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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사회  에서 정보행 를 분석하는 이론 의 하나인 정보세계이론에 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정보세계이론에 한 이해를 해 해당 이론을 용한 박사학 논문을 수집 분석하여 이론의 

용과 방법론에 해 분석함으로써 이론  함의를 제시했다. 정보세계이론은 2008년 Burnett과 Jaeger에 의해 

제시된 이후 14편의 박사학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은 사회  유형, 사회  규범, 정보가치, 

정보행 , 경계로 이들 개념은 상호배타 으로 정보세계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으로 

향을 미치면서 행 를 생산하고 통제한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연구는 양  연구보다는 질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에 한 분석과 그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해 인터뷰와 내용분석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세계이론이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정보행  분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Theory of Information Worlds which analyzes information 

behaviors in the social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dissertations using the theory to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suggest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theory was developed 

by Burnett and Jeager in 2008, and since then it was applied in 14 dissertations. Key concepts of 

the theory include social norms, social types, information value, information behavior, and boundaries. 

These concepts are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and control of behavior through interaction 

each other. Qualitative research was adopted in more research rather than quantitative research; 

especially interview and content analysis were applied. It is expected that the spectrum of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in Korea is broaden and deeper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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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 행동에 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서 다루어지는 주제 의 하나이다. 특히, 인간 

행동의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그 기원이 생

물학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

인 환경의 향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 행동의 하나인 정보행  한 행동

의 원인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근하고 있

는데, Koo(2016)는 인지  근, 정서  근, 

사회  근으로 이를 구분하 다. 인지  근

으로 Taylor(1968)의 질의 상모형(Question- 

Negotiation Model)이나 Kuhlthau(2004)의 정

보탐색과정모형(Information Seeking Process 

(ISP) Model) 등이 있다. 이외에도 Dervin(1983)

의 의미생성(sense-making) 이론이나 Belkin(1980)

의 이상지식상태(ASK: Anomalous State of 

Knowledge) 등이 이용자 행동연구에 있어서 인

지  근법을 채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인지

 근과 유사하게 취 되기도 하는 정서  

근법으로 Nahl(2005)의 정서부하이론(Affective 

Load Theory)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근으로 Savolainen(1995)의 일상생활 정보추

구(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와 

Chatman(1996)의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Granovetter(1983)의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Pettigrew(1999)의 정보

장(Information Grounds)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정보행 에 한 여러 측면 에서 본 연구

는 사회  측면을 심으로 정보행 를 분석하

는 이론 의 하나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  

측면에서의 정보추구 행 연구는 아리스토텔

스가 설 한 ‘인간은 사회  동물'이라는 인

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독립 인 

개체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다른 사

람과 사회  계를 맺으며 그 계 속에서 삶

을 한다. Goffman(1982)이 강조한 ‘사회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내재화되어 행동으로 발 된다는 것이다. 사회

 활동 의 하나인 정보추구행 는 개인  특

성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정보행동은 사회성이 

내재되어 있고 정보의 가치 한 사회 으로 결

정된다는 에서 사회 인 맥락에서 분석될 필

요가 있다(Burnett, 2009, 696). 특정 정보가 일

반 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회

에서는 그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Chatman, 2000). 다른 로 사람

이 지식의 부족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인

지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문화 인 문제에 기인

한다. 즉, 개인의 차원을 떠나 사회 으로 요하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식의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Burnett & 

Jaeger, 2008; Jaeger & Burnett, 2010). 

따라서 사회  측면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

는 연구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

유하는 가치와 그 방식에 한 이해를 제공한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Burnett과

Jaeger의 정보세계이론(Theory of Information 

Worlds)을 심으로 정보행 의 사회  측면

을 분석하는 방법과 연구의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학 논문을 상

으로 연구결과에 나타난 정보세계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론의 방법론  용에 

해 분석함으로써 이론에 한 깊이 있는 이해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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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세계이론

2.1 정보세계이론의 이론  기반

정보세계이론은 2008년 Burnett과 Jeager의 

Information Research 의 논문으로 소개

된 후, “Information worlds: Social context, 

technology, and information behavior in the 

age of the Internet”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이론

에 한 자세한 소개와 용에 한 논의가 소개

되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정보학자 Chatman의 

규범  행 이론(Theory of normative behavior)

과 독일의 철학자 Habermas의 ‘Lifeworld’ 개

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hatman은 작은세

계이론(small world theory)과 규범  행 이론

(normative behavior theory)을 통해 인간의 

사회  환경이 정보추구행 에 직 인 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 이론을 통해서 

Chatman이 언 하고 있는 사회  에서의 

정보추구행  요인은 다음 4가지로 설명될 수 있

다(Burnett, Besant, & Chatman, 2001). 

∙사회  규범(social norms)

∙사회  유형(social types)

∙세계 (worldview)

∙정보행 (information behavior)

Chatman의 작은세계 이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이론은 사례로 제시되는 작

은 커뮤니티, 를 들면 학 청소부나 수감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보추구행  과정에서 

작동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요

인들이 일부 사례로부터 도출되었지만 다른 커

뮤니티에도 용가능하다는 에서 이론의 의

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Woods, 1993). 

