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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보매체  정보서비스 연구 역에서 새로운 분석기 으로 두되고 있는 이용자 경험의 에서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을 분석하기 한 경험요인을 개발하 다.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석 기 을 기반으로 이용자 

경험 샘 링 방법을 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 지각요인과 이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 다. 수행결과 총 9개의 경험요인에 한 55개의 세부 경험요인,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으로 

구성된 이용자 경험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추상  개념인 이용자 경험을 실험을 통해 실제 이고 구체 인, 

측정 가능한 요인으로 도출하여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출된 이용자 경험 요인은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자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한 기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user experience factors for the evalu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system from the user experience perspectives, which is emerging as a new analysis standar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criteria 

selec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system perception factor’ and ‘user experience factor’ were deriv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through an experimental study based on the 

user experience sampling method. As a result, the user experience factors of fi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system includes nine user experience factors, 55 detailed user experience factors, 

and 138 system perception facto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abstract concept ‘user experience’ 

was derived and presented as a practical, concrete, measurable factor through experiments. The 

derived user experience factors should serve as a basis for measuring user experience perceived by 

user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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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웹을 통한 정보로의 근  활용이 일상생

활의 일부가 되면서 효율 이고 효과 인 정보

제공을 해 정보시스템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 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

들이 증가하 으며, 이러한 흐름은 평가의 주

체, 상, 방법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

구되기 시작하 다. 

시스템의 기능  측면  제공하는 정보 콘

텐츠의 양 , 질  측면에 한 심에서 시작

된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성(usability)이라는 개

념으로 정의되는 이용의 편의성 측면, 넓게는 

이용 반의 유용성 부분에 한 연구를 통하

여 이용자 심의 시스템 설계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 하 다(서은경, 2011; 오인균, 정

석길, 2014; 정수진, 이지연, 2011; Taylor, 1986). 

이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은 이러한 변

화에 맞추어 등장한 개념으로 이용자 경험 

에서 수행되는 분석  평가는 시스템을 구성하

고 있는 개별항목이나 이용자의 편리성, 유용성

과 같은 측면만이 아닌 궁극 으로 이용자가 만

족할 수 있는 설계를 강조하고 있어 보다 총체

인 에서 분석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엄기

, 2014; 이동원, 김재정, 이강욱, 이호원, 2011). 

그러나 재 이용자 경험 연구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분석 상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들이 아닌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차

인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 이 있는 미디어 

랫폼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류정우, 김유리, 

서 원, 2014; 박상후, 김상미, 한승미, 2014). 

미디어 랫폼은 제공하는 정보 그 자체에 

을 맞추고 해당 정보에 원활하게 근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과는 이용자의 이용목 에서부터 차

이가 있어(이혜정, 2010), 미디어 랫폼을 상

으로 수행한 기존의 이용자 경험 연구에서 밝

낸 경험요인  분석기 을 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자원

시스템은 인간의 지  활동 결과를 정보로 달

하기 한 방법  수단으로서 학술  에서 

요한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자 경험 요소에 한 규명과 분석을 한 방

법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는 시스템 이

용자의 총체  이용 맥락 에서 분석이 수행

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정보이용 맥락 반을 반 할 수 있

는 이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새

로운 이용성 단 기 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용자의 이용 경험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떠한 

요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각되고, 어떠한 인

지 과정을 거쳐 시스템 이용 경험을 결정하는 

주  단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 으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이러한 주

이고 추상 인 요인을 보다 객 으로 

악하기 한 기 으로서 이용자 경험 지표를 

제안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평

가하기 한 새로운 역의 기 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제 이고 총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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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기 을 도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

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의 이용자 경험 평가를 한 이론  기반을 조사

하 다. 이용자 경험이라는 추상  개념이 연구

상으로서 가지는 요성에 하여 악하 으

며,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이용자 경험이 형성

되는 원리와 형성된 경험을 정량 으로 측정하

고 분석하기 한 방법  기 을 조사하 다.

둘째, 실험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지각요인을 조

사하 다. 실험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

한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이용자 경험 분석

기 을 기반으로 이용자 경험 샘 링 방법(user 

experience sampling) 방법을 용하여 수행하

다. 

 셋째,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로 구성

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시스템 지각요인에 

한 정보구조화 과정을 통해 이용자 경험요인

을 도출하 다. 지각요인의 구조화  개념화 

작업은 친화도법(affinity diagram)을 용하여 

수행하 다. 

1.3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자원 소장  리 기 에 의해 수집  서비

스의 되고 있는 정보자원들은 자원의 유형  특

성, 학문분야, 자원제공 기 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

달로 정보원의 유형  특성이 다양해지고, 시

 흐름에 따라 이들 정보원을 기반으로 재가공 

재생산된 정보자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자원

들에 한 범   표 도 차 확 되어 지식

정보자원, 문화콘텐츠, 문화유산 콘텐츠 등 다

양한 표 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상헌과 김나윤(2011)의 정

의를 참고하여 자료, 정보, 지식, 지혜로 이어지

는 지식정보의 계층구조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도서, 기록자료, 학술문헌, 고문헌과 같은 

통  정보자원을 ‘지식정보자원’으로 정의하

고 범 를 한정하 으며, 자원들이 가진 잠재

, 원형  가치에 창조성과 실용성을 가미하

여 만들어낸 산출물인 ‘문화정보자원’은 연구범

에서 제외하 다. 

한, 이들 지식정보자원을 비 리  목 에

서 이용자의 정보추구 활동을 지원하기 해 구

축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들을 ‘지식정보자원시

스템’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국

내 지식정보자원이 가지는 언어 , 형태  특수

성으로 인한 시스템의 차별성을 반 하고자 분

석 상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범 는 국내로 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문헌연구

2.1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연구영역

국내 지식정보자원의 경우 역사 , 문화  특

수성으로 인하여 자원의 언어  측면과 형태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서비스 방안에 

한 추가  분석이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국내 인문학 연구를 한 사료 분석의 가장 

요한 정보자원인 고문서, 고문헌, 고서와 같

은 역사정보자원의 경우 해외의 문화유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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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자원 자체에 한 추가 인 해설

정보, 문자 해석 련 정보와 같은 2차 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자원을 검색하기 한 

추가 인 기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을 제

공하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을 반 으로 분

석하고 진단하기 하여 기존의 도서 , 기록

에서 구축한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통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도 범 를 확장하여 연구들을 조사하 다. 지

식정보자원시스템이 일반화된 1990년도 후반

부터 2017년 재까지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

템을 상으로 한 분석  평가 연구 황을 정

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는 도서 , 학술정보 시스템, 기록 , 아

카이 , 디지털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과 

같은 키워드를 이용하여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을 상으로 시스템 평가  시스템 이용자 분

석을 수행한 연구를 조사하 으며, 키워드는 

유  개념이 도출될 때마다 추가하여 조사하

다. 연구 분야는 이지연과 김 섭(2016)과 서

은경(2011)이 제시한 문헌정보학, HCI, 기록

리 분야에 한 연구 역 분류기 을 참고하여 

구분하 다.

