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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웹 기반 OPAC 검색기법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더불어 ABO식 

액형에 따른 검색기법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은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K 학교 사회과학 학 재학생 10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수집된 데이터

는 SPSS Windows Ver. 17.0을 사용하여 검색기법 선호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기술통계를, 액형에 따른 검색기

법의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각각 사용하 다. 데이터분석 결과 학생들은 근 으로 

자료명을, 블리언 연산자로는 AND를, 제한검색으로는 발행연도와 주제분류를, 결과출력으로는 페이지당 출력건

수 제한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기법 선호도와 서로 다른 ABO 액형 유형간의 차이에 한 가설검정 

결과 체 22가지 항목  3가지 항목이 채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s’ preferences of Web-based OPAC 

retrieval techniques and their ABO blood types as an empirical survey.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designed questionnaire with a total of 101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responding.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show that ‘title’ was most preferred among the access points, ‘AND’ was the 
most preferred Boolean operator, ‘publication year’ and ‘subject’ were the most favored techniques 
in limiting the scope of retrieval, and ‘record number limit per page’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displaying retrieval result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were little(3 out of 22, i.e. 13.6%)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preferences of Web-based OPAC 
techniques and their blo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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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

통 인 OPACs이 웹 기반 OPACs(Web- 

based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으로 

발 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통

하여 근무지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자신이 

속한 기  도서 의 1차 정보원과 2차 정보원

을 쉽게 근하게 되었다. 이용자는 구나 언

제나 어디에서나 물리 인 방문이 아닌 인터넷

이나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이들 정보원에 쉽

게 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

로 인하여 이용자 에서는 보다 폭넓은 

근이라는 큰 혜택을 릴 수 있게 되었고, 반면 

사서나 시스템 개발자 에서는 다양한 이용

자들의 특성과 차별성 그리고 이들의 검색행  

등을 보다 잘 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

을 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한 방법 의 하나

는 서로 이질 인 이용자들의 OPAC검색행

를 보다 포 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정보검색 선호도 분

석은 사서가 그들의 고객인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해서만이 아니라 OPAC

시스템 설계자가 이용자 친화 인 시스템을 설

계하고 개발하는데도 도움을  수 있는 기

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Borgman(1986)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

라도 통 인 OPAC시스템의 검색방법이 일

반 이용자들에게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재의 웹 환경에서 구축된 OPAC시스템의 경우 

인터페이스 기법과 같은 많은 련 기술들이 

진화되어 그 사용 편의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는 하지만 이용자들이 느끼는 OPAC시스템에 

한 만족도는 여 히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

(Pattern 2007).

보다 사용이 용이한 OPAC시스템들을 개발

하기 한 연구들은 1980년 를 기 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

게 이용자 특성, 시스템 특징, 조직 환경  요

소, 질의 성격, 업무 특성, 성능 등으로 나  수 

있다.

이용자 특성에 한 연구의 유형으로는 나이, 

성별, 인종, 문화, 모국어, 국 , 추리력, 논리력, 

공간 추리, 지각 속도, 학업 성 , 성격, 기술 

성, 학습 방법, 언어 이해력, 사고 방법(verbal/ 

visual), 문제해결 방법(global/analytical) 등

과 같은 고정  유형, 만족, 믿음, 선호, 감정, 

감명, 불안, 인내, 분 기, 견해, 가치 체계, 반응 

등과 같은 정서  유형, 그리고 직업, 교육 수

, 경제  수 , 사  지식, 경험 등과 같은 후

천  유형 등이 있다(Ondrusek 2004). 

이들 연구의 주된 심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와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분석이며, 궁극 인 목 은 어떻게 하면 이

용자의 특성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한 해답을 얻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앞서 언 한 변수들 에 

성별, 인종, 문화, 국 을 제외한 부분은 시간

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

니라 한 그 정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이들 변수들을 이용자 친화 인 시스템 개발을 

한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인터페이스 설계에 

직  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액형이 발견된 이래 액형과 인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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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기질, 행동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물론 이에 한 논란은 

여 히 그치지 않고 있다. 를 들어 어떤 연구

들은 과학 으로 액형 유형 차이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에 향을 다는 견해(이정모 

1996), 다소 향을 다는 견해(Cattell 등 

1980), 그 지 않다는 견해(Cramer와 Imaike 

2002; Rofers와 Glendon 2003; Rogers & 

Glendon 2003)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지만 액형은 인간의 생화학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의 여지

가 없고 한 측정하기도 쉬운 장 이 있어 이

용자 특성에 따른 시스템 설계에 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

들의 웹 기반 OPAC 검색기법에 한 선호도

를 분석하고 더불어 액형에 따른 검색기법 

선호도 차이를 실험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액형의 유형이 이

용자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고정  유형의 변

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

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개

이용자 연구는 국내외 으로 문헌정보학 연

구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분야 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OPAC 이용자에 

한 연구 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orgman 1986; Peters 

1989; Wallace 1993; Millsap & Ferl 1993; 

박일종 1996; 유재옥 1998; Badu와 O’Brien 

2000; 서은경 2000; Irgens 2000; 사공복희 

2003; 김희섭 2004; 김태승, 이동규 2005; Lau 

& Goh 2006; Pattern 2007; 구 억, 곽승진 

2007; Papadakis, Stefanidakis & Tzali 2008; 

Sauperl & Saye 2009 등).