그러나 작은세계 이론은 정보행 에서 발견되

는 다양한 양상들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Jaeger & Burnett, 2010). 작은세계는 고립

된 세계라기보다는 다른 작은세계와 지속 으

로 상호작용하는,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라는 에서 정보행  분석에 있어서 다

른 작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한 분석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들

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Chatman의 이론이 정

보세계이론의 기본이 되는 이유 의 하나는 이

론개발자 의 한 명인 Gary Burnett의 기존 

연구 의 일부가 Chatman과 공동으로 진행하

거나 Chatman의 이론에 기반 한 연구를 진

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세계이론과 작은

세계이론, 규범  행 이론은 사회문화  

에서 정보행 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에서 이

론  기반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Chatman의 작은세계 개념과는 다르게 

Habermas는 생활세계(Lifeworld) 개념을 통해 

사람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 행 이론에서 제시된 생활세계는 사

람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거시  세계로, 

소수의 작은세계에서만이 공유되는 것이 아닌 

생활세계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세계를 의미

한다. 사회학  기반에서 제시된 Habermas의 

이론이 정보추구행 를 연구하는 정보세계이론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Habermas의 이론

의 핵심개념 의 하나인 공론장(public sphere)

에서 찾을 수 있다. 체계(system)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를 제한하기 해서는 공론장

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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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동등한 기

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Habermas, 1991). 헤

게모니를 가진 참여자가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지배하거나 다른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박탈한

다면 공론장은 제 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

활세계는 식민지화됨과 동시에 억압  지배구

조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공론장에서는 원활

한 소통이 요구되고 정보에 한 근과 교환의 

활성화는 이러한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는 에

서 정보의 역할이 요하다(Jaeger & Burnett, 

2020, 28). 생활세계 개념은 체계와 비되는 인

간 행동 반을 포함한다는 에서 Habermas

가 주장하는 공론장이나 생활세계의 개념은 개

별 인 인간의 정보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지 이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와 소통이 공론장을 형성하는 요한 요소

라는 과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체계 개념

의 사용은 규범  정보행 와 연결된다는 에

서 두 이론은 연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생활세계는 다양한 작은세

계와 간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작은

세계는 정보행  과정에서 고유의 규범이 작동

을 한다. 어떤 작은세계는 다른 세계와 규범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 인 

세계로 존재하기도 한다. 작은세계는 간세계

의 일부임과 동시에 간세계와는 독립 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생활세계는 간세계를 포함

하고 간세계는 다시 다양한 다른 간세계와 

동일한 규범을 공유하기도 한다. 정보행 가 

발생하는 환경은 크고 작은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세계는 계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

용하고 있다는 을 정보세계이론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생활세계에서는 공통의 규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분석의 단 가 지나치게 크

다는 에서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들이 많아짐으로써 결론도출이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Burnett과 Jaeger는 정보를 바라보

는 에 있어서 작은 사회  단 로 보는 시각

과 좀 더 큰 사회 , 정치  과정에서 바라보는 

 사이의 차이를 “ 곡 차이(canyonesque 

gaps)”(2010, 1)라고 지칭하 고 정보세계이

론을 통해 두 세계, 즉 작은세계와 생활세계를 

연결하고자 하 다. 

<그림 1> 정보세계를 구성하는 세계들 

Chatman과 Habermas의 이론은 각각이 가

지고 있는 장 이 있지만 한계 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urnett과 Jaeger(2008)는 두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각각이 가진 단 을 보완하는 이

론인 정보세계이론을 제안하 다. 즉, Chatman

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작은세계의 한계성을 

Habermas 이론을 통해 더 큰 세계로 확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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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 Habermas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실 용의 한계성을 Chatman이 제안한 모델

을 통해 용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이

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신제도주의학

(New Institutionalism)에서 강조하는 거시

인 수 과 미시 인 수 을 연결하는 간단

계의 세계를 이론에 포함함으로써 이론의 확장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2> 정보세계의 계 

2.2 정보세계이론의 구성 개념

정보세계이론은 사회  규범(social norms), 사

회  유형(social types), 정보가치(information 

value), 정보행 (information behavior), 경계

(boundaries)라는 5개의 핵심개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  사회  규범, 사회  유형, 정

보행  개념은 Chatman의 이론에서 차용하

다. 앞서 제시된 Chatman의 세계 (worldview) 

개념은 정보세계이론에서 정보가치로 체되

었다. 그리고 작은세계 간의 상호작용 개념으

로 작은세계가 만나는 지 인 ‘경계’ 개념을 추

가하 다. 각 핵심개념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사회  규범

Chatman의 이론에서 핵심 인 개념 의 

하나인 사회  규범은 ‘개인이 속한 사회  세

계 안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되고 

인정되는 행동의 규범으로서, 개인이 옳고 그

름을 단하는 기 '이다(이지수, 2019, 87). 사

회  규범은 작은세계에 속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

하는데 향을 미친다. 를 들면, 옷을 입는 방

식이나 화의 방식 등이 사회  규범으로 정

의되고 구성원들은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학술 회에서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발표 

내용을 달해야 한다. 이러한 발표시간은 학

술 회자료집이나 포스터에 명시되고 발표자

는 이를 따른다는 에서 하나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성문화된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서로 제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암묵 으

로 인정하는 규범 한 존재한다. 남자 국회의

원은 양복을 입고 의원선서를 하는 규범을 따

르지 않고 면바지에 깃 없는 상의를 입고 나타

난 국회의원에게 다른 의원들의 비난과 항의가 

있었던 사건은 암묵  규범이 작동한 라 할 

수 있다. 

2.2.2 사회  유형

사회  유형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세

계 안에서 개인을 정의하기 해 부여하는 분

류를 의미한다(Jaeger & Burnett, 2010). 사회

 유형의 로 직업을 들 수 있다. 직업은 인간

이 생계활동을 해 지속 으로 참여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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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일환으로 그 직업에 맞는 사회  역할

을 담당한다. 직업이 명시 인 사회  유형인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특정한 부류로 

구분되어지는 ‘부여된 유형'을 가지게 되는 경

우도 있다. 를 들면, 도서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 만 하다는 인식이 사회 으로 받

아들여지는 것이 사회  유형화의 한 이다.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 도서  사서는 그 역

할에 맞게 계속 으로 작은세계로부터 신뢰성

을 확보하기 한 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

듯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  유형을 인지하고 

유형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규범과 같이 외부 으로 주어졌지만 개

인에 의해 인지되고 내면화됨으로써 개인의 행

동을 규정하는 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

는 것이다. 