분석결과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은 주로 

국․공립 도서  홈페이지(34%), 통령 기록

, 국가기록정보시스템과 같은 아카이 (15%), 

역사정보  문화재 련 정보시스템(6%), 그 

외 문정보 제공 정보시스템(18%)을 상으

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다섯 개의 

학회지(정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

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기

록학연구)가 체의 약 55% 정도의 비율로 지

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밖에 HCI 학문 분

야(한국 HCI학회지, 한국 HCI학회 학술 회, 

콘텐츠 학회)가 7%, 기록 리학 분야(한국기록

리학회지, 기록학 연구)가 10%로 많은 연구

를 진행하고 있었다. 

<표 1>에서 조사된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

템 련 연구 문헌들을 상으로 내용분석을 

연구분야
연구년도(문헌 수)

2000 이 00 - 04 05 - 09 10 - 15 16 - 재 계

정보시스템 설계 - 5 4 9 1 19

정보검색 - 4 1 4 - 9

서비스 품질 1 1 6 11 2 21

정보서비스 이용자 일반 - - 2 4 - 6

인터페이스 설계 - 3 2 5 - 10

인터페이스 평가 - 1 1 4 - 6

시스템 만족 - 3 2 3 1 9

채택  수용의도 - 1 2 7 - 10

시스템 이용자 경험  가치 - - - - 1 1

계 91

<표 1>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템 분석  평가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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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연구 역  연구내용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연구 역은 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

자로 이어지는 정보시스템 연구 패러다임(서

은경, 2011; 오인균, 정석길, 2014; 이지연, 김

섭, 2016; 정수진, 이지연, 2011; Dervin & 

Nilan, 1986; Taylor, 1986)의 주요 연구 역

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구

체 으로 연구 역을 확인하기 하여 해당 패

러다임이 강조하는 특성을 반 하는 정도에 따

라 5가지 역으로 연구내용을 구분하 다. 지

식정보자원시스템 분석  평가연구 연구 역 

 내용은 <표 2>와 같다. 

시스템 심  에서는 효과 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시스템 구축  설

계 련 연구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서비스를 통한 정보자원의 이용  활용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로 

확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시스템이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 

역이 변화하 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용

자 심 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이용

자가 정보시스템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

에 있어 향을 미치는 요인과 만족, 경험, 가치

로 정의되는 향요인에 한 결과 간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2.2 이용자 경험의 측정 및 평가

일반 으로 이용자 경험은 제품이나 시스템, 

구분기 역 주요 연구내용

시스템

심

|

|

|

|

|

|

|

|

|

|

|

이용자

심

시스템

설계

정보시스템

시스템 설계  서비스 개발

시스템 구 을 한 기술요소 개발방안

통합시스템 구축  서비스방안 

정보시스템 진단  발 방안

정보검색
검색시스템 설계  평가

검색 성능 진단  검색알고리즘 개발

서비스 품질

평가 척도 개발  평가모델 설계

정보시스템 품질 진단  개선방안 제안

품질요인의 이용자 향력 분석

시스템

이용성

정보서비스이용자일반 시스템 이용자 분석, 이용성 평가, 서비스 발 방안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개발

인터페이스 설계 

평가
인터페이스 기반 정보시스템 이용성 평가, 인터페이스 요인이 정보이용에 

미치는 향분석 

시스템

수용

시스템 만족
시스템 기   만족요인 분석

시스템 만족도 평가

채택  수용의도
수용 황 분석

채택  수용 향요인 분석

시스템 이용자 경험  가치 이용자 경험 구조에 한 실증연구

<표 2> 지식정보자원시스템 분석  평가연구 연구 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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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상하거나, 이용한 결과

로 나타난 사람의 인지와 반응을 의미한다(ISO 

9241-210). 그러나 이용자 경험은 인간의 인지

와 지각의 요인으로서 통 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단어가 가

지는 친숙성에 비해 ‘이용자 경험’에 한 개념

의 범   속성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우

며 측정  단을 한 기 도 명확하지가 않다

(Forlizzi & Battarbee, 2004; Leong, 2006). 

이러한 이유에서 이용자 경험에 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실용 으로 해석  용

하는 응용연구의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며, 추상 이고 주 인 경험에 하여 경험 

여부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방법에 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 수행되고 있는 이용자 경험 평가 

련 연구들은 연구에서 이용자 경험을 구체 으

로 어떻게 정의했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림 1>과 같이 실용  측면과 학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용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제품 

 시스템 진단을 한 기 으로서 이용자 경험 

정도를 실제 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가장 일반 이다. 이용성 평가

의 주요 측정 상이었던 이용성의 범주를 확장

하여 이용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를 측정하고 이에 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 

악을 주요 목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제품/시스템의 성능 개선  개발방안을 제

안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경험의 측정은 일반 으로 이

용자 경험 정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서 

기존의 이용성 평가방법이 주로 용되어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문희경, 한성호, 박재 , 

김 경, 오승환, 2010; Tullis & Albert, 2008; 

Vermeeren, Law, Roto, Obrist, Hoonhout, & 

Väänänen-Vainio-Mattila, 2010), 경험요인을 

도출하기 해서는 이러한 이용성 평가방법과 

질  연구방법이 함께 용되고 있다(Obrist, 

Roto, & Väänänen-Vainio-Mattila, 2009; Roto, 

2006). 경험의 정량  측정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용성 평가방법들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

에서 정보시스템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한 방

법론으로, 이용자들의 과업 수행 시간, 과업의 

성공 여부에 등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행하는 과업에 한 결과를 정량 으

로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일반 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용성 기반 평가

방법들은 이용결과에 한 성능에 주목하는 성

과 평가 측면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제

품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반 인 경험 

기반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김진

우, 2012; 박태성, 이윤희, 서지윤, 이지 , 2004; 

<그림 1> 이용자 경험 평가연구 유형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이용자 경험요인에 한 연구  359

허 경, 반 환, 2015). 때문에 학계  업계에

서는 련 분야의 연구들에서 시도되었던 방법

들을 하게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

며, 이와 더불어서 기존 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려

운 이용자 경험의 특정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하

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학문  측면에서는 실용  측면에서 수행되

던 단순 측정  조사 연구에서 보다 발 하여 

실제 이용자의 경험 정도를 총체 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험요인을 도출하기 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으며, 도출된 경험요인에 한 검증

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이용자 경험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방법론  연구도 함께 수행되고 있

다. 이러한 요인개발 연구는 이용자 경험의 범

주를 제품/서비스 경험의 역에서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는 직/간 인 경험으로 

정의하고 제품/서비스의 수행도, 이용자의 감

성, 이용자 가치를 주요 향요인으로 분석하

는 기존의 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을 상에 따라 축소, 확장하여 분석

하고 있다(김 진, 김 재, 허 연, 김민 , 임진

호, 신승철, 안효인, 2012; Desmet & Hekkert, 

2007; Hassenzahl, 2002; Karapanos, Zimmerman, 

Forlizzi, & Martens, 2009; Marcus, 2006; Roto, 

2006; Yamazaki & Furuta, 2007). 

