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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은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핵심적 접근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DLS에서의 학생들의 정보검색행태 분석을 통해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에서 DLS 검색을 시도하는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DLS 검색과정을 녹화하고 정보요구 
전반에 대한 검색-전 질문지와 검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색-후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평소 DLS 이용의 주목적이 단순 여가 독서인 경우, 정보요구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경우, 그리고 검색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을 겪는 경우 등에서 검색 성공률과 검색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검색 만족도는 검색시간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검색 결과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정보 통합 검색, 관련 자료 
추천, 소장 위치 출력, 모바일 앱을 통한 음성 인식, 검색 실수 자동 교정 기능 등 요구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진학 및 진로정보 제공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DLS 역시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 정보 검색 시스템 수준으로의 DLS 기능 개선이 
필수적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현장 인력과 DLS 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정보검색행태, 정보추구행태, DLS, 이용자, 접근성

ABSTRACT: Digital Library System(DLS) for the school library is a key access tool for school library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materials through analysis of 
student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in D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recording of 42 participants' 
DLS search process, and questionnaire. As a result, the search success rate and search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lower when the main purpose of DLS is simple leisure reading, information needs are relatively 
ambiguous, and when user experiences the complicated situations in the search process. The satisfaction 
level of search time sufficiency was the highest, and the search result satisfaction was the lowest. Besides, 
there was a need to improve DLS, such as integrated search of other library collection information, the 
recommendation of related materials, the print output of collection location, voice recognition through mobile 
apps, and automatic correction of search errors. Through this,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First, DLS 
should complement the function of providing career information by reflecting the demand of education 
consumers. Second, improvements to DLS functionality to the general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level 
must be made. Third, an infrastructure must be established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school library 
field personnel and DLS managem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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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웹 검색엔진들은 사용자 편의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는 최대한 단순한 작업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의 복잡하고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검색 결과를 돌려주기 위해 무장해 왔다. 정보 

검색에 있어 고도화된 검색엔진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돌리기 위해 대학도서

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검색시스템도 사용자 맞춤형을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

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검색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DLS(Digital Library System)는 2001년 보급 이후, 현재는 거의 모

든 국내 학교도서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이자 이용자에게는 학

교도서관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검색시스템이다. 이러한 국내 학교도서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DLS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한다면, DLS가 학교도서관 현장의 사서교사 및 사서의 

업무를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DLS가 이용자에게 도서

관 자료의 접근성을 충분히 제공하는지는 주요하게 취급해야할 중요 과제이다. 2005년 DLS v2.0

은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시스템 재개발 주기를 훨씬 넘

어서고 있다. 게다가 학교도서관 현장 전문가의 DLS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학생 이용자의 DLS 사

용의 불편함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DLS의 시스템적 개선이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향상의 모든 해결점은 아니다. 이용자 검색의 

기반이 되는 목록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학교도서관 전문가들의 몫이

다. 학교도서관 전문가들의 도서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입력 요소 설계는 그나마 개선이 많이 이

루어진 부분이다. 다만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 구성의 다양성과 때로는 부재에 의해 풍부하고 완

전하지 못한 목록 데이터의 생산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강봉숙, 정영미 2019). 이것

은 DLS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이지만 목록 레코드 입력 지침 교육, 운영 인력 등 

또 다른 영역의 복잡한 문제들과 연계된다. 무엇보다 목록 레코드의 어떤 접근점이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용자 연구를 통해 가능

하며 그 결과는 DLS 시스템 요소 설계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전문가의 목록 데이터 생성시에도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설계에서 최신의 첨단 기술 사양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

자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며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설계가 될 

것이다. DLS 시스템 개선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많지 않지만, DLS 사용자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DLS는 초·중등 학교도서관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그만큼 표적 사용자의 범위도 

넓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급격한 인지 발달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역량 간 차이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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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급 학교의 교육 목표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각급 학생들의 정보

이용행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생들에 대한 세분화된 DLS 사용자 

집단 연구는 사용자 맞춤형 DLS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선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된 사용자, 즉 고등학생의 DLS 검색행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도서

관 자료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뒤로 미루고,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고등학생이라는 이용자 집단의 

DLS 검색행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접 정보요구를 지닌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색 실험을 통해 DLS 상에서 검색행태를 파악하였다. 필요한 데이터는 실험 

외에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DLS 운용과 개선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DLS(Digital Library System)는 국내 학교도서관들의 도서업무를 자

동화하고 기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구축하여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 

정보 시스템이다. DLS의 다양한 지원 기능 중에서 핵심은 학교도서관의 자료 관리에 있다. 사서

교사 및 사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를 목록하고, 학생 이용자는 DLS 검색을 통해 자료에 

접근한다. 즉, DLS는 학교도서관 자료에 접근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하면서 주요한 검색 도구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1년부터 DLS Ⅰ을 시작으로 2002년 DLS Ⅱ, 2005년 국제표준을 적

용한 DLS v2.0을 개발․보급해 왔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DL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DLS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년 교육청

별로 기능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미반

영되었으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변우열, 이미화 

2017, 35). DLS 이용에 대한 사서교사 및 사서 대상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이승아, 김희섭 

2010)에 따르면 콘텐츠 품질,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중 시스템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시스템 품질의 만족도는 시스템 응답시간과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 검색 속도 향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용자 만족도에서 DLS 시스템 품질이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DLS는 부분적 기능 개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기능 개선 노력

은 매우 부족한 셈이다. 최근 DLS의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소수의 논문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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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열과 이미화(2017)는 DLS 전문위원 9명을 대상으로 자료선정, 자료등록, 대출반납, 장서점

검, 통계, 이용자검색의 6가지 영역에서 DLS의 사용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검색 영역에서는 검색 속도 향상과 리뷰, 목차, 이용자 코멘트 제공, 추천

서비스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능 제공을 제안하였다.