 

2.2.3 정보가치

정보의 가치는 사회  세계가 공유하는 정보

의 요성에 한 이해로 정의될 수 있다(Jaeger 

& Burnett, 2010). Chatman의 세계 에 해 

Jaeger와 Burnett(2010)은 두 가지 문제를 제

기한다. 먼  세계 이라는 개념은 철학, 언어

학, 문학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도 공통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다. 다음으로 세계 은 오랜 기간 동안 

되고 발 해온 문화  산물이라는 에서 

정보행동 연구의 맥락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비 했다. 따라서 세계 이라는 개념 신 정

보가치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치의 사회  개념은 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기 보다는 정보에 해서 특정 

사회 구성원이 얼마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지로 정의

될 수 있다. 사회  가치라는 에서 동일한 정

보에 해서 서로 다른 작은세계는 다른 요

성을 부여하고 가치 있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2.2.4 정보행동

정보행동은 사회  세계의 구성원들에게 

근 혹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이와 련된 다양

한 활동이나 행동을 의미한다(Jaeger & Burnett, 

2010). 1981년 T. D. Wilson에 의해 제시된 정

보행동 개념은 정보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

되고 사용되고 있다. 기 정보행동 연구는 정

보요구와 정보활용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면 차 연구의 범 가 확 되어 정보를 추구

하는 행 의 과정이나 정보행 의 원인을 분석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획득

과 련된 연구 이외에도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 즉 정보 빈곤(information 

poverty)을 야기하는 원인에 한 연구(Chatman, 

1996)나 정보를 회피하는 혹은 정보에 해 어

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정보회피(information 

avoidance)도 정보행동의 하나로 간주되어 연

구되고 있다. 

 

2.2.5 경계

경계는 정보세계가 서로 하는 지 으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

한다. 개인과 연 된 다양한 정보세계가 존재하

듯이 다양한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Skinner 

(2015)는 도서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로

서의 정보세계와 학술 회에 참가한 문가로

서의 사서의 정보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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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 두 세계간의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을 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두 세계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경계이다. 

학술 회에서 참가한 사서는 새로운 정보를 학

습하게 되고 배운 정보를 업무 장에서 사용함

으로써 정보활용이라는 정보행동으로 연결이 되

는 것이다(Skinner, 2015, 17). 

2.3 상호작용

앞서 언 한 정보세계이론의 핵심개념들은 

독립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개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호 향 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  규범이 사회  유형과 구별되어서 행동

에 독립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범이 유형을 정하

거나 유형이 규범을 정하고 한 정해진 유형

과 규범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규정되기도 한

다. 한 서로 다른 두 정보세계는 경계에서 상

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세계이

론을 용하여 정보 인 에서 인간행 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개념

에 기반한 이론 용과 분석뿐만 아니라 개념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Warrall(2014)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지털 

도서  역할에 한 연구, Skinner(2015)의 할렘 

공공도서  장 Ernestine Rose에 한 분석, 

Lee(2016)의 트 터에서 행해지는 정치 인 발

언에 한 연구, Hollister(2016)의 MMORPG 

상에서의 정보행동 연구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정보세계이론의 명제

이론에 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 으

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어떤 상을 설명하는 

개념들과 명제(proposition)들의 체계 인 집합

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인 명제는 

<그림 3> 정보세계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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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들이 어떠한 계를 맺고 어떻게 상

을 설명하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Meleis(1991)는 

“명제는 이론의 핵심이다”(p. 218)라고 명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명제가 연구문제를 구성

한다고 하 다. Chatman(1996) 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명제는 증명가능성에 있다

는 에서 가치가 있고 이것이 이론을 강화시키

기도 혹은 약화시키기도 한다(p. 198)’는 을 

들어 이론에 있어서 명제가 요함을 언 했다. 

앞서 제시했듯이, 정보세계이론은 사회  유형, 

사회  규범, 정보가치, 정보행 , 경계라는 5개

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개념들 간의 

계를 바탕으로 한 명제가 이론가들의 출 물

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Anderson(2016)은 

이론가 의 한 명인 Gary Burnett과의 화

를 통해 5개의 이론  명제를 찾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p. 37).

 

(1) 정보세계의 구성원은 사회  드러냄이나 

측가능한 행동의 함에 해 집단

으로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세계 구성원들의 행 와 

실천은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2) 정보세계에서 개인의 역할은 개인이 세

계에서 유형화된 혹은 같은 세계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방식과 

련이 있다. 

(3) 정보세계 구성원들은 그들 세계의 어떤 

측면들이 심을 받기 충분할 만큼 요

한지 혹은 그 지 않은지에 한 이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한 그 세계를 

구성하는 정보가치와 어떤 상이나 행

의 의미에 한 이해를 공유한다. 

(4) 정보세계의 구성원들은 정보 활용이나 

교환, 장과 련하여 어떤 행 , 실천, 

활동들이 가장 한지에 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5) 정보세계는 독립 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세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

호작용한다. 여러 정보세계는 세계가 만

나는 경계에서 서로 연결되거나 분리된

다. 즉, 정보와 그 가치, 행 는 그 경계를 

쉽게 이동하기도 혹은 단 되기도 한다. 

세계 간의 상호작용은 동의와 강화 혹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3. 연구방법  분석 상 논문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정보세계이론이 소개되

고 난 후에 학 논문에서 이론이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에 한 이해와 

용에 해 논의를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목 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연구

들은 어떤 정보세계를 상으로 하고 있

는가?

∙연구문제 2.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연구

를 수행하기 해 용한 방법론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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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을 한 첫 번째 단계로 분석 상 

학 논문을 수집하 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박사학 논문을 찾기 해 석박사학

논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의 하나인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PQDT)를 상으

로 논문검색을 실시했다. ‘theory of information 

worlds'를 검색어로 한 검색결과, 2020년까지 

총 24편의 학 논문이 해당 키워드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검색된 학 논문이 정보세계이론

을 활용한 논문인지 여부와 연구문제를 해결하

기 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일차 인 분석을 진행하 다. 일차분석 과정

에서는 Kumasi, Charbonneau, Walster(2013)

가 제안한 다음 7가지 이론 활용 수 을 용하

다. 