이용자 경험요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의 이용자 경험정도를 단하기 

한 시도는 보다 체계 이고 일반화 가능한 평

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발 하고 있다. 평가방법  평가체계를 개

발하고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기존의 특정 제

품/서비스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경험요인, 측정방법들에 하여 검증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한 체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김 진 외, 2012; 맹

승우, 이은종, 2008; 박종민, 하 남, 홍상우, 정

경원, 2014; Kujala, Roto, Väänänen-Vainio- 

Mattila, Karapanos, & Sinnelä, 2011). 

2.3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이용자 경험 

평가 

최근 들어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서도 이용자 

경험 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이 언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용자 이해

를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 될 뿐(Walton, 

2015),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을 상으로 이용자 

경험요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이용자들의 가치체

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연구 부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식정보자원시

스템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이용환경  이

용 맥락  이유이다. 상 으로 모바일 기반 

정보시스템 보다는 정 인 환경에서 계획된 목

 달성을 해 주로 이용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문성, 유형  특수성과, 이용환경  맥락의 

변화가 기 때문에 총체  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기 보다는 이용성 측면으로 범 를 한정

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정

보시스템을 상으로 이용자 경험을 단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를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지식정보시스템을 한 평

가나 분석기 으로서의 이용자 경험 정도를 

악하기 한 이론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의미하며, 때문에 이용자 경험 에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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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시스템을 분석하기 하여 다양한 유

형의 정보시스템들을 상으로 이용자 경험 

역이 어떠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는지를 악

할 필요가 있다. 웹 기반 정보시스템  서비스

를 상으로 이용자 경험요인 분석을 해 

용한 주요 이론  모형을 연구 역별로 구분하

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정보시스템 이용에 있어 이용자 경험은 이용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환경, 이용과정, 

시스템 자체에 한 물리  특성 등과 같은 요

인들이 종합 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때문에 

이용자 경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는 궁극

인 가치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 으로 반

하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 경험에 을 맞추

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 언 된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에 한 이용자의 주

 이용 요인은 앞에서 언 한 바처럼 시스

템 이용성 측면에서 이용성을 만족시키는 여러 

속성이나, 시스템 수용 측면에서 시스템 만족

에 향을 주는 요인 는 지속사용의지 등의 

요인을 통하여 분석되고 있으며, 경험을 구성

하는 객 인 요소는 서비스/시스템 품질이나 

시스템 설계측면에서 종합하여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악된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

템 평가 항목과 정보시스템 이용자 경험 평가

에 사용된 항목들을 기반으로 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을 선정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국내 지식정보자원시스템 분석에서 이용자 

경험은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경험 형성 로세

스 측면에서 크게 2가지 역에서 9가지 항목

연구 역 주요 근거 이론 참고문헌

서비스
품질

DigiQUAL,
LibQual+

Kyrillidou, and Giersch(2005), Tsakonas, and Papatheodorou(2008), 장윤
(2007), 강지혜(2006), 김성희, 박해진(2014), 이응 (2015), 범경기, 김원겸(2008), 
심원식, 이은철(2013), 황재 , 이응 (2010), 황재 , 이응 , 김종환(2007), 황재 , 
이응 (2009) 

시스템
이용성

User Interface Design 
Principles 

이두 , 윤 진(2003), 송 슬 외(2014), 유재옥(2009), 정수진, 이지연(2011), 
Johnson(2008), Nielsen(1994), Nielsen, and Molich(1990). Abels, White, and 
Hahn(1998), Shneiderman(1992), Cato(2001)

시스템 채택 
 수용

TAM &
Motivational Theory 

Hong et al.(2002), Thong, Hong, and Tam(2002), 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Fred, Richard, and Paul(1989), Hackbarth, Grover, and Mun(2003), 
정 미, 배정희(2015), 황혜경, 이지연(2009), 김지 (2011), 홍석형, 남 (2015), 
김태균, 장원경(2008) 

Innovation Diffusion Theory 
Hong et al.(2002), Hackbarth, Grover, and Mun(2003), 황혜경, 이지연(2009), 
정 미, 배정희(2015), 김지 (2011), 박종구(2011)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Hong et al.(2002), Hackbarth, Grover, and Mun(2003), 정 미, 배정희(2015), 
박종구(2011), 김태균, 장원경(2008), 홍석형, 남 (2015), 정화섭(2013), 김형지 
외(2012)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Howard(1977), Fornell et al.(1996), Oliver(1997), 김지 (2011), 남재우, 박태연
(2014), 김태균, 장원경(2008)

이용자 경험 
 가치

The element of user 
experience

장진철 외(2014), 김선철(2013), 한세희, 조 수(2015)

Social Influence Chen, Yen, and Hwang(2012), 오은석, 원종욱(2015)

Network Effect
Lin, and Bhattacherjee(2008), Chen, Yen, and Hwang(2012), 권 인, 이진화
(2014)

<표 3> 이용자 경험  가치 분석에 용된 주요 이론  모형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이용자 경험요인에 한 연구  361

역 항목 정의 참고문헌

지각
수

유용성 서비스 기능  콘텐츠에 한 유용성
범경기, 김원겸(2008), 조세형(2013), 류 , 정연수, 정 율(2015), 
이명희, 백 주(2014), 장윤 (2017), 유복희, 채명수(2015), 최민석 
외(2005), 김소 , 하 남(2014)

신뢰성 서비스 기능  콘텐츠에 한 신뢰
범경기, 김원겸(2008), 조세형(2013), 류 , 정연수, 정 율(2015), 
이명희, 백 주(2014), 장윤 (2007), 김소  외(2014), 김소 , 하
남(2014)

심미성
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각된 감성  
즐거움

최 호, 박은하(2012), 최 호, 이진성, 최성 (2012), 이가 , 김재
(2014), 정원진(2010)