강봉숙과 정영미(2019)는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에 대한 탐색적 논의로써 DLS 

기능 분석, 실제 목록레코드 검토, 그리고 사서교사 및 사서 대상의 질문지를 통해 현재 DLS 목

록의 자료 접근성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시각에서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은 제공하지 않는다.

앞의 두 연구와 달리 DLS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시스템 개선이 아닌 목록 데이터 품질 향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도 있다. 노진영, 변우열, 이미화(2014)는 학교도서관의 목록 데이터 표준

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DLS 목록입력 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주기의 다

양화와 검색 가능성 향상, 저자별 입력을 통한 저자명 색인 확대, 비통제 주제명을 포함한 주제색

인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병기(2009)는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검색 향상을 

위한 접근점 확대 방안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 즉, 교육 맥락을 고려한 학교

도서관 자료의 목록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DLS의 개선이 시스템 관점이든 입력하는 목록 및 색인 정책 관점이든 간에 앞에서 살펴본 이 

분야 소수의 연구들은 모두 전문가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 이용자의 DLS 사용에 기반을 

둔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용자의 사용성과 검색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기반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2.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및 검색

DLS는 일부의 교수 자료에 대한 검색을 제외하고 초․중등 학생들을 표적이용자로 한다. 시스템 

기반 연구에서 주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병기(2005)는 DLS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의 308개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리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요구사항을 조

사하였고, 여기에 일반교사 1,430명과 초․중등학생 2,900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제외하

고 DLS에 기반을 둔 정보이용 및 검색에 관한 이용자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이 연구는 과거 DLS 버전에 관한 것이다. 

DLS 기반의 이용자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이용자 범주인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및 검색행

태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연옥(2007)은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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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인문계고등

학생의 주요 관심 분야는 진로(직업, 학과선택, 대학진학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 및 

학습(숙제, 성적, 평가, 학습 등), 관계(친구, 가족, 이성, 선생님), 건강(외모, 건강, 음주, 흡연 

등), 여가(영화, 음악, TV, 놀이 등), 그리고 일반적 정보(사건 사고, 사회적 이슈 등) 등이다. 반면 

오수연(2010)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DLS 통계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요

구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취업반과 진로반 관계없이 여가·흥미 자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취업반은 전공과 관련된 실무지식이나 전공 관련 자격증 자료가, 진로반은 진학에 

관련된 정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45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

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고등학교는 대학교육의 전문

적인 교육의 기초단계로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직업이나 교육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

고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유형과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이 학교도서

관에 요구하는 정보가 진로탐색과 진학을 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황혜정과 김기영(2015)의 연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 연구는 사전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규명하고자 하

였는데, 사전 심층 면담을 통해 학교도서관 장서를 크게 학교도서관 기본장서, 학습을 위한 장서, 

진학 및 진로를 위한 장서, 여가활동을 위한 장서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요구를 설문

한 결과, 고등학생은 진학 및 진로를 위한 장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

다. 동시에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진학 및 진로를 위한 정보요구에는 가장 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학생 대상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중학

생은 시험 준비나 학습 및 과제해결에 대한 정보요구가 가장 높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조애순 

2007; 권현진 2003).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는 많은 부분 웹 검색엔진, 친구, 지인 등을 통해 해결하지만, 학교도서

관 또한 그 중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가 학교도서관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검색되고 해소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학교도서관을 통한 고등학생 이용자 

집단의 정보요구와 검색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생소하지만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3. 검색행태에 관한 실험 연구

본 연구의 주축을 이루는 연구 방법은 실험이다. 앞에서 살펴본 DLS 개선 연구나 특정 이용자 

집단 연구는 대부분 심층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정보검색행태에 관한 이 분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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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몇 가지를 검토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최근 수행된 실험 연구 중 사공복희와 정미봉(2008)은 어린이 전용 검색

엔진인 쥬니버와 야후꾸러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2명의 정보탐색행태를 실험을 통

해 분석하고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여 국내 어린이 전용 검색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정

문제 2개와 자유문제 1개를 제시하고, 탐색접근방식, 탐색화면 이동방식, 탐색화면수 등의 탐색

과정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통해 탐색성과 및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영미(2009)는 XML 검색 시스템에서의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실험 집합(test collection) 및 절차는 모두 INEX 2006의 iTrack에서 제공한 것을 따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16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실험-전, 실험-후 질문지와 검색주제 제시 전․후
의 검색-전 질문지, 검색-후 질문지 등의 총 4차례의 설문과 검색 전 과정이 기록된 시스템 트랜

잭션 로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어진 검색주제는 총 12개로 참가자가 이 중에서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영미(2012)는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공 주제와 일반 주제의 두 가지 태스크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전 질문지, 실험 후 성과에 대한 실험-후 질문지, 각 태스크마다 전, 후에 설문을 추가

로 실시하였다. 탐색의 전 과정은 Adobe Captivate 4의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되었다. 

정은경(2012)은 대학생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 대학생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정보요구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생각해낸 주제의 멀티

미디어의 개별 형태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에 관한 것이다. 정보원 또한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였으나 통제된 실험 과정을 위해 연구자 입회하에 검색은 수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Camtasia Studio 7을 통해 녹화되었다. 실험 후 참가자 대상의 면담을 통해 검색원, 정보요구, 

적합성 판단기준, 검색저해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이보은과 이지연(2019)은 학술정보검색을 위한 국내 대학생의 외국어 탐색문 활용도를 살펴보

기 위해 실험, 인터뷰, 통계분석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술

정보탐색을 수행하도록 통제하였고 실험 과정은 화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화함과 동

시에 Think Aloud 방식을 활용하여 피실험자가 생각하는 모든 과정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그 외에도 사후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외국어 활용, 검색 만족도, 검색 시스템, 정보활용능력, 

일반항목 등을 파악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사공복희와 정미봉(2008), 정영미(2009)의 연구와 같이 DLS라는 특정한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실험이고 또한 DLS 기반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의가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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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검색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행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본 연구