① Theory positioning: 이론의 이름만을 제

시한 경우

② Theory dropping: 이론에 해 아주 간략

한 소개

③ Theory diversification: 이론에 한 간 

수 의 소개

④ Theory conversation: 한 이론에 한 

인 설명

⑤ Theory application: 이론의 용

⑥ Theory testing: 이론 용을 통한 평가

⑦ Theory generation: 새로운 이론의 개발

3.2 분석 상 논문

본 논문에서는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논문

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함께 다룬다는 에서 5

수 , 6수 , 7수 에 해당하는 학 논문만을 

상으로 하 다. 총 24편 에서 이러한 분석

상 논문 선정 조건을 만족하는 학 논문은 

14편으로 나타났고 논문의 간략 정보는 <표 1>

과 같다. 

정보세계이론은 2008년 논문, 2010년 단행

본으로 출 된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 으로 학 논문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세계이론이 학 논문에 처음 사

용된 경우는 다운증후군 커뮤니티의 정보이용

행태를 분석한 Gibson(2013)의 연구이다. 이론

을 개발한 이론가 의 한 명인 Gary Burnett

이 교수로 재직 인 로리다주립 학에서 학

를 받았고 한 그가 논문심사 원회 원으

로 참여했다. 체 14편의 학 논문 에서 9편

의 논문이 로리다주립 학교 박사학 논문

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이론가 의 한명인 Paul Jaeger가 교

수로 재직 인 매릴랜드 학교 학 논문 1편

을 더하면 체 학 논문 에서 71.4%가 이론

가들이 교수로 재직 인 학에서 출 되었다

는 에서 이론가들이 이론의 용에 큰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 외

에도 미국 내 3개 학과 국의 1개 학의 학

논문에서 이론을 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4. 연구 분석 결과  논의

4.1 정보세계

정보세계이론은 사회  에서 정보행동을 

분석한 이론들 의 하나이다. 이론의 기반이 되

는 Chatman의 규범  행 이론을 Haberma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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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명 논문제목 출 년도
박사학
수여 학

1
Gibson, Amelia 

N.
The influence of place-based communities on information behavior: 
A comparative grounded theory analysis

2013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2 Worrall, Adam
The roles of digital libraries as boundary objects within and across 
social and information worlds

2014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3
Froggatt, 

Deborah Lang
The Theory of the Informationally Underserved: A Pragmatic Model 
for Social Justice

2014 Simmons College

4 Skinner, Julia
Ernestine Rose and the Harlem Public Library: Theory testing using 
historical sources

2015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5 Salaz, Alicia
International branch campus faculty member experiences of the 
academic library

2015
The University of 

Liverpool

6 Lee, Ji Sue
Citizens' political information behaviors during elections on Twitter 
in South Korea: Information worlds of opinion leaders

2016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7
Hollister, 

Jonathan M.

In- and out-of-character: The digital literacy practices and emergent 
information worlds of active role-players in a new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2016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8
Anderson, 

Amelia Maclay
Wrong planet, right library: College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 academic library

2016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9
Luetkemeyer, 
Jennifer R.

The information worlds of school librarians as digital learning leaders 2016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0
Fawcett, Philip 

Earl
The Information Lives of Immigrant and Refugee Youth Acting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ayfarers

2017
University of 
Washington

11
Kitzie, Vanessa 

Lynn
Beyond Behaviors, Needs, and Seeking: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Information Practices Among Individuals with LGBTQ+ Identities

2017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2 Ndumu, Ana
Black Immigrants, Information Access, & Information Overload: A 
Three-article Dissertation

2018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3 Oh, Chi Young
Who Was a Neighbor to Those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nternational Newcomer Students' Local Information Behaviors in 
Unfamiliar Environments

2018
University of 
Maryland

14
Newsum, Janice 

Moore
Urban Principals' Perceptions of School Librarians' Technology 
Leadership Roles

2018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표 1> 분석 상 학 논문 목록 

생활세계로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세계들의 존

재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이론 

용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론을 용한 연

구는 어떤 정보세계를 분석하고자 하는지, 그

리고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세계

와 정보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분석 상이 되는 학 논문에 나타나는 정보

세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Skinner(2015, 18)

는 도서  리직원의 미시 인 수 에서, 도

서 이라는 간 수 에서, 도서 이 치한 

사회라는 거시  수 에서 할렘 공공도서 에

서의 도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해결되는 과

정을 분석하 다. 도서  련한 다른 연구로 

Luekemeyer(2016)와 Newsum(2018)는 학교

도서  장을 연구하 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교 장에서 변화가 요구되면서 사서교

사의 역할과 지 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 인 정보행동을 연구하는 이론들은 

실 세계에서 인간행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한 용되는데 반해 정보세계이론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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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 되는 가상세계에도 

용가능하다(Jaeger & Burnett, 2010, 38). 