이용성 시스템 이용 시 지각된 편리함
이응 , 이주 (2003), 채 수, 이지연(2012), 이두 , 윤 진(2003), 
송 슬 외(2014), 정수진, 이지연(2011)

기능성
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해 지각된 기능
 효율성

장인호(2011), 백종범, 이수원(2013), 이수상(2006a), 노 희(2002), 
진범석, 지용구(2009), 성기주, 이수연(2003)

형태  수
시스템에서 직 으로 보이는 화면 
구성 측면에서 이용자에 의해 인지된 
형태  요소의 수

이승민, 김혜경(2004), 김정진, 박종미, 홍석기(2014), 이건식(2006), 
이 석 외(2010), 윤 (2010), 이두 , 윤 진(2003)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이익 
김성찬 외(2014), 김정도 외(2014), 김유두 외(2013), 박종민 외
(2014)

결과
수

만족도 서비스에 한 지속 인 이용 의사
정다운, 안형 (2016), 오동근, 조 양, 여지숙(2010), 김 곤(2008), 
이은지, 이지연(2012), 김석범(2000)

지속사용의지
이용목 을 반 한 서비스에 한 사
용 의지

조인숙, 김 미(2003), 정 미, 배정희(2015), 황혜경, 이지연(2016), 
김지 (2011), 홍석형, 남 (2015), 남재우, 박태연(2014), 박흔동 
외(2010), 김태균, 장원경(2008)

<표 4> 지식정보자원시스템 평가연구에 용된 이용자 경험 분석기

으로 분석되고 있다. 크게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한 지각을 통해 도

출될 수 있는 지각수 과 지각된 요소에 한 

인지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  수 으로 분

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각수  7개 항목, 결

과수  2개 항목으로 시스템에 해 이용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해당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요하게 여기는지에 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3. 실험연구

3.1 실험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이용자가 직면하

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분석하

고, 분석결과 도출된 시스템 지각  인지요인

에 한 조직화 과정을 통해 경험요인을 도출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차  방법

은 <표 5>와 같다.

3.1.1 1단계: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인터페이스 

요소 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표 4>에서 제시한 

9가지 항목의 시스템 분석기 을 기 으로 실

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지식정

보자원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조사

하 다. 시스템에 한 총체  이용 후 인터페

이스에 한 종합  단에 의해 인지되는 결

과 요인인 ‘만족도’와 ‘지속사용의지’ 역을 제

외하고, 7가지 시스템 지각 유형을 기 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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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 수행방법  내용

1단계 인터페이스 요인 조사

- 과업수행지시서 기반 이용일지 작성 방법에 의한 조사수행

- 결과요인인 ‘만족도’와 ‘지속사용의지’ 역을 제외하고, 7가지 시스템 지각유형을 

기 으로 실험 진행

2단계 시스템 지각요인 도출
- 연구자에 의한 인터페이스 요인 정련작업 수행

- 정보조직  분류 문가(2명)의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

3단계
시스템 지각요인에 한

이용자 경험요인 도출

- 문가 그룹(3명)과 일반 이용자 그룹(3명)으로 포커스 그룹 구성

- 친화도법을 용하여 시스템 지각요인 구조화 작업 수행

- 이용자 인지과정을 반 하여 시스템 지각요인을 이용자 경험요인으로 도출

4단계
시스템 결과요인에 한

이용자 경험요인 도출 

- 포커스 그룹을 상으로 시스템 결과요인에 한 추가조사 수행

- ‘만족도’, ‘지속사용의지’와 같이 시스템 이용 반에 걸쳐 총체 인 에서 

형성되는 이용자 경험요인 도출

<표 5> 실험 차  방법

험을 진행하 다. 유용성, 신뢰성, 심미성, 이용

성, 기능성, 형태  수 , 네트워크 효과의 7가

지 역을 기 으로 실제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들이 시스템 이용 시 지각하는 화면 구성

요소 즉, 인터페이스 요소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실제

 경험요인을 도출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구조화된 과업지시서를 이용일지로 사

용하여 이용자 경험 샘 링 방법을 용한 이

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기존의 이용성 

평가 실험의 주 목 은 시스템의 이용성을 향

상시키는데 있으나(Dumas & Redish, 1999),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용

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조사

하기 해 수행하 기 때문에 형 인 이용성 

평가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용하 다. 이를 

하여 실험실 환경이 아닌 일상 속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용자의 생각, 감정, 행 를 반복

으로 요청하고 수집하는 연구 방법인 이용자 경

험 샘 링 방법(Consolvo & Walker, 2003)을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총 37명의 지

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일

지 작성기법을 용한 이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경험 인터페이스 

요소를 조사하 다. 

3.1.2 2단계: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시스템 

지각요인 도출

다수의 실험자로부터 도출한 이용자 인터페

이스 구성요인은 실험자 개인의 정보인지 성향

과 정보조직화 역량에 따라 상이한 개념  수

과 다양한 용어로 표 되어 있어 정련작업이 

필요하다. 때문에 실험을 통해 수집한 인터페

이스 의견을 상으로 개념에 한 상이한 표

, 의미를 악하기 어려운 요소를 구분하여 

시스템 지각요인으로 도출하 다. 정련작업은 

연구자가 단하여 진행하 으며, 정련결과는 

경력 7-10년차인 정보  분류 문가 2명의 

검토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 다. 

3.1.3 3단계: 시스템 지각요인에 한 이용자 

경험요인 도출

실험결과 도출된 시스템 지각요인은 시스템

을 통해 직 으로 이용자에게 지각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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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과, 형태  요소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

지되는 경험 수 을 반 하여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용자 경험 지표는 경험을 구성하

는 경험요인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경험요인은 

Norman(1998)이 제시한 시스템 이미지 즉, 시

스템 지각요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지되기 때

문에 실험결과 도출된 시스템 지각요인을 경험

요인으로 변경하기 해서는 인지 단계를 반

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시스

템 지각요인을 구조화 하 다. 구조화 작업은 

친화도법을 용하여 진행하 다. 친화도법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방 한 데이터를 얻게 

되었을 때, 개별 데이터의 의미론  연 성, 상

호 의존성, 존속성 등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에서부터 진 으로 구조화해 가는 기법으로

(손 민, 임정훈, 2014), 분석은 지식정보자원

시스템 련 기  종사자 3명으로 구성된 문

가 집단과 일반인 이용자 3명으로 구성된 포커

스 그룹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각 그룹은 해

당분야 정보시스템 이용경력이 5년에서 15년 

이내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한 이해와 이

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사 지식이 있는 이용

자로 구성하 다.