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험은 탐색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색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10분 이내로 제한되었다. 당시 실험 참가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실험이 이루어졌기에  실험 전수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및 청소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사서교사 주도 도서관활용수업이 실시되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검색시간은 10분 이내로 

자연스럽게 제한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 장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실험

참가자
정보요구

(검색질문)
검색

시스템
검색-전 질문지 검색과정

검색-후 
질문지

사공복희, 
정미봉
(2008)

22명
단순주제 1개, 
복합주제 1개, 
자유주제 1개

쥬니버, 
야후

꾸러기

성별, 인터넷 이용빈도, 
정보검색 교육유무

탐색접근방식, 타맥화
면 이동방식, 탐색화
면수

탐색성과, 시스
템에 대한 인식

정영미
(2009)

16명
주제 12개 중 

2개 선택

자체개
발 XML

검색
시스템

실험-전(연령, 성별, 전
공, 검색경험, 검색빈도, 
온라인주요정보원), 검색-
전(주제에 대한 친밀도, 
흥미, 검색용이성 인식)

탐색시간, 피드백 횟
수, 질의어수, 유니크
한 질의어수, 열람한 
문헌, 열람한 엘리먼
트, 평가문헌, 평가 엘
리먼트

탐색 만족도, 
인터페이스 유
용성 평가, 

정영미
(2012)

29명
전공주제 3개, 
일반주제 3개 
중 선택 1개씩

D대학
도서관 
OPAC

실험-전(성별, 학년, OPAC 
이용빈도, 이용목적, 타
기관 OPAC 이용빈도, 
OPAC 탐색의 비중), 검
색-전(주제 친숙성, 흥
미, 탐색용이성 인식)

탐색 소요시간

탐색시간 충분
성, 탐색결과 유
용성, 탐색 용
이성, 만족도

정은경
(2012)

20명 자유주제
자율
선택

전공, 학년, 나이, 성별 -

검색원, 정보요
구, 적합성평가
기준, 검색저해
요인 

이보은, 
이지연 
(2019)

20명
2개의 주제
분야 선택

자율
선택

전공, 학력, 외국어실력, 
정보활용능력, 검색언어

정보원, 자료유형, 검
색횟수, 탐색문수, 중
복도, 검색패턴, 브라
우징 문헌, 전문확인 
문헌

검색 만족도, 
주관적 정확률
과 재현률, 외
국어 검색의 
어려움

<표 1> 문헌정보학분야 실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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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생 이용자의 DLS 검색과정을 녹화하고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검색-전, 후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검색 실험 참가자는 D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을 방문하여 DLS 검색 전용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의사

를 통해 42명을 모집하였다. 참가자 모집 및 실제 검색 실험은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졌고 2019

년 8월 27일에서 10월25일에 걸쳐 수시로 진행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를 대상으로 검색-전 설문을 실시하고 검색이 끝난 후에는 검

색-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DLS 검색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찾은 이용자, 즉 현재의 정보요구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검색 질문은 인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참

가자의 현 정보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자유롭게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의 

규정상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실제 검색 환경을 반영하여 모든 실험 과정은 

10분 이내에 완료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2. 연구 도구

가. 검색-전 질문지

검색-전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는 검색 실험 참가자 42명을 대상으로 DLS 검색을 수행하기 직

전 실시되었다. 검색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검색의 

전 과정이 화면 캡처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질문지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DLS 

검색 빈도, 이용 목적, 검색에서 DLS 비중을 포함하여 참가자의 정보요구에 해당하는 검색을 하

는 상황 및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문항 등 9개로 구성되었

다. 검색-전 질문지 구성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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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                     성별  □ 남     □ 여              학년  □ 1     □ 2     □ 3
1. 우리 학교 도서관검색시스템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한 달 평균)?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2. 우리 학교 도서관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 학교 과제 해결  □ 진로 정보 탐색  □ 관심 주제 자료 탐색  □ 단순 여가 독서  □ 기타:
3. 평상 시 전체 검색(네이버, 유튜브, 교보문고 등)에서 학교 도서관검색시스템 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0-20%     □ 21-40%     □ 41-60%     □ 61-80%     □ 81-100%

4.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검색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매우 미숙하다  □ 미숙하다  □ 보통이다  □ 능숙하다  □ 매우 능숙하다

5. 지금 검색을 하고자 하는 상황, 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색 상황(O표) 검색하고 
싶은 것

검색하고 
싶은 이유특정 책을 찾는 경우 특정 책이 아니라 주제만 생각하고 찾는 경우

<표 2> 검색-전 질문지

나. 검색-중 검색과정 기록

검색 실험은 D고등학교 도서관의 DLS 검색 전용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검색 질문은 

특정하지 않았다. 해당 실험 참가자들은 DLS에 접속해 각자가 원하는 정보요구를 검색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반디캠(Bandi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화면을 녹화하였다.

다. 검색-후 질문지

실험 참가자는 검색을 마친 후 검색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응답했다. 질문지는 

검색시간의 충분성, 검색 결과의 유용성, 검색의 난이도, 검색 결과 만족도에 대한 자기 평가의 

5점 척도 문항 4개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와 학교도서관 검색시스템과 관련한 의

견을 묻는 자유기술형 문항 2개로 구성하였다. 검색-후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6. 검색을 위해 시간은 충분했습니까?
□ 매우 부족했다  □ 부족했다  □ 보통이다  □ 충분했다  □ 매우 충분했다

7. 검색 결과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유용하지 않았다  □ 유용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유용했다  □ 매우 유용했다

8. 검색은 쉬웠습니까?
□ 매우 어려웠다   □ 어려웠다   □ 보통이다   □ 쉬웠다   □ 매우 쉬웠다

9. 검색 결과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를 선택한 경우, 10-2로 바로 이동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경우, 10-1부터 응답하고 10-2

10-1. 전반적 검색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2. 학교도서관 검색시스템 관련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표 3> 검색-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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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 및 결과