Burnett, Besant, Chatman(2001)은 정보세계이

론의 이론  바탕이 되는 ‘규범  행 이론(The 

theory of normative behavior)’을 온라인 커뮤

니티 이용자들의 정보행 를 분석하는데 용

하 다. 이후 Warrall(2014)은 LibraryThing과 

Goodneeds 커뮤니티에서의 정보행동을 분석

하 고 Lee(2016)는 소셜 미디어의 하나인 트

터에서 정치 인 메시지들이 어떻게 공유되

는지를 분석하기 해 정보세계이론을 용했

다. 한 Hollister(2016)는 규모 다  사용자 

온라인 롤 잉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MMORPG) 상에

서의 정보행  분석으로 그 용범 를 온라인 

가상세계로 확장하 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정보세계는 소수자의 세계로 나타났다. Gibson

은 다운증후군 가족이 병과 련된 정보를 어

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지

를 분석하 다. Froggatt(2014)은 정보서비스

로부터 소외된 학생을, Salaz(2015)는 국제

인 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 분교에 근무하

고 있는 교수의 정보행동을, Anderson(2016)

은 자폐를 가진 학생을, Fawcett(2017)은 

이주난민 청소년을, Kitzie(2017)는 LGBTQ+

를, Nudmu(2018)는 흑인 이주민들의 정보행

동을 정보세계이론을 용하여 분석하 다. 이

는 정보행동 분석 연구의 시작이 정보문제를 

가진 집단의 선택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들은 다수를 해 구조화된 정

보체계에서 소외되고 정보 근의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 정보행 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이들의 정보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에서 정보세계이론의 용이 소수자를 상

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2 용된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은 크게 양  연구방법과 질  연

구방법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명확

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체로 양  연구방

법론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으로 치환하

여 그 양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다. 즉,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양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수치로 표 되고 통계 인 분석을 통해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연구문제에 한 해

결 을 찾는다. 표 으로 설문지나 데이터 분

석 등이 양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질  연구방법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

찰 등의 방법으로 획득된 질  데이터를 분석

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분석 상 학 논문

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4편의 학 논문 에서 7편은 질  연구

방법을 사용했고 7편의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했다. 혼합연구방법은 한 연구에 질  연

구방법과 양  연구방법을 동시에 용한 연구

라는 에서 모든 연구에서 질  연구방법을 

용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혼합연구방

법으로 주로 사용된 데이터수집 방법은 설문지

와 인터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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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 방법론 데이터 수집방법 비고

1 Gibson, Amelia N. 질 연구 인터뷰

2 Worrall, Adam 혼합연구 게시  , 설문지, 인터뷰

3 Froggatt, Deborah Lang 혼합연구 설문지, 인터뷰

4 Skinner, Julia 질 연구 역사자료

5 Salaz, Alicia 질 연구 인터뷰

6 Lee, Ji Sue 혼합연구 트 터 트윗, 인터뷰

7 Hollister, Jonathan M. 혼합연구 게임기록, 찰, 인터뷰

8 Anderson, Amelia Maclay 질 연구 게시  

9 Luetkemeyer, Jennifer R. 질 연구 설문지, 인터뷰

10 Fawcett, Philip Earl 질 연구 워크 , 찰, information world map

11 Kitzie, Vanessa Lynn 질 연구 게시  , 인터뷰

12 Ndumu, Ana 혼합연구 이차자료, 설문지, 포커스그룹

13 Oh, Chi Young 혼합연구 설문지, 인터뷰

14 Newsum, Janice Moore 혼합연구 설문지, 인터뷰

<표 2>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박사학 논문에서 용한 방법론

4.2.1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방

법은 인터뷰로 나타났다. 14편의 연구 상 학

논문 에서 10편에서 사용되었다는 에서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이외에도 게시  , 찰, 포커스그룹, 역사자

료, 트 터 트윗, 게임 련한 기록 등을 이용하

여 정보행동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게

시  분석의 경우, Kitzie(2017)는 LGBTQ+ 

정보행동을 분석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질의

응답 게시 에 올려진 성소수자와 련된 을 

상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어떤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원을 사

용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등에 한 분

석을 실시했다. Kitzie는 게시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사회  환경이 LGBTQ+ 정체

성을 가진 개인들의 정보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게시  

을 분석한 Anderson(2016)은 자폐증을 분석

한 학생들이 올린 게시  을 분석하여 그들

의 정보추구행 와 도서 에 한 인식 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정보세계이론의 핵심 의 

하나는 정보세계를 구성하는 사회  측면, 즉 

사회  유형과 규범, 정보가치 등이 정보행

에 향을 미치고 정보세계는 작은세계, 간

세계, 생활세계로 연결이 된다는 이다. 그러

나 Anderson(2016)은 게시  을 통해 자폐

학생들의 정보행 를 분석할 수 있지만 정보세

계이론을 이용한 사회  맥락은 분석하기 어렵

다는 을 지 했다(p. 92). 정보세계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들을 분석하여 정보행

에 나타나는 사회  을 제 로 분석하기 

해서는 분석 상이 되는 행 에 한 깊이 

있는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인터뷰가 정보

세계이론을 용한 연구방법으로 가장 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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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어떠한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트 터 상의 정보행 를 

분석한 Lee(2016)의 연구는 트 터의 팔로우

(follow)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 다. Ndumu(2018)은 이차자료를 이용하

여 흑인 이주자들의 정보 근성에 한 분석을 

실시하면서 통계분석을 용하 다. 그러나 정

보세계이론을 용하여 정보행 를 분석한 학

논문들은 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이용하 다. 정보세계이론이 명제를 제시하

고 있지 않다는 에서 이론을 용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통

계 인 분석을 용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다. 

통계  분석을 해서는 연구 가설이 설정되어

야 하고 가설은 명제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세계이론은 가설을 기반으로 한 통

계  분석의 용이 어려운 이론으로 인식된다

는 에서 질  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혼합연구로 진행된 학 논문들에 있어서도 

정보세계이론의 명제를 바탕으로 검증을 하기

보다는 양 연구 결과와 독립 으로 활용된 연

구(Ndumu, 2018), 양 연구와 연계되어 사용

되었지만 정보행 의 사회  환경을 분석한 연

구(Worrall, 2015; Hollister, 2016; Lee, 2016)

가 수행되었다. 이는 정보세계이론 용연구에 

있어서 질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을 양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다

는 한계 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명제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

설과 이에 한 검증을 통해 이론의 연구  가

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세계 구성원들의 정보

행 를 분석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

구는 코드북으로 나타났다. 코드북은 “자료의 

일부분에 상징 으로 부여된 요약 이고, 명백

하며, 정수를 담고 있고,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단어나 짧은 문구”(Saldaña, 2013, 3)인 코드

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북은 연역  방법과 귀

납  방법에 의해 개발되고 완성된다. 연역  

방법은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코드북을 개발

하고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면서 분석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론  개념 틀을 기반으

로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코드북은 개념 

틀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정보세

계이론을 용한 연구의 경우, 이론을 구성하

는 구성요소가 코드북의 개별 코드를 구성하는 

개념 틀이 된다는 에서 연역  방법을 통해 

코드북이 만들어 졌다. 