3.1.4 4단계: 시스템 결과요인에 한 이용자 

경험요인 도출 

실험에서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각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에 한 조사만 수

행하 기 때문에, 친화도법을 통한 시스템 지

각요인 분석  조직화에 참여한 포커스 그룹

을 상으로 시스템 결과요인에 한 추가 조

사를 수행하 다. 시스템 결과요인은 <표 4>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기 에서 

결과요인으로 언 한 ‘만족도’, ‘지속사용의지’ 

련 항목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각된 화면 

구성요소만으로 단하기 어려운 종합 이고 

총체 인 요인이다. 때문에 실험연구에서 도출

할 수 없었던 해당 요인에 하여 간단한 질의 

답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 다. 

3.2 실험대상 및 실험참여자 

3.2.1 실험 상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실험 상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은 자  소장

의 정보자원 는 분산체계로 구축된 개별 기

의 정보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수행하 다. 실험 상 지식정보자원시

스템은 다음 <표 6>과 같다.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은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 형태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터페이스

의 변화가 고 유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차이가 은 편이다. 그러나 특정 시스템에 한

정된 의견을 배제하기 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유형별로 표  정보시스템

을 선정하여 이용자의 선택하게 하 으며, 각 

유형별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상으로 공통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 다. 한 과업 수

행 시 경험하는 시스템 련 모든 의견을 실험

지에 기입하도록 하 다. 실험 상 지식정보자

원시스템은 역사정보시스템(7명), 자도서

(10명), 학술정보시스템(10명), 아카이 (9명)

의 네 가지 유형의 기 에 하여 유사한 비율

로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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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공 정보자원 표 시스템 사례

1 역사정보시스템
고문헌, 고도서, 고  정보원에 한 목록, 

해제, 원문정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 고  종합목록시스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 자 도서 도서  소장 정보 자원에 한 서지정보
∙국립 앙도서  자도서

∙국회도서

3 학술정보시스템 학술 논문, 보고서, 기타 연구 자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4 아카이 기록정보자료

∙국가기록원

∙ 통령 기록

∙한국 상자료 아카이

<표 6>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유형

3.2.2 실험 참여자  실험 시 고려사항

실험 참여자는 학생(16명)  학원생

(13명), 정보제공기  소속 실무자(6명), 련

기  문가(2명) 총 37명으로 진행하 다. 가

능한 많은 경험요인을 도출하기 하여 연구 

참여자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한 이해도

가 높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이용자를 상으

로 선정하 으며, 참여자 본인에게 가장 익숙

한 정보시스템 유형을 할당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분석 상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은 역사정

보시스템(7명), 자도서 (10명), 학술정보시

스템(10명), 아카이 (9명)로 네 가지 유형의 

기 에 하여 유사한 비율로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과업지시서는 문헌연구를 통

해 도출된 이용자 경험요인을 반 하여 설계 

하 으며 평소 업무  연구수행을 한 지식

정보자원시스템 이용환경에서 시스템을 이용

한 과업 수행 시 시스템의 표면  인터페이스

를 통해 인지되는 경험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을 요청하 다. 기술한 내용에 해서는 실

험이후 서면, 구두 인터뷰를 통해 추가 인 이

용자의 생각, 감정, 행 와 련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 하 다.

4. 실험분석결과

총 4단계에 걸쳐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지각

요인과 이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 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4.1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시스템 지각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이 시스

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정

보들을 이용자가 화면구조상에서 어떠한 요소

를 통해 지각하는지 악하고자 하 으며, 실

험결과 총 385개의 인터페이스 련 의견을 수

집하 다. 수집된 인터페이스 요소는 실험 참

여자 개인의 특성과 어휘사용 패턴, 정보에 

한 조직  사고 성향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85개의 인

터페이스 요소에 한 정련작업을 수행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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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지각요인으로 도출하 다. 같은 개념에 

한 상이한 표 , 의미를 악하기 어려운 표

을 정리하 으며, 련 분야 문가 2명의 검

토를 받아 총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을 도출

하 다.

코드 정련과정에서 5개 이상의 유사 개념으

로 표 되었던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7>

과 같다. 이창욱(2010)과 강 응(2012)이 제시

한 인터페이스 역별로 복요소들을 구분해 

보면 체로 물리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항

목들이 다양한 용어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지

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개

념을 다양한 표 으로 언 하고 있다는 에서 

이용자 심 설계원칙에서 강조하는 이용자의 

심성모형을 반 한 시스템 설계(Johnson, 2008; 

Nielsen, 1994; Norman, 1998) 측면이 지식정

보자원시스템에 있어 요한 설계기 으로 고

려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4.2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경험요인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로 구성된 포커

스 그룹을 상으로 친화도법에 의한 요인 분석

을 통해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이 의미하는 

이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 다. 요인들은 시스

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 으로 지각되는 인

터페이스의 형태  수 과, 인터페이스 구성요

소를 통해 이용자가 인지하는 이용자 경험 수

을 고려하여 조직화를 수행하 다. 이때 의미가 

악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실험 참가자가 분

류한 역을 참조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은 총 7가지 경험

요인에 한 45개의 세부 경험요인으로 도출되

었다. 포커스 그룹 별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  121개의 시스

템 지각요인에 한 분류결과가 일치하 으며

(87.6%), 일치하지 않은 17개의 요인(12.4%)

은 연구자가 실험자가 제시한 역에 근거하여 

분류하 다. 

이와 함께 이용자 경험 샘 링을 통한 실험 

수행 시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던 이용자 인지

기반 시스템 결과요인에 하여 포커스 그룹을 

상으로 추가 인 논의를 통해 총 10개의 세부 

경험요인을 도출하 다. 시스템 인지기반 결과

요인은 <표 4>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인터페이

스 분석기 에서 결과 수 으로 제시한 ‘만족도’

유형 NO. 시스템 지각요인 련 코드 수

물리

인터페이스

1 시스템 운 기 에 한 정보제공 5

2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방법 6

3 서비스 복제공 여부 6

4 개인화 서비스 제공 8

5 직  단이 가능한 화면구성 11

6 정보 간 우수한 연결 5

7 검색결과의 구조화된 제시 6

인지

인터페이스

8 시스템에 한 인지도 5

9 제공 정보시스템에 한 신뢰 6

<표 7> 주요 복 인터페이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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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속사용의지’ 련 역에 한 분석결과

로 138개 시스템 지각요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지되는 경험 속성을 도출한 결과이다. 이들 

결과요인은 인터페이스에서 직 으로 도출된 

요인이 아닌 이용자의 사고과정을 통해 도출된 

요인으로 시스템 지각요인이 아닌 이용자 세부 

경험요인으로 분류하 다. 분석결과 총 9가지 

경험요인에 하여 55개의 세부 경험요인이 도

출되었으며 요인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4.2.1 시스템 수행능력

실험결과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기능  측

면  시스템 운 ,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성

능과 련된 1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들이 9개

의 이용자 세부 경험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은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수행

능력과 련된 항목으로, 수행능력(performance)

은 HCI, UI 는 UX 학문 분야에서 이용자가 제

품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진우, 2012; 노주환, 

2011; Hiltunen, Laukka, & Luomala, 2002; 

Yamazaki & Furuta, 2007). 본 연구에서는 

수치 으로 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물리  

성능 측면과 함께 이용자의 주  단에 의

해 평가 가능한 기능성 측면을 포함하여 ‘시스

템 수행능력’으로 이용자 경험요인을 개념화하

다.