1. 검색-전 수집 데이터 분석

가. 인구통계학적 속성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실험 참가자의 성별은 남자

가 10명(23.8%), 여자가 32명(76.2%)이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23명(54.8%), 2학년 12명

(28.6%), 3학년 7명(16.7%)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속성 명(%) 합계

성별
남 10(23.8)

42(100.0)
여 32(76.2)

학년

고 1 23(54.8)

42(100.0)고 2 12(28.6)

고 3 7(16.7)

<표 4> 인구통계적 속성별 분포

나. 일상적인 DLS 검색행태 

검색-전 질문지를 통해 실험 참가자의 일상적인 DLS 검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DLS를 통한 한 달 평균 검색 빈도를 묻는 문항에 1-2회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2명 

중 26명(6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5회가 12명(28.6%), 6-9회가 3명

(7.1%)이었으며, 한 달에 10회 이상 DLS를 검색하는 학생은 1명(2.4%)으로 조사되었다. 

DLS 이용의 주목적을 묻는 질문에 관심 주제 자료 탐색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31.0%), 단순 여가 독

서라 응답한 학생은 11명(26.2%), 진로 정보 탐색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2명(4.8%)으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연옥(2007), 오수연(2010), 그리고 황혜정과 김기영

(2015)의 연구에서 밝힌 고등학생의 정보요구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고등학

생들의 학교도서관에서 대한 정보요구는 진학 및 진로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DLS 이용목적으로 진로 정보 탐색이 적합하지 않은지, 정보요구와의 큰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

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평소에 하는 전체 인터넷 검색에서 DLS 검색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절대 다수

인 41명(97.6%)의 학생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고등학생들의 평소 전체 정보 검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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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검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의 정보 검색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14점으로 조사되어 고

등학생들이 정보 검색 실력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명(%)

DLS를 통한 한 달 평균 검색 빈도

1-2회 26(61.9)

3-5회 12(28.6)

6-9회 3(7.1)

10회 이상 1(2.4)

평소 DLS 이용 주목적

학교 과제 해결 13(31.0)

진로 정보 탐색 2(4.8)

관심 주제 자료 탐색 16(38.1)

단순 여가 독서 11(26.2)

전체 검색에서 DLS 검색 비중

0-20% 41(97.6)

21-40% 1(2.4)

41-60% 0(0.0)

61-80% 0(0.0)

81-100% 0(0.0)

본인의 정보 검색 실력 (평균(표준편차)) 4.14(1.05)

<표 5> 실험 참가자의 일상적인 DLS 검색행태 

다. 정보요구와 검색 질문 

학교도서관에 설치된 DLS를 검색하고자 한 실험 시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검색 상황, 

검색의 내용 및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개괄하면 <표 6>과 같고, 그 기초 통계는 <표 7>과 같다. 

참가자의 정보요구 중 특정 책을 찾는 경우는 38명(90.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주제만 생

각하고 찾는 경우는 4명(9.5%)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책을 찾으며 정확한 서명을 인지하고 찾는 

경우를 정보요구가 상세(76.2%)하다고 파악했으며, 특정 책을 찾는 경우라도 서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검색에 임하는 경우와 주제만 생각하고 찾는 경우는 정보요구 상세

성이 다소 모호(23.8%)한 수준인 것으로 분류했다. 

ID DLS로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 검색 목적
정보요구 
상세성

1
치킨보다 더 많이 검색되는 것이 있으
면 대한민국 트렌드가 된다는 빅데이터 
관련 도서

매체와 언어 수업에서 국어 선생님이 소
개하신 책이라 호기심이 생겨서 

단순 여가
독서

다소 모호

2 노래의 책 다른 책에서 소개된 것을 봐서 읽고 싶어
져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3 한자와 나오키 유명한 일본 드라마의 원작이라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표 6> 실험 당시 검색의 주요 상황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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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상욱의 양자공부 수업에서 과제로 읽기로 정한 책이라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5 택시 운전사 수행평가 과제 관련 책이라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6 심리학 관련 책 희망 진로 분야라서 
진로 정보 

탐색
다소 모호

7 융의 심리학 예전부터 읽어보려 생각했다 오늘 기회가 
닿아

단순 여가 
독서

상세

8 '화학으로'로 시작하는 도서 희망 진로 분야라서
진로 정보 

탐색
다소 모호

9 사이언스 브런치, 정의란 무엇인가 친구가 찾아보자고 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10 소금의 역습 동아리에서 읽기로 한 책이라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11 지리의 힘 철학 수업에서 내준 조별 과제로 읽어야 
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12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13 엔트로피 그냥 관심 있는 책이라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14 수학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 그냥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15 일제강점기, 1920년대 관련 역사 도서 한국사 수행평가 과제해결을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다소 모호

16 햄릿(희곡)
연극영화과 진학 목표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과제로 읽고 내용과 인물 성격을 분
석해야 해서

진로 정보 
탐색

상세

17 오직 두사람 그냥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18 '10%'로 시작하는 도서
자소서 작성을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자

진로 정보 
탐색

다소 모호

19 라틴어 수업 자소서 작성을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자

진로 정보 
탐색

상세

20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영어 원서
자소서 작성을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자

진로 정보 
탐색

다소 모호

21 평균의 종말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22 국제법 입문 모둠과제 중 책을 다시 정확히 검색해야 
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23 민주화 운동 관련 도서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다소 모호

24 경제 관련 도서 동아리 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다소 모호

25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사서선생님이 1권을 추천해주셔서 읽고 
좋았는데, 2권도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26 의학 오디세이 철학 수업에서 내준 조별 과제로 읽어야 
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27
스물 아홉 생일 1년 후 나는 죽기로 결
심했다 인터넷에서 이 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28 X의 즐거움 예전에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읽다 덜 
읽어서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29 팩트풀니스 사회 수행평가에서 환경 관련 
사회문제에 대해 읽기로 한 책이라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30 이게 경제다 철학 수업에서 내준 조별 과제로 읽어야 
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31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철학 수업 과제로 진로와 연계된 책을 
읽고 느낀 점, 요약 등을 작성해야 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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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84, 동물농장 유명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33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냥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34 무례한 자에게 웃으며 화내는 법, 파과 그냥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다소 모호