분석 상 학 논문들은 모두 코드북을 사용

했다고 보고하지만 사용된 코드북을 제시한 경

우는 체 14편 에서 8편에 불과했다. 8편  

에서도 1편은 정보세계이론을 기반으로 작성된 

코드북이 아니라는 에서 체 논문 에서 7

편이 정보세계이론 기반의 코드북을 사용하

다. 특히 이  6편은 이론가 의 한 명인 Gary 

Burnett과 그의 박사과정 학생인 Hollister, Lee, 

Skinner로 구성된 정보세계이론 연구모임인 

“3 Js and a G”에서 개발한 정보세계이론 코드

북(IW codebook)을 사용하 다. <그림 4>는 

코드북의 일부이다. 

코드북 개발에 있어서 귀납  방법은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코드북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코드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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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세계이론 분석용 코드북(일부)

되고 이를 기존 코드북에 추가함으로써 코드북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떠한 형식이 있지는 

않고 연구자의 에서 의미있거나 기존 코드북

에서 사용되지 않은 코드의 경우 이를 추가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Luetkemeyer(2016)는 

앞서 제시된 연구모임에서 개발된 코드북을 이

용해서 디지털 학습의 리더로서의 사서교사의 

인식과 지 에 한 분석을 실시하기 해 27

개 코드로 구성된 코드북으로 수정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 다. 한 Newsum(2018)은 

Luetkemeyer의 코드북을 이용해서 정보기술 

리더쉽과 련하여 사서교사에 한 교장의 인

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귀납  방법

은 새로운 코드의 발견이라는 에서 기존 이론

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 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환경에

서 진행된 연구에서 발견된 코드라는 에서 연

구 환경의 특징을 설명해  뿐만 아니라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해 다는 에서 귀납  방법의 

코드북 개발은 의미가 있다. 

4.3 주요 개념 분석 결과  논의

4.3.1 사회  규범

정보세계이론의 다섯 가지 주요 개념  첫 

번째로 언 되는 개념은 사회  규범이다. 앞

서 언 했듯이, 정보세계이론이 규범  행 이

론을 근간으로 한다는 에서 이론의 개념 

의 하나인 사회  규범은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과 련하여 사회  규범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구성원이 규범에 

어 나는 행 를 할 때, 그 행 를 일탈로 간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 를 지시킴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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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범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이

러한 강제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규범을 수

해야 함을 각인시키고 내면화함으로써 자발

으로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는 에서 사

회  규범은 인간행동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행 와 련하여, 트 터 오피니언 리더

들의 정치  정보행동을 연구한 이지수(2019)

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  법조인들은 공직

선거법을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트 터 활

동을 하고 언론인들은 회사에서 마련한 공식

인 지침에 따라 정보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언론인에게 암묵 으로 요구하는 

언론의 립성이나 객  리즘 등이 규범

으로 작동하고 그에 맞는 트 터 상에서의 정보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 는 

물리 인 공간에서의 정보세계에서 작동하는 

사회  규범이 가상공간인 트 터 공간이라는 

다른 정보세계의 사회  규범으로 이되는 

상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가상세계가 물리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물리  공간의 사회  규범이 작동하는, 

즉 실세계의 재 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 게 사회  규범은 

하나의 작은세계에서 다른 작은세계로 이되

고 재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작은세계를 구성하는 사회  규범

에 한 분석은 이주민들의 삶(Fawcett, 2017), 

LGBTQ+ 성소수자의 삶(Kitzie, 2017), 다운

증후군 가족의 삶(Gibson, 2013)에 한 분석

에서 잘 나타나있다. 다수자들이 살아가는 일상

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삶은 그들만의 삶의 공

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한다. 특히, 이주민 혹은 난민들의 가정

에서의 정보행 를 분석한 Fawcett(2017)은 자

발  소외와 단 을 겪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회  포용과 연결로 이끌 것 인지를 연구했다. 

이주민의 작은세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즉 이주 의 문화를 이주 후 정착 문화로 바꿀 

것인지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Fawcett이 제

안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닌 그들의 자녀를 통해 문화  차이

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시작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는 틈이 변화로 이어

지면서 기존의 사회  규범이 새로운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규범으로 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인간 행동을 통제하고 다른 세

계로 이되거나 새로운 규범으로 체되는 

상이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상만은 아

니다. 오히려 사회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따르

지 않음으로써 향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

례도 존재한다. 빨간 운동화 효과(Red Sneaker 

Effect)라고 불리는 상은 사회  규범을 따

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권력을 갖

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Bellezza, Gino, & Keinan, 2014). 사회  규범

과 련하여 정보세계이론을 용한 분석 상 

논문에서 분석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규범을 

따르는 행 가 아닌 따르지 않는 행 에 한 

분석, 즉 그 행 의 근간이 무엇이고 행동을 통

해 기 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4.3.2 사회  유형

사회  규범과 함께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요소 의 하나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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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사회  유형이다. 사회  유형은 타인에 

의해 인지되고 인식된 객체이다. 사회  유형

의 표 인 가 Kitzie(2017)의 연구에 나타

난 LGBT에 한 사회  인식이다. 인터뷰 참

여자 의 한명은 성소수자에 한 이슈를 이

야기할 때, 사람들은 LGBT 그룹의 구성원으

로 주로 백인 게이남성이나 즈비언을 떠올린

다는 것이다. 한 이들은 경제 으로 여유롭

고 기독교인이면서 다양한 사회  근 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유형화는 성소수자에 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유형화되지 않은, 즉 범  밖에 있는 존