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정확한 검색결과 제공 1 정확한 검색결과 제시

2 다양한 검색방법 제공 2 디 토리 검색, 일반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 제공

3 다양한 검색결과 구조화 방안 제공 
3 다양한 검색결과 필터링 방법 제공

4 검색결과의 구조화된 제시

4 용이한 검색방법 5 용이한 검색방법 제공

5 안정  시스템 운

6 시스템의 안정  작동

7 추가 설치 로그램(ActiveX, 뷰어 로그램 등)의 최소화

8 시스템 문제에 한 처방안 제시

9 웹 라우 의 호환성

10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

11 불필요한 기능제거

6 시스템 보안　

12 시스템 보안 리(바이러스 등)

13 이용자 개인 계정에 한 리(보안)

14 개인 서비스에 한 보안성, 유  정보 문제 해결에 한 믿음

7 시스템 성능 15 시스템 성능(로딩 시간, 반응속도, 검색성능, 검색속도)

8 시스템 최신성 16 최신 기술동향을 반 한 시스템 운

9　 시스템 근성을 고려한 설계
17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

18 속방법의 다양성(다양한 라우 , QR코드 제공)

계 9개 세부 경험요인 18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8> 시스템 수행능력 련 이용자 경험요인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의 이용자 경험요인에 한 연구  367

4.2.2 콘텐츠 품질

분석결과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자원에 한 질  유지 리의 필요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요인들이 도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인들이 반 으

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을 강조하

고 있는 을 반 하여 해당 요인들을 ‘콘텐츠 

품질’로 정의하고 5개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세

부 경험요인으로 유형화하 다. 

4.2.3 이용자 심 메타포

도출된 시스템 지각요인들  이용자 과업을 

한 기능, 문  서비스 제공, 다양한 콘텐츠 

활용방안과 같은 요인들을 ‘이용자 심 메타

포’에 해당하는 경험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도

출된 7개의 세부 요인들은 유용한 정보이용을 

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한 요

구사항들로 이는 이용자가 지식정보자원시스

템에 해 기 하고 있는 심성모형을 의미한다. 

제품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

기 해서는 이용자의 심성모형을 지원할 수 있

는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기 이 되는 

것이 메타포(metaphor)이다. 메타포란 이미 사

람들이 잘 아는 익숙한 역(원천 역: source 

domain)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역(목표 역: target domain)을 연결하는 행

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1 제공 콘텐츠에 한 출처 제시

2 제공 콘텐츠에 한 정확한 정보제시

3 객 이고 립 인 정보 제공

4 콘텐츠에 한 사실여부(정확성)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공

5 시스템 운  는 주 기 에 한 정보 제공

6 소장 정보자원에 한 체정보 공개여부

7 제공 정보시스템에 한 신뢰

2 시스템 목 에 부합한 정보 제공

8 시스템의 목 에 합한 자료(콘텐츠) 제공

9 유용한 콘텐츠 제공

10 명확한 콘텐츠 수집 기

11 필요하고 련된 정보만을 제시

3 제공 콘텐츠의 품질 리

12 제공하는 정보에 한 품질

13 제공 콘텐츠에 한 질  리(유지, 보수)

14 유  기 과의 력을 통한 콘텐츠의 유지 리

4 서비스 품질

15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품질

16 시스템 이용과 련 없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여부( 고 등)

17 시스템 이용에 필수 인 서비스 제공 여부

18 기능 으로 복된 서비스 제공 여부

5 최신 콘텐츠 제공 19 최신 콘텐츠 제공

계 5개 세부 경험요인 19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9> 콘텐츠 품질 련 이용자 경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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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소장 정보 자원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

1 소장 정보자원에 한 상세한 정보제공

2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3
콘텐츠 세부내용에 한 구체  제시  추가 해설 정보제공

- 록, 해제 정보 등

4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용자 과업 지원을 한 

충분한 기능

5 이용자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

6 기 하는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의 일치여부

7 심 콘텐츠를 획득  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8 제공기능의 충실성

9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10 주제 련 학습기능 제공

11 해당 정보시스템만을 한 창의 인 기능 제공

3 문  서비스 제공

12 일반 웹 정보원과는 차별화된 문 인 서비스 제공

13 소장 자료 련 참고정보 서비스를 제공

14 해당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  활용을 한 다양한 련 서비스 제공

4 련 콘텐츠에 한 정보제공

15 련 주제의 콘텐츠에 한 정보 제시

16 다양한 유형(멀티미디어, 이미지 등)의 련 콘텐츠 제공

17 기타 유용한 정보 습득 기회 제공

18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콘텐츠를 제공 여부

5 다양한 콘텐츠 제공방식 19 텍스트 외의 다양한 방식(시각, 음성 등)으로 콘텐츠 제공

6 다양한 콘텐츠 활용방법 20 활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콘텐츠 제공

7 콘텐츠 문성

21 타 사이트에서 얻기 힘든 차별성 있는 정보 제시

22 해당주제에 한 문 인 콘텐츠 제공

23 콘텐츠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깊이에 한 성

계 7개 세부 경험요인 23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10> 이용자 심 메타포 련 이용자 경험요인

를 의미하는 개념으로(김진우, 2012; 반 철, 

2013; 서은경,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시

스템의 유용한 사용을 해 요구하는 사항들을 

메타포를 구성하는 세부 경험요인으로 구성하

다.

