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quantitative methods including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 The 
importance was evaluated by the impact value calcul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e general recognition of user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ites was relatively high i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 and Google Scholar and Science Direct were also high. 
Google Scholar was found to have more strength than improvemen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ser's 
preferred system is a good driving force for improving the lack of existing syst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formation retrieval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at is, to improve the search 
speed and functions, and also to improve the user interface with improved convenience and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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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과 웹의 출현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원하는 정보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웹 기반 정보서

비스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일반 정보 뿐 아니라 전문 정

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한 다학

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생명주기가 비

교적 짧은 과학기술정보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

하는 이용자니즈와 행태를 반영하고 최신기술을 접목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국내 및 국외 과학기술정보사이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와 과학기술정보 속성 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

여 각 시스템 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Ⅱ. 과학기술정보시스템

인간의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에 시작해

서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1900~1930년

대에는 정보채널과 시스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대

중매체), 1940년대에는 최초의 기존 문헌들에 대한 리

뷰가 출판되었다.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화

된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0년대까지 이루어진 정보추구 연구는 인공물(정보

원)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보시스템이 이용자

의 정보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즉, 시스템 중심적 연구가 대다수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구조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사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의 많은 연구들이 이용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용

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

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중심적 또는 이용자 지향적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1970년대 시스템에서 인간 중심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인간과 정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4].

1960년대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연구의 증가 원인에

는 인터넷의 출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

대 후반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 연구국에서 전시에도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연구를 착수하였

다. 그 결과,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인

ARPANET이 탄생하였으며,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기

반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동안, 대규모 생산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가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웹의 출현은 정보에 접근

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정보와 정

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구 분야를 탄생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5-7].

정보추구와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가 다학제적인 성

격을 지닌 만큼, 관련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정보시스템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인간 중심의 시스템

으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혼합된 연구방법들을 활용하

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심층인터뷰, 사용성평가

등을 함께 활용하여 개선사항을 도출시킬 수 있다

[8-9]. 이 외에도 비간섭적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트랜잭션로그분석 또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10-11].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국내외 주요 과

학기술정보사이트들에 대한 인지도와 과학기술정보 속

성 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스템 별 개선사항

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과

학기술정보 이용자, 총 816명이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정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정보 속성 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

들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하여 중요도 대

비 실행도(성과)가 낮은 변수를 우선 개선시킨다는 논

리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법인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였다. 중요도는 회귀분

석을 통해 산출된 임팩트 수치로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각 사이트별로 인지정도를 살펴보

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DSL)의 경우 60.9%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Google Scholar(51.8%),

Science Direct(38.4%),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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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17.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과학기술정보의 속성은 9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

다: 정보의 정확성(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의 적절성

(내 관심분야와 상당히 관련 있는 정보 제공), 정보의

완전성(제공되는 정보들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

인터페이스 구조 품질(정보를 보여주는 형식이나 디자

인의 일관성), 정보 패키징 품질(제공되는 정보의 연관

성 그룹핑), 정보의 접근성(정보검색 기능), 히스토리

유지품질(자주 방문하는 페이지나 정보 접속의 편의성),

정보전달 품질(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전후 관계

제공), 정보의 최신성(업데이트 주기).

과학기술정보 속성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

술정보사이트 이용 시, ‘정보를 보여주는 형식이나 디자

인 일관성’, ‘재접속 시 편리성’을 제외하고 5점 평균 기

준 4점 이상으로 평가해 제시한 대부분 항목에 대해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특히,

‘정확한 정보 제공’(92.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관심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 제

공’, ‘정보 검색 기능’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IPA 분석 결과,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경우 ‘정

보검색’, ‘구체적인 정보’는 최우선 개선영역으로 나타난

반면, ‘정확한 정보제공’, ‘내 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제

공’은 강점 속성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전후 관계 정리’, ‘정보검색’

이, Science Direct는 ‘자주 방문하는 정보 재접속’이 최

우선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 강점영역으로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는 ‘정확한 정보제공’, ‘내 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제공’이, Science Direct는 ‘내 분야와 관련 있는 정

보제공’, ‘구체적인 정보’, ‘정보검색’ 등이 나타났다(그

림 4).

PubMed는 ‘전후 관계 정리’가 최우선 개선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정보제공’, ‘내 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제공’, ‘정보검색’, ‘업데이트’(정보의 최신성) 등 많

은 강점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gle

Scholar는 최우선 개선영역과 유지 강화영역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정보검색’, ‘업데이트’(정보의 최신성), ‘내

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제공’, ‘정확한 정보제공’ 등 많은

강점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Ⅳ. 결 론

과학기술정보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일반적 인지

도는 국가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목

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정보사이트들을 중요도-수행도

(IP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제공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정보의 정확성과 적합

성)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료 과학기술 전문정보서

비스인, Science Direct와 PubMed는 정보의 적합성과

정보검색을 공통적으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PubMed는, 이 외에도, 정보의 최신성과 정보검색의 편

의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무료

학술정보검색사이트인, Google Scholar는 정보검색, 정

보의 최신성, 정보의 적합성, 정보의 정확성 등, 학술정

보의 주요 평가 영역에서 모두 높은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Google Scholar는 개선영역보다는 많은 강점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

다 나은 이해는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

의 정보검색의 강화 즉, 검색속도 및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편의성 및 사용성을 높인 이용자인터페

이스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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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학기술정보사이트에 대한 일반적 인지도

Figure 1. General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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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기술정보 속성 별 중요도

Figure 2. Importance by attrib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그림 3. IPA 분석 결과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Figure 3. IPA analysis results –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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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PA 분석 결과 – RISS, Science Direct

Figure 4. IPA analysis results – RISS, Science Direct

그림 5. IPA 분석 결과 – PubMed, Google Scholar

Figure 5. IPA analysis results – PubMed, Google Schol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