재에 한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 으로 

어렵고 사회  근 이 부족한 집단의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사회  문제를 덮

는 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사회  인식

은 편견으로 내재화되고 차별로 외면화될 수 있

다는 에서 단순히 타인을 어떻게 유형화하느

냐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으로 잘못 인지된 상

이나 정보 상을 밝히는 것이 사회  편견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 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에서 정보행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정

보세계이론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보세계이론을 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를 연구한 Worrall(2014)은 사회  유형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한 시작 으로 사회  연

(social tie)를 발견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 사회  유형화가 되기 에 사회  연 를 

한 서로 알아가는 행 가 발생했다. 즉, 사회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형화가 아닌 

규정되지 않는 행 들이 상호 이해와 커뮤니티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화와 가치, 규범

을 받아들이면서 커뮤니티 일원, 즉 정보세계

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게 

형성된 유형화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변화될 수 

있다.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이용되었던 행태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향력

을 행사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 게 사회  

유형화는 규정되어지는 특징인 동시에 변동성

을 담보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3.3 정보가치

Chatman의 세계 으로부터 생된 정보가

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개념으로 확장되어 사

용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개념이다. 정보

가 가지는 가치는 정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

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Hollister(2016)는 

Burnett, Lee, Hollister, Skinner의 기본 코드북

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환경에 맞게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 다. 이 코드북에는 정

보의 가치로 12개 유형(경제  가치, 문화  가

치, 이념  가치, 사실  가치, 수사  가치, 정

보원천/권  가치, 오락  가치, 미  가치, 

정서  가치, 윤리  가치, 원론  가치, 맥락  

가치)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MMORPG 게임 

이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정보가치의 한 로 유희  가치

를 언 하고 있다. 게임 이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와 활동들에서 사용

되는 출처불명의 정보들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 정보는 게임 이어들의 정보세계에

서 유희 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

에게는 정보가 문제해결이라는 정보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재미와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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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럼으로써 가치

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정보세계 안에서 동일한 정보에 해서 다른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정

보세계에서는 유희  가치로 받아들여지지만 동

일한 정보가 다른 정보세계에서는 경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다. Burnett(2009)은 archive.org 

사이트 내의 라이  음악 근 허용과 련된 

이슈에 한 분석 과정에서 이용자 세계에서의 

유희  가치와 공 자 측면에서의 경제  가치

가 립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분석하

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가치를 분석하

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치가 정보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마  방법을 고

려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정보가치 사

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

회에 내재된 정보갈등의 문제를 가치의 에

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에서 정보

가치 개념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3.4 정보행동

정보세계이론은 정보행 를 주체자인 행

자의 , 즉 행 자의 개인  특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 자가 치하고 있는 사

회  환경의 향을 받는다는 에서 분석한

다. 정보행  분석에 있어서 집단  실천을 언

한 Skinner(2015, 16)는 도서 에서 정보서

비스를 요청하는 이용자에 한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그 정보서비스 행 만을 보는 것이 아

닌 정보서비스를 신청하기 에 이루어지는 행

동, 를 들면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보는 행동

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보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시된 사회  규범과 

사회  유형, 정보의 가치라는 핵심개념들이 모

두 정보행 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그 행  

이면에 놓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행 의 

의미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정보세

계이론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로 사회  규범, 

사회  유형, 정보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요소들이 정보행 에 향을 미치고 역으

로 정보행 는 규범을 내재화함으로써 더욱 강

화시키고 사회  유형으로 고착화됨과 동시에 

정보가치에 매몰되게 한다. 그 로, 트 터 상

의 정치  의견 교환을 분석한 Lee(2016)는 트

터 상의 정보행 가 동일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에서 

정보 근을 제한하고 특정 성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작동한다는 을 밝히고 있다. 

일반 으로 연구는 어떠한 특정 시 에서 특

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정 정보행 를 분석한

다는 에서 특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특정성은 다른 상황, 즉 다른 시 , 다른 환경에

서 발생하는 정보행 를 설명하기 해 사용하

는데 장애가 된다. 이론은 이러한 특정성의 문제

를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Salaz(2015, 

84)는 정보세계이론을 용하여 학 분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정보추구행 를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론  틀을 통해 분석

된 결과가 유사한 다른 정보환경으로의 결과 

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이론을 

통해 분석되는 상에 한 설명이 반드시 진

리일 수는 없지만 다른 시 에서 다른 환경에

서 발생하는 정보행 에서 동일한 설명이 읽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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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를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정보세

계이론은 정보행 에 한 깊이 있는 분석뿐만 

아니라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4.3.5 경계

정보세계이론의 마지막으로 제시된 개념인 

경계는 서로 다른 두 정보세계를 암묵 으로 

지시하고 있다. 두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겹쳐

보일 수 있고 는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를 

포함하거나 두 세계가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Fawcett(2017)는 문화 으

로 다른 두 세계에서의 삶을 연구하기 한 

상으로 이민자와 난민가정을 선정하 다. 고유

한 삶의 문화를 간직하고 다른 문화 내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정보세계에

서 살아가고 어떤 정보문제를 겪는지 악하고

자 하 다. 그리고 그 해결 으로 두 세계의 경

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세계가 만나는 지 을 건  수 있는 존재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에 정착한 혹은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의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한 이해와 응력

을 키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경계는 상호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도 존재한다. 그 경계는 각각의 사회

 규범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보세계가 서로 

다른 정보가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보행 를 

하는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

호작용이 없던 세계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경계가 허물

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물리 인 

경계를 구성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

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융합이 

핵심가치가 되는 사회  환경은 학문 간의 경

계를 허물고 있다. 따라서 경계는 갈등의 시작

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계는 단순히 정보의 교환만이 일어나는 곳

은 아니다. 앞서 언 했듯이, 서로 다른 세계에

서 행동을 규정하는 요소인 사회  규범 한 세

계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가 되는데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경계이다. 따라서 경계는 개

념 으로 한 세계 내에 존재하기 보다는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세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동의, 강화, 혹은 

갈등을 유발시킨다(Jaeger & Burnett, 2010). 