4.2.4 구조화된 인터페이스

이용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정보자원

을 이용한다(Norman, 1998). 때문에 구조 으

로 잘 조직화된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이용경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을 반 하는 인터페이스의 가시성, 심미성, 

연결성, 가독성, 구조  조직화와 같은 항목들

이 세부 경험요인으로 실험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콘텐츠들

에 한 정보구조화 과정을 통해 설계된다는 

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인터

페이스’로 총 7개의 세부 경험요인들을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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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가시성 높은 화면구성

1 제공되는 서비스를 쉽게 악 할 수 있는 화면구조

2 시각 으로 명료한 화면구성

3 화면 내 콘텐츠의 양의 성

4 사이트 구성과 의미 악의 용이성

2 직  서비스 구성
5 직 으로 단 가능한 서비스 구성

6 주요 기능에 한 세부 메뉴의 시인성

3 정보간 우수한 연결성

7 은 이동(클릭)으로 이동 가능한 설계

8 편리한 시스템 내부 내비게이션

9 원하는 정보로 근하기 쉬운 시스템 조작방법(구조) 설계

10 원하는 콘텐츠로의 손쉬운 근

4 가독성 높은 화면설계

11 가독성 좋은 꼴 사용  간결한 문체 사용

12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한 비율  조화로운 구성

13 명확한 이블링

14 효율 인 화면(공간) 활용

5 제공 정보에 한 구조  설계

15 메뉴 분류 계층과 비 의 한 설계

16 정보의 진  제공

17 콘텐츠 유형(항목, 종류)별 조직화된 정보제공

18 련기능  조작메뉴의 근  배치

19 의미 으로 련된 정보의 배치

6 이용자에게 익숙한 화면 디자인

20 콘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 메뉴나 치에 존재하는지 여부

21 기존 웹 정보원과 유사한 메뉴구성

22 즐겨 찾는 메뉴로의 다양한 근방법 제공

7 일 성 있는 화면 설계

23 시스템 설정 변경(언어 등)에도 일 성 있는 정보제공

24 일 된 포맷, 표 을 사용하여 정보제시

25 일 된 시각  표  유지

계 7개 세부 경험요인 25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11> 구조화된 인터페이스 련 이용자 경험요인

4.2.5 행동유도  디자인

실험결과 일 인 시스템 기능제공, 이용자 

실생활과 련된 작업 로세스, 학습가능한 

시스템 설계와 같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강조하는 경험요인

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은 시스템 자체

가 제공하는 여러 항목들이 이용자로 하여  

자연스럽게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경험분야에서 강조하는 행동유도  디

자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물의 지각된 속성 는 사물이 가진 실제  

특성을 의미하는 행동유도성(affordance)은 이

용자 심 디자인 는 이용자 경험 디자인 분

야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행동유도  디자인

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

는 설계를 의미한다(김진우, 2012; 반 철, 2013; 

Norman,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반 하여 총 9개의 세부 경험요인을 행동유도

 디자인 요인으로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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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시스템 조작 용이성

1 간편하고 효율 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2 조작하기 쉬운 서비스 사용방법

3 간편한 가입  이용 차(회원가입)

2 학습 가능한 설계

4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시스템 기능 설계

5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

6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하기 쉽게 설계된 시스템 설계

7 이용자가 직  제어 가능한 시스템 설계

3 이용자 맞춤 서비스

8 북마크 기능을 통한 이용정보 리기능 제공

9 개인화 서비스 제공

10 이용 히스토리 제시

4
일 이고 명확한 

시스템 기능제공

11 시스템 주요 기능에 한 명확한 제시

12 독립 이고 명확한 서비스 역할

13 제공 기능의 일 성

5 련 정보자원에 한 근성

14 주 기 (소장기 )으로 근성

15 련 유 기 과 다양한 연계

16 시스템에서 소장하지 않은 타 기  소장자료로의 용이한 근성

17 콘텐츠의 원 정보자원에 한 용이한 근성

18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에 한 근성

6 정보 근 제한 
19 회원가입 용이성

20 비회원 이용자의 근성 제한 여부

7 이용자  디자인

21 이용자의 기술  환경에 한 고려

22 이용자의 해당분야 지식수 을 반 한 서비스제공 

23 이용자의 언어  환경( 문성)에 한 고려

24 이용자의 시스템 응 수 을 반 한 서비스 제공 

25 실생활 경험과의 일치하는 작업 로세스

26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설계

8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 설계 

27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한 서비스 제공 여부

28 다양한 이용자 유형을 반 한 차별화 서비스 제공

29 이용자 유형별 차별화된 기능제공

30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9 시스템 이용안내
31 이용 련 가이드라인 제공

32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

계 9개 세부 경험요인 32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12> 행동유도  디자인 련 이용자 경험요인

4.2.6 감성 디자인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하여 시각 으로 안

정감 있고 매력 있는 화면 디자인을 강조하는 경

험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는 일반 으로 이용자 

경험 역에서 강조하는 ‘감성’과 련된 요인으

로,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세부 경험요인을 ‘감

성 디자인’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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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비주얼 디자인 임워크 1 정보 제공 기 과 일치하는 시스템 화면 디자인 사용

2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 2 신뢰감을 주는 화면 디자인

3 감성  디자인

3 감성을 자극하는 색상 배합  폰트사용

4 감성 으로 디자인된 콘텐츠 사용

5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4　
시각 으로 매력 있는

화면구성

6 체 으로 호감이 가는 시스템 구성

7 체 으로 호감이 가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계 4개 세부 경험요인 7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13> 감성 디자인 련 이용자 경험요인

4.2.7 사회  상호작용

실험결과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한 의견

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소통의 주체는 지식정보

자원시스템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시스템 

운 기 , 이용자와 이용자 주변의 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이는 이용자 경험 디

자인 에서 상호작용과 련 있는 항목으로 

단되었다. 

상호작용은 사람과 컴퓨터(시스템/디바이스) 

사이의 소통을 통한 경험  가치 형성을 강조

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총 4개의 경

험요인은 단순히 지식정보자원시스템과 이용자

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  상호작용’ 경험

요인으로 규명하 다.

No. 경험요인
시스템 지각요인

no. 항목

1 이용자 평

1 서비스 내 후기, 평  등의 정보제공

2 시스템에 한 인지도

3 시스템 홍보수단 

2 이용자 간 정보공유
4 다른 이용자들과 커뮤니 이션 가능여부

5 이용자와 소통 가능한 SNS등의 소통채 을 제공여부

3 콘텐츠 공유
6 콘텐츠 공유수단 제공

7 사이트에 정보제공 가능 여부

4
정보제공기 과의

상호작용  피드백

8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9 실시간 응  지원

10 이용자와의 소통을 한 다양한 방법 제공

11 이용자 정보추구 단계를 반 한 이용안내 제공

12 이용자 의견을 반 한 피드백 제공

13 간편한 문의방법

14 한 용어를 사용한 이용자 안내 제공

계 4개 세부 경험요인 14개 시스템 지각요인

<표 14> 사회  상호작용 련 이용자 경험요인



372  정보 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2020

4.2.8 몰입 경험

몰입(flow)은 개인이 한 가지 일에 빠져드는 

경험을 의미하며, 이용자 경험 연구 에서 만

족감은 이용환경에 완 하게 몰입되었다는 것을 

제로 한다(김진우, 2012). 이러한 개념을 용

한 ‘몰입 경험’은 짧은 기간 동안 일련의 행동들이 

여된 강한 집 과 즐거움의 경험을 의미하며, 

도 감과 숙련도를 몰입 경험 형성에 향을 주

는 주요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재정, 문태수, 

2008; 엄명용, 김태웅, 2010; Csikszentmihalyi, 

1975; Ghani & Deshpande, 1994). 