(잘못된서명)

35 정의란 무엇인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36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기숙사 부장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37 프랑켄슈타인 생명공학 관련 주제 문학 책을 읽으려는데 
사서선생님이 전에 추천해주셔서

진로 정보 
탐색

상세

38 코끼리 국어 수업에서 이 단편소설을 배워서 이 작
가의 다른 단편도 읽고 싶어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39 골든 아워 이국종 교수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후 관심
이 생겨서

단순 여가 
독서

상세

40 바이오 사이언스, 질병 정복의 꿈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41 히리하라 몸이야기 생명과학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 과제 

해결
다소 모호

(잘못된서명)

42 생명과학 판도라 교내 낙서단(樂書團) 독서회에서 함께 읽기
로 한 과제 도서라서

학교 과제 
해결

상세

실험 당시 참가자들의 검색 목적은 평소 관심 있던 도서나 단순 여가 독서를 위한 도서를 검색

하려는 경우가 18건(42.9%), 학교 수업 중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17건(40.4%)이었

다. 반면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진학 주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를 검색하는 경우는 7건

(16.7%)으로 적게 나타났다. 실험 당시 참가자들의 검색 목적 또한 평상시 DLS 이용목적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고등학생의 학

교도서관에 대한 정보요구가 진학 및 진로정보에 있는 것과 다르다. 즉 고등학생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진학 및 진로정보에 대한 정보요구는 높은 반면, 실제 학교도서관 자료에 접근을 제공하는 

DLS는 진학 및 진로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DLS가 이러한 정보 검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구분 명(%)

검색 목적 

학교 과제 해결 17(40.4)
진로 정보 탐색 7(16.7)

관심 주제 자료 탐색 0(0.0)
단순 여가 독서 18(42.9)

정보요구의 
상세성

상세 특정 책을 찾고 있으며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32(76.2)

다소 모호
특정 책을 찾고 있지만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6(14.3)

주제만 생각하고 검색하는 경우 4(9.5)

<표 7> 실험 당시 검색의 정보요구 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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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중 검색과정 분석

검색-중에 이루어진 DLS 검색 행위에 대한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항목 평균(표준편차)
검색시간(초) 45.48(32.85)

피드백 횟수 0.17(0.58)

질의어 수
DLS 1.98(1.60)

타 검색엔진 포함 전체 2.26(2.08)

검색 당 평균 질의어 수
DLS 1.47(0.81)

타 검색엔진 포함 전체 1.48(0.72)

열람 문헌 수 0.48(0.77)

<표 8> DLS 검색-중 검색과정 분석

실험 참가자의 DLS 검색시간은 평균 45.48초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편차가 32.85초에 달해 

검색 상황에 따른 검색시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에 대해 

검색한 경우, 10초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검색 사례는 

3분 30초가 소요된,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영어 원서를 검색한 사례였다.

재검색을 수행한 횟수를 의미하는 피드백 검색 횟수는 평균 0.17회로 나타났고, 검색 당 평균 

질의어 수는 1.98건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DLS 검색이 단순하게 수행되는 것은 검색 목적이 

서명을 알고 있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고, DLS가 복잡한 정보 요구에 부합하

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DLS상에서 검색의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 중에는 구글이나 네이

버로 전환하여 검색한 뒤, 다시 DLS로 이동하는 사례가 5건 조사되었다. 외부의 검색엔진에 입력

한 질의어 수를 합산하여 조사한 평균 질의어 수는 2.26개로 조사되었다. 피드백 상황을 개별 검

색으로 하여 DLS 검색에서 입력한 검색당 평균 질의어 수는 1.47개로 조사되었다. 외부 검색엔진

을 사용하는 경우 DLS 상에서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질의어 수를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DLS 검색 후 상세 서지까지 확인해 열람한 문헌 수 평균은 0.48건으로 상세 서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3. 검색-후 수집 데이터 분석

실험 참가자가 DLS를 활용한 검색을 마친 후 검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검색

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성공한 경우는 42건 중 31건으로 73.8%를 차지했

고 미소장을 포함하여 검색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11건으로 26.2%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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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성공

전체 31(73.8)

소장 27(64.3)

 대출 중 4(9.5)

실패(미소장 포함) 11(26.2)

<표 9> DLS 검색 성공 여부

참가자들이 검색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힌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단순한 오타 발생 등 실험 참가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가 42건의 사례 중 25건(59.5%)에서 나타날 

정도로 빈번했고 마찬가지로 질의어 입력 과정에서 한영 자동변환에 의한 타이핑 실수도 22건

(52.4%)에서 발생할 정도로 빈번했다. 학교도서관 검색용 컴퓨터에 자관 정보로 해당 학교를 설정

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찾기’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 학교를 재선택하는 경우도 전체 검

색의 19.0%가 나타날 정도로 자주 발생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지사

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아 외부 검색 도구를 활용하거나 사서교사에게 질의하는 등 DLS 외부에

서 서지사항 정보 확보를 위해 도움을 받는 상황은 7건(16.7%)이었다. 그리고 DLS에는 검색 결과

에 대한 정제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에,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제시되어 실험 참가자가 여러 검색 

결과 페이지를 일일이 브라우징하며 적합한 자료를 찾아가는 사례도 5건(11.9%) 나타났다. 