바로 이 이 연구자들이 심을 갖는 지 이 되

고 이 지 에서 연구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들이 제안될 수 있다. 

4.4 정보세계이론의 발

정보세계이론은 다른 이론과의 결합을 통해 

용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Kitzie(2017, 43)

는 정보세계이론의 핵심개념으로 제시된 규범, 

유형, 가치, 행동, 경계 등의 개념과 다른 이론

이나 , 개념들이 함께 새로운 이론  틀을 

구성하여 정보 상 분석에 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세계이론

이 가지고 있는 호환성이나 유연성의 측면에서

는 이론의 강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 상을 

분석하는 범 와 내용이 방 하다는 에서 주

요 개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석하

는데 용하기 어려운 을 이론의 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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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것을 제안하 다. 실제로 Kitzie(2017)는 

LGBTQ+ 정보행 를 분석하기 해 Goffman의 

낙인이론, McKenzie의 정보실천, Chatman의 

정보빈곤, de Certeau의 공간  실천 개념과 

함께 정보세계이론을 사용하 다. 사용된 이론

들은 인간 행동을 인간의 내재한 특징이나 공

간에 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기 보다는 인간 

행동이 발생하는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회  

계들을 악하는데 그 괘를 같이 한다. 

다른 로, Post(2020)는 술가와 큐 이

터들의 정보세계를 분석하기 한 이론과 방법

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Becker(1982)의 술

세계(art worlds)와 정보세계이론을 결합하

다. Becker의 술세계는 정보세계와 같이 사

회 인 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술작품

은 업의 결과물로 술가뿐만 아니라 생산과 

배포  람에 여한 모든 사람들, 즉 갤러리 

운 자, 큐 이터, 술품 보 업자 등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는 을 강조한다. 물론 Post

는 그의 박사학 논문에서 두 이론을 혼합하거

나 그 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세계와 

술세계는 모두 사회 인 맥락에서 상을 바라

보고 있다는 공통 으로 묶일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다른 이론과의 결합을 통한 발 양상 이외

에도 정보세계이론이 가진 약 이 이론의 발

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정보세계이론은 주

어진 정보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고 정보세계 안의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행  방식이나 한 세계를 구성하

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Kitzie, 2017, 43). Lee(2016) 한 정보세계이

론이 사회 인 에서 정보행동을 분석한다

는 에서 정보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을 지 했다. 사회학 분

야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역사발 에 있어

서의 구조와 개인의 계 문제가 정보행동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행 자로써의 개인의 에서 정보행 를 

분석하기 한 시도 한 있었다. Yu(2011)는 

개인의 정보세계를 ‘공간-시간-지 능력이 제

한된 생활공간(space-time-intellect delimited 

life sphere)’으로 정의하 다. 이 공간은 개인

이 정보 생산자, 제공자, 달자, 추구자, 수용

자  이용자로서 의도 이면서 의식 으로 수

행하는 정보 실천을 통해 정보나 지식이 개인

의 정보자산으로 환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그 행 를 분석하 다(p. 15). 

정보세계이론에서 개인의 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 에 해 이론가 의 한명인 Gary 

Burnett(2015)은 정보 역(Information Domain) 

이론으로 이론을 확장하고 있다. 정보 역 이론

을 개인의 역(the domain of the individual), 

사회의 역(the domain of the social), 의미

의 역(the domain of signification)으로 구

성함으로써 비 받은 개인의 을 포함시킴

과 동시에 어떤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  확장은 

상에 한 설명력을 키워 다는 에서 의미

가 있지만 이론으로써 가져야 할 간명성과 이

론만의 독특함을 잃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한 이론의 개념  확장과 함께 상에 한 

증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에서 정보세

계이론과 새롭게 제안된 정보 역 이론은 정보

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더

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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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계

본 논문은 사회  에서 정보행동을 연구

하는 이론 의 하나인 정보세계이론이 박사학

논문에 어떻게 용되었는지를 살펴 으로

써 이론에 한 이해와 용방법에 해 논의

하 다. 2008년 이론을 소개하는 핵심 논문이 

출 되고 2013년 이론을 용한 박사학 논문

이 발표된 후 꾸 히 이론이 학 논문에 활용

되고 있다. 정보세계이론에 기반 한 정보행동 

분석의 방법으로 인터뷰와 내용분석이 가장 많

이 사용되었다. 일부 학 논문에서는 정보세계

이론의 일부 개념을 사용하여 상을 분석하려

는 시도를 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정보세계이

론의 핵심개념인 사회  규범, 사회  유형, 정

보가치, 정보행 , 경계를 악하고 이들 개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다. 그러나 정보세

계이론의 핵심 인 내용 의 하나이면서 이론

 기반 의 하나인 Chatman의 작은세계이

론이나 규범  행 이론과의 차별성을 보여주

는 정보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연

구한 논문은 드물다. 두 개의 정보세계가 만나

는 지 인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의, 강화, 

갈등 등의 양상에 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론의 발 과 용이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많은 논문이 정보세계이론을 용하여 연구

를 수행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 논

문을 상으로 그 용을 분석했다는 에서 이

론의 용에 한 폭넓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한 이론이 다양한 용가능성

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

한 인 리뷰로 인해 용가능성을 포 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에 연구의 범 를 넓 서 박사학 논문뿐만 아

니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상으로 이론이 

용된 분야와 용 방법론, 연구 결과를 분석한

다면 정보세계이론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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