조사결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  차

원의 지각요인에 한 만족  시스템의 가치와 

련된 항목이 이용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결과 요인으로 언 되고 

있는 만족도가 일반 으로 시스템 이용경험 형

성의 최종 목표로 반 되고 있는 을 고려하여 

시스템 이용 시 다양하게 인지하는 정 인 감

정  요인들을 복합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몰입 

경험’이라는 개념을 실험연구를 통해 도출된 5개

의 경험요인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용하 다.

No. 경험요인

1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측면에 한 만족

2 시스템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한 반  만족

3 시스템 화면 구성에 한 반  만족

4 시스템의 반  품질

5 시스템에 한 신뢰

계 총 5개 세부 경험요인

<표 15> 몰입 경험 련 이용자 경험요인

4.2.9 학습된 태도

태도(attitude)는 이용자 경험 에서 어

떤 상에 해 일 성 있게 호의 , 비호의 , 

정 , 부정 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선유경

향(learned predisposition)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김진우, 2012), ‘몰입’과 함께 최 의 이용자 

경험 여부를 별하는 기 으로 언 되고 있다. 

이용자 경험 련 선행연구에서 태도는 시스템

/제품에 한 만족도에 의해 형성되는 경험요

인이자 이용자의 재이용 의도와 충성도를 형성

하는 선행요인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종

석, 양성회, 2001; 이승민, 정회경, 2011; Law, 

Schaik, & Roto, 2014).

실험결과 향후 시스템 이용 정도를 반 하는 

5개의 세부 경험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

인은 시스템에 한 이용목  비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의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학습된 태도’ 요인으

로 구분하 다. 

No. 경험요인

1 과업 수행을 한 사용

2 해당 시스템 이용의사

3 흥미 추구 한 사용

4 지인추천

5 시스템 홍보의지

계 총 5개 세부 경험요인

<표 16> 학습된 태도 련 이용자 경험요인

기존 연구들에서 정보시스템 분석이 시스템

의 물리  속성(기능성, 품질, 성능 등)과 이용

자의 주  속성(편리성, 유용성)으로 구분되

어 이분법  에서 수행되고 있었다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총 9개의 경험요인들은 정

보시스템 이용환경을 주체인 시스템과 이용자 

이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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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맥락 인 요인들로 개념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시 인 측정요소들로 

시스템을 단한다는 에서 이용자 경험요인

은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가시 인 측정요인들이 이용자의 경험 

형성에 어떠한 측면에서 향을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시스템 분석을 

한 새로운 근 으로서의 역할을 기 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자원 정보시스템들이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으로서 확장되어가고 있는  

시 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정

보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해 이러한 경험요인

들은 이용자의 내  기 을 악할 수 있는 

요한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경험 정도를 단하기 한 이용자 경험요인을 

개발하 다. 먼  문헌연구를 통해 이용자 경

험 에서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 분석을 

한 기 을 도출하 다. 이를 하여 국내 지식

정보자원시스템 평가 연구들을 상으로 평가

역, 평가방법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 으

며, 추상  개념인 이용자 경험을 실 세계에

서 별하고 측정하기 한 방법을 조사하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복 으로 용된 주요 평

가 련 속성을 선정하여 실제 시스템 경험요

인을 도출하기 한 구조  항목을 도출하 다.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석 기 을 기반으

로 실험연구를 통해 실제 이용자의 지식정보자

원시스템 이용 경험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 지

각요인을 도출하 다. 조사결과 총 385개의 인

터페이스 련 의견이 수집되었으며, 같은 개념

에 한 상이한 표 , 의미를 악하기 어려운 

요소에 한 정련작업 수행하여 총 138개의 시

스템 지각요인을 도출하 다. 

도출된 시스템 지각요인은 연구자와 인터페

이스 공  문 이용자 집단으로 구성된 포

커스 그룹의 구조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 경험

요인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총 9개의 경험요인

에 한 55개의 세부 경험요인, 138개의 시스템 

지각요인으로 구성된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

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반 되지 않았던 지식

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의 이용 경험 측면을 분

석하고자 하 으며, 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

시스템 이용자의 총체  경험구조를 규명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용자 경험 요인

은 가장 하 수 인 시스템 지각요인부터 상

수 인 이용자 경험요인까지 모든 요인들을 실

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도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추상  개념인 이용자 경험

을 실험을 통해 실제 이고 측정 가능한 요인

으로 도출함으로서 이용자 경험의 범   개

념이 함축하고 있는 요인을 명시 으로 체계화

하여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

용자 경험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보시

스템에 한 이용자의 경험 형성 과정  단계

를 반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기존의 

정보시스템 분석연구에서 이용성으로 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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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  이용자 련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이용자의 시스템 인지를 통한 이용과정에

서 생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 한 부분은 상

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경험요인 도출  구조화  과정에서 

이용자의 시스템 인지과정을 반 하 다.

셋째, 정보시스템 분석기 을 기존의 이용자 

심 정보서비스 분석 에서 사용되던 개념

이 아닌 이용자 경험 에서 재 개념화 하

으며, 이를 통해 일 이고 통일된 용어를 사

용하여 새로운 에서 요인에 해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시스템에 한 

이용자 경험 정도를 정량 으로 단할 수 있

는 지표를 구축하고자 하 으나 이에 한 한

계 도 악되었다. 지식정보자원의 경우 자원 

자체가 지닌 문  성격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이용의 능숙도와는 별개로 시스템 이용 시 추

가 인 인지  마찰을 경험할 수 있다. 시스템 

자체에 한 친 감과 능숙도는 기 수  요인

을 통하여 반 하 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

하는 콘텐츠 측면의 문성은 경험요인의 상

 요성에 반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용

자 경험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용자 

경험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경험요인들 간의 상

계  향력 분석을 통해 지표를 재의 

인지  수 이 아닌 시스템의 물리  수 으로 

세분화함으로서 보다 객 이고 정량 인 평

가기 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경험요인

들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유형별로 

자 에 부합하는 경험요인을 선별하여 특정 유

형의 지식정보자원시스템만을 한 이용자 경

험 지표  평가척도를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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