구분 검색 사례 수(%)
학교찾기 오류 발생  8(19.0)

검색 시작 시 한영 자동변환에 의한 타이핑 실수로 인한 오류 발생 22(52.4)

오타 등 검색 중 사소한 실수 발생 25(59.5)

타 검색 도구 등 DLS 외부 도움  7(16.7)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이 제시(검색 결과 정제 기능 필요)  5(11.9)

<표 10> DLS 검색 시 난항 경험 여부

검색 실험을 마친 후 검색-후 검색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검색시간 충분성은 5점 만점 중 4.40점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검색 용이성이 3.83점, 검색 결과 유용성이 3.71점, 검색 결과 만족도가 3.57점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DLS 검색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항목 평균(표준편차)
검색시간 충분성 4.40(0.86)

검색 결과 유용성 3.71(1.18)

검색 용이성 3.83(1.01)

검색 결과 만족도 3.57(1.13)

<표 11> DLS 검색-후 검색 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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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별 검색행태 차이

가. 정보이용행태에 따른 검색행태 차이

검색-전, 검색-중, 검색-후의 검색 전 과정에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고등학생들의 DLS 검색

행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일변량 

분석,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색-전 질문지로 조사한 DLS를 통한 한 달 평균 검색 빈도, 평소 DLS 이용 주목적, 평소에 

하는 전체 인터넷 검색에서 DLS 검색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 평소에 하는 전체 인터넷 검색에서 

DLS 검색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 본인의 정보 검색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 값 등의 정보이용행태

에 따라 검색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보이용행태 요인은 평소 DLS 

이용의 주목적이었다. DLS 이용 주목적 중 단순 여가 독서를 위해 DLS 검색을 한 경우, 평균 

69.1초로 검색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 주제 자료 탐색은 평균 33.8초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정보 탐색 시 검색 전체에 입력한 질의어수는 4.5개

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여가 독서가 3.8개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학교 과제 해결과 관심 주제 

자료 탐색을 위해서는 각각 1.5개의 질의어수를 입력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질의어를 입력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DLS 자체 검색의 질의어수만을 조사한 경우 역시 같은 순서로 질의어수 입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여가 독서와 같이 검색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학교 과제 

해결과 같이 DLS의 검색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비해 검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LS 검색 성공 여부도 평소 DLS 검색을 이용하는 주목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단순 여가 독서를 위해 검색한 경우는 36.4% 비율만이 검색에 성공했으나, 관심 주제 

자료 탐색(93.8%)이나 학교 과제 해결(84.6%)을 위해 검색한 경우에는 검색 성공률이 높게 나타

평소 DLS 이용 
주목적

검색시간
F=3.093*

 질의어수 
F=5.330**

 DLS 질의어수 
F=3.379*

검색 성공여부
χ²=12.642**

검색 결과 유용성
F=3.358*

검색 결과 만족도
F=3.701*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공  
(%)

실패 
(%)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 과제 해결 40.8 18.47 1.5 0.52 1.5 0.52
11

(84.6)
2

(15.4) 3.77 1.17 3.62 0.96

진로 정보 탐색 40.0 14.14 4.5 3.54 4.0 2.83 1
(50.0)

1
(50.0)

3.50 0.71 3.00 0.00

관심 주제 자료 
탐색

33.8 14.08 1.5 0.89 1.5 0.89 15
(93.8)

1(6.3) 4.25 1.06 4.13 1.02

단순 여가 독서 69.1 53.19 3.8 3.12 2.8 2.44 4
(36.4)

7
(63.6)

2.91 1.04 2.82 1.17

<표 12> 평소 DLS 이용 주목적별 검색행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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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DLS의 검색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비해 단순 여가 독서와 같이 검색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 검색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평소 DLS 이용 주목적에 따른 검색 결과 유용성과 검색 결과 만족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차가 조사되었다. 관심 주제 자료 탐색을 위해 DLS 검색을 실시한 경우, 검색 결과 

유용성과 검색 결과 만족도가 각각 4.25점,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해 이용한 경우가 3.77점, 3.6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여가 독서를 위해 검색을 

한 경우는 2.91점, 2.82점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검색 만족도를 보였다. 

정보요구 상세성 정도에 따라 검색행태와 검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정보요구가 상세한 경우 검색시간과 질의어 

수, 열람한 문헌 수의 값이 작게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정보요구가 비교적 모호한 경우 검색시간

은 길었고 질의어 수와 열람한 문헌 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보요구가 모호한 경우, 상세한 

경우와 비교하여 타 검색 도구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검색 결과 정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요구가 상세한 경우에서 검색 용이성 인식은 4.09점으로 

높은 반면 정보요구가 모호한 경우에서 검색 용이성은 3.0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냈다.

정보요구
상세성

검색시간
t=-2.129**

질의어 수
t=-2.466**

열람한 문헌 수
t=-2.065*

타 검색도구 
도움여부

χ²=5.145*

검색 결과 정제 
필요

χ²=9.879*

검색 용이성
t=3.33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평균
표준
편차

상세 39.69 18.75 1.84 1.71 0.34 0.70 3(9.4) 29(90.6) 1(3.1) 31(96.9) 4.09 0.82

다소 모호 64.00 56.61 3.60 2.67 0.90 0.88 4(40.0) 6(60.0) 4(40.0) 6(60.0) 3.00 1.15

<표 13> 정보요구 상세성 정도에 따른 검색행태 차이

나. 검색행태에 따른 검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

검색행태에 따른 검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만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검색시간 

충분성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은 부분적으로 검색행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참가자는 검색당 평균 질의어수

가 적을수록 검색 결과 만족도와 검색 결과 유용성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검색시간이 

짧을수록 검색이 용이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DLS 검색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질의어 수와 

검색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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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행태 검색 결과 유용성 차이 검증값 검색 용이성 차이 검증값 검색 결과 만족도 차이 검증값
검색시간(초) - F=2.881* -
질의어 수 F=2.525* - F=4.386**

검색당 평균 질의어 수 - F=2.680* F=2.946*

<표 14> 검색행태에 따른 검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검색 용이성
(상수) 4.585 .229 20.023 .000

검색시간 -.017 .004 -.538 -4.035 .000

검색 결과 유용성
(상수) 4.297 .242 17.720 .000

질의어 수 -.257 .079 -.457 -3.248 .002

검색 결과 만족도
(상수) 4.172 .228 18.263 .000

질의어 수 -.265 .075 -.490 -3.555 .001

검색 결과 만족도
(상수) 4.285 .389 11.006 .000

검색 당 평균 질의어 수 -.483 .238 -.306 -2.031 .049

<표 15> 검색행태에 따른 검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외부 검색엔진이나 사서교사에게 질문 등 DLS 외부의 도움 여부에 따라 검색의 성공여부, 검

색 용이성, 검색 결과 만족도에는 <표 1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검색을 한 경우는 검색 성공여부, 검색 용이성, 검색 결과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부의 도움 여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통제되지 않은 요인들, 즉 

검색 질문의 난이도 등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외부 도움 여부
검색 성공여부
χ²=8.893*

검색 용이성
t=3.077*

검색 결과 만족도
t=2.767*

성공(%) 실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부 도움 받음 2(28.6) 5(71.4) 2.86 1.07 2.57 0.98

외부 도움 받지 않음 29(82.9) 6(17.1) 4.03 0.89 3.77 1.06

<표 16> 외부 도움 여부에 따른 차이

<표 17>과 같이 검색의 결과가 너무 많이 제시되어 검색 결과의 정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 변수들을 살펴보면, 검색 결과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질의어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검색 결과 유용성 만족도는 검색 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정제가 

불필요한 경우에 3.86점으로 조사되었으나,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아 브라우징에 소요되는 노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색 결과 유용성이 2.60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DLS는 검색 결과

를 정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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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가 많아 
정제 필요 여부

DLS 질의어 수
t=-2.579*

검색 성공 여부
χ²=8.501*

검색 결과 유용성
t=2.386*

평균 표준편차 성공(%) 실패(%) 평균 표준편차

정제 필요 3.60 2.07 1(20.0) 4(80.0) 2.60 1.14

정제 불필요 1.76 1.42 30(81.1) 7(18.9) 3.86 1.11

<표 17> 검색 결과 정제 필요 여부에 따른 차이

5. 기타 의견 분석

실험-후 질문지의 마지막 문항은 학교도서관 DLS에 관한 의견을 받기 위해 자유기술 문항을 

구성하였고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내용 분석 후, 유사한 의견들을 군집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 영역 이용자 의견 예시

검색 기능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검색이 되지 않았다.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자꾸 영어로 바뀌어 불편했다. 

통합 검색 
기능

·책이 우리 학교에 있건 없건 책의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다. 책의 정보를 정확히 찾을 때 
다른 포털을 다시 검색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해당 책이 없었다. 이럴 때는 공공도서관 검색과 연동되면 좋겠다.
·제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치킨'을 검색할 때 학교에 없는 자료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책이 원래 실제로는 있는 책인지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인터넷처럼 수정 검색 결과도 같이 보여주면 더 좋겠다.

관련 도서 검
색 기능

·검색어로는 검색이 1건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찾으려는 주제에 따라 아래에 추천도서를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관련 도서도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 많이 찾는 도서 랭킹도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 
·키워드만 검색해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관련도서나 추천도서가 떴으면 좋겠다.
·원서명을 검색할 때 원서명이 아닌 한글로 책을 검색해서도 원서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자관 검색 기
능

·다른 학교 검색 결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잦음. 가끔 실수로 그 결과의 청구기호로 책
을 찾으러 갈 때도 있음.

·학교를 선택하는 화면이 자꾸 나와서 당황스럽다.
·전체 도서 검색 창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자료 검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쉽지 않다. 
·학교도서관 검색하려고 학교 이름을 다시 쳐야 할 때도 있어서 불편하다.

전거제어
·외국도서 같은 경우 '히가시노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코' 등 비슷한 인명의 사소한 실수

를 바로잡아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서 아쉽다.

시스템 향상 
기능

·실수로 '수학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았다. 
사소한 실수를 수정해서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히리하라로 알고 왔는데 검색이 안 되었다. 다행히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검색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처럼 오류를 바로잡아 검색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

·앱을 통한 검색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 항목 
추가

·842라는 청구기호를 찾아도 서가에서 책을 찾는 것도 어렵다. 또 제목만 봐서는 내가 찾
는 장르인 희곡인지 모르겠다. 검색 결과에 내가 찾는 장르 등에 대한 안내도 있으면 서
가에서 자료를 일일이 훑어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용자 교육 
필요

·청구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제반 문제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처럼 청구기호나 도서 위치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검색이 느려요. 

<표 18> 자유기술 문항 중 파악된 DLS 개선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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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색어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DLS 검색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를 

검색 시스템 상에서 교정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띄어쓰기, 단순 오타, 잘

못 알고 있는 서명 등이 이용자가 검색과정에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이다. 타 검색 도구의 경우 

이용자가 범하는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자동 교정되어 검색 결과를 제시해준다. 특히 DLS는 

초·중·고등학생의 어린 이용자층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검색 시스템인 것에 비해 일반

적인 타 검색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질의어 입력시 한영 자동 변환

으로 인한 오류 발생의 불편함도 호소하였다. 이 의견은 전체 검색 중 52.5%가 한영 자동변환에 

의한 타이핑 실수에 의한 오타가 발생한다는 검색행태의 결과와 함께 살펴볼 만 하다. DLS를 

사용하는 학생 이용자의 대부분은 한글 검색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검색어 입력의 기본값을 한글

로 설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DLS에서 학교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출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DLS는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만 

접근가능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도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 수 없어 외부의 검색엔진을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DLS에 관련 자료 추천 기능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원하는 만큼의 

검색 결과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정보요구나 검색의 목적이 다소 포괄적일 때 이러한 요구

는 높았다.

DLS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된 가장 많은 의견은 학교 선택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 설정이 

사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상황에 학교를 선택하라는 요구가 빈

번하게 있어, 검색 수행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

는 동안 학교 설정이 중간에 변경되어 다른 학교의 소장 목록에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도 시스템적인 의견으로 검색 속도, 모바일 앱 개발, 음성 인식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부에서는 DLS 검색이 성공해도 청구기호를 활용한 서가 탐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다 쉬운 서가 상의 자료 접근성을 위해 도서관이용교육 및 서가 안내 시스템의 정비와 

병행하여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책의 위치를 이미지로도 안내하고 출력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학생 이용자들은 성인 이용자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민감도는 높은 

데 비해 DLS의 검색 성능은 학생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외부 검색엔진의 기능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기에 제시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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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정보 검색 시스템은 절대적 영향력

을 갖는다. 특히 학령기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정보 검색 시스템은 성인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보

다 훨씬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 11,000개관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 활

용하고 있는 DLS의 사용 편의성과 자료 접근성은 학생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학생들이 DLS를 이용하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DLS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의 학교도서관 이용 학생 42명이 DLS를 통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검색행태를 파악하여 DLS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전체 정보 검색 중 DLS 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평소 DLS 검색을 하는 주목적은 관심 주제 탐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과제 

해결, 단순 여가 독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정보 검색 실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색 실험 시 정보요구 상세성을 분석한 결과, 주제만을 알고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9.5%였으며, 특정 자료에 한정해 검색하고자 하는 보다 상세한 정보요구

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세한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서명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자료를 찾는 경우나 특정 자료를 찾고자 하나 자료에 대한 

극히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실험 참가자의 DLS 검색행태를 분석한 결과, 검색 성공률은 73.8%로 나타났고 검색에 할애하

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검색과정에 크고 작은 난항을 겪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타 등 사소한 

실수, 검색 시작 시 한영 자동 변환으로 겪는 불편함, ‘우리 학교 찾기’ 화면으로 되넘어가는 시스

템 상의 오류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타 검색 도구 등을 병행해야 검색이 가능한 사례,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이 제시되어 검색 결과의 정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사

례도 있었다. 

검색 후 검색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검색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비해 검색 용이성, 검색 결과 유용성, 검색 결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유기술 의견을 분석한 결과, DLS 외부의 다양한 검색 경험을 가진 실험 참가자들은 

DLS 역시 풍성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실험 중 수집한 데이터 간 관련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평소 DLS 이용 주목적에 

따라 검색 중 검색 행위와 검색 만족도 일부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단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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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위해 DLS 이용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이용자의 검색시간은 길었고, 검색 실패 사례가 

높았으며 검색 만족도는 낮았다. 그에 비해 검색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짧은 검색시간, 높은 검색 

성공률, 높은 검색 만족도를 보였다. 검색 실험 당시 상세한 정보요구를 지닌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검색시간, 질의어 수, 열람한 문헌 수, 타 검색도구 도움 활용 여부, 검색 결과 정제 

필요 여부에 대한 수치는 낮게, 검색 용이성 만족도에 있어서는 높은 수치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DLS 자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학 및 진로정보 제공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DLS 역시 진학 및 진로정

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의 진학 및 진로정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

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등학생이 실제로 행하는 DLS 검색 목적에

서 진로 정보탐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DLS가 해당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DLS 서지 데이터에 진학 및 진로에 관한 주제 색인어 추가 

입력 지침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학 및 진로 분야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KDC 

분류기호를 기반으로 진로 진학 분야 자동 분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도서관 관종 특수성에 걸맞게 교과별 시소러스나 KDC 분류기호와 교과 간 자동 분류 체계로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DLS 상에서 카테고리별 브라우징 검색을 제공하고, 패싯 

네비게이션을 통해 시각화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학령기 이용자의 검색행태를 고려하고, 자료 접근성 향상을 돕기 위해 최소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 시스템 수준으로의 DLS 기능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DLS는 현재 자관 소장여

부만을 직관적으로 검색하는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 자관 소장여부를 넘어 해당 책과 관련된 서지

정보, 함께 읽으면 좋은 다른 책을 추천하는 기능, 외부 도서관 소장여부 통합 검색, 그리고 띄어쓰

기 등 이용자의 검색 실수에 대한 자동 교정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한 검색, 음성인식을 통한 검색 등 타 검색도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DLS에

서도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제공하듯 청구기호 외에 소장 위치

를 이미지로 제시해주거나 해당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DLS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검색 시스템인데 일반적인 타 검색 도구가 제공하

는 기능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정확한 서지사항을 입력해 완벽한 검색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이용자 집단을 고려하여 오류의 자동 수정 기능과 유사 자료 추천 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색 기능에 필수적인 검색 결과의 정제 등 재탐색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되

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오류도 일어나지 않도록 무결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현장 인력과 DLS 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

다. DLS의 자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DLS 관리 당국은 물론 학교도서관 현장 담당인력의 실질



고등학생의 DLS 검색행태 분석을 통한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향상 방안 고찰

- 377 -

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는 풍부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DLS 목록의 서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1인 도서관 체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별 학교도서관의 인력이 자관의 DLS 목록 데이터

를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도서관 현장 인력에게는 진학 및 진로 

정보 분야 정보 검색을 돕는 시스템화, 그리고 교과 연계 정보 검색을 돕는 시스템화와 같이 학교

도서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DLS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은 필수적

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DLS 관리 당국 역시 현장의 의견

을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어린 이용자들이 학교도서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검색시간을 줄여주고, 적절

한 추천 기능과 함께 검색 실수까지도 바로잡아주는 검색 시스템의 구현은 발달하는 정보 사회에 

걸맞게 성장하는 유기체로의 학교도서관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

으로 DLS를 관리하는 당국은 DLS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색 기능 개선에 다방면으로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현장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역시 DLS가 풍부한 자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DLS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상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정보 검색행

태와 검색 시스템에 바라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DLS가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대상을 달리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직원 등의 DLS 검색행태를 순차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면서도 학교급별 및 학교공동체 구성원별 학교도서관 이

용자의 검색행태를 비교할 수 있기에 더욱 좋은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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