하지만 액형에 기반을 두고 이용자의 특성

을 연구한 결과는 지 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에서는 기존의 연구  OPAC 이

용자에 한 선행 연구들의 개 은 생략하고, 

액형의 유형, 특히 ABO식 액형 유형에 따

른 집단간의 차이에 련된 연구들을 타 분야

의 를 통하여 개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 와 1960년  미국과 국에서 ABO

식 액형 유형이 특정 질병 발생과 상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도 있었지만

(Buckwalter et al. 1956; Langman & Doll 

1965; Johnson 1965), 이외에도 스토리텔링, 

과학  수사, 소비자 고, 꽃 술 등의 분야에

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남훈과 오옥 (2005)은 가족 애니메이션

을 분석 상으로 구성원간의 성격에 따른 액

형을 단하여 상 계를 비교 분석하 는데,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캐릭터의 성격부여  

계성을 정립하는데 액형 이론이 기여 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의 성격 용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양문승(1996)의 연구에서는 액형별 범죄

자 비율, 일반성격 는 기본기질, 죄명 분석, 

범죄동기 분석 등 4가지로서 검증결과 요인별

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상당히 는 매우 근

하는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섭과 김은희(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들의 기질 특성의 하나로 ABO식 액형 기

질 선정하여 고효과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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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O형간에는 내․외향 으로 디자인된 

고의 고효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혔다. 

혜정(2007)의 연구에서는 ABO식 액형 

유형에 따른 꽃의 형태와 색상, 선호하는 복합

된 꽃의 색, 선호하는 계 의 꽃, 원하는 꽃다발

의 포장, 축하할 때 꽃을 주는 것, 나이와 선호

하는 꽃의 형태 변화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OPAC이용자의 특성을 구별해 

주는 제3의 변수로 ABO식 액형 유형을 

용하여 이용자들의 검색기법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과연 액형 유형이  하나의 고정

식 유형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하여 

실험 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액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통하는 

을 순환하는 액체성 물질이며 이 액의 구성

물질이 서로 상합을 거부하는 등 이질  차이

를 나타내는 차별  유형을 액형이라고 한다. 

한 액  액형을 연구하는 학문은 기본

으로 법의 청학(Forensic Serology)에 속

한다. 법의 청학은 법의학의 검사 상  인

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물체를 청학 인 실험

방법에 의하여 감정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

의 청학의 상은 인체에서 유래된 각종 물체, 

즉, 액, 타액, 모발, 땀, 소변 기타 인체배설물, 

골편, 치아 등인데, 이들  부분은 청학

으로 특이성이 높은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은 이 에서도 그 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양문승 1996).

1901년 독일 의학자인 Karl Landsteiners는 

인간의 액형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1907년 Karl 

Guthe Jansky에 의하여 인간의 액형에는 A, 

B, O, AB형이 있다고 확정하 고, 이 액형 

유형은 멘델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유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즉, 9번 염색체의 ABO 유

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의 ABO 액형은 자

신의 피 속의 구에 부착된 항원(A항원, B

항원)의 종류에 의해 나눠지고, 구에 A항

원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A형, B항원만이 존재

하는 경우는 B형, 둘 다 존재하는 경우는 AB

형, 둘 다 없는 경우를 O형이라고 한다. 한 

피 속에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항원에 한 

항체를 갖고 있는데 A형인 사람은 항B항체를, 

B형은 항A항체, O형은 항A항체와 항B항체 

모두를 가지며, AB형은 항체를 갖고 있지 않

다( 주 병원 2010).

인종별 ABO 액형의 빈도는 한국인은 A

형이 34%로 가장 많고, O형 28%, B형 27%, 

AB형 11%이고, 미국 백인의 경우 O형이 45%

로 가장 많고, A형이 42%, B형이 10%, AB형

이 3%로 인종마다 약간씩 액형의 빈도가 차

이가 있다(표 1 참조). 

흔히 일반 으로 액형은 ABO식 유형으로

만 나뉜다고 알고 있지만, 액형은 ISBT 분류

법에 의하면 23개의 액형 분류가 있다. 액 

내 세포들의 응집 반응, 응고 반응을 통해서 

액형을 분류하는데, 강한 반응으로 보여 수 에 

련된 액 분류인 ABO식과 Rh식이 있고, 그 

이외에 21개의 분류법이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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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형 한국인 일본인 국인 미국백인 미국흑인

A 34 38 26 42 29

O 28 29 42 45 49

B 27 22 26 10 18

AB 11 11  6  3  4

(한규섭, 조한익, 김상인 1999)

<표 1> 인종별 액형 빈도(%)

ISBT 번호 액형군 이름 항원 수 액형 항원 

1 ABO  4 A, B, O, AB

2 MNS 37 M, N, S, s, U

3 P  1 P1

4 Rh 45 D, C, c, E, e, f, G

5 Lutheran 18 Lua, Lub

6 Kell 21 K, k, Kpa, Kpb, Jsa, Jsb

7 Lewis  3 Lea, Leb

8 Duffy  6 Fya, Fyb

9 Kidd  3 Jka, Jkb

10 Diego  4 Dia, Dib

11 Yt  2 Yta, Ytb

12 Xg  1 Xga

13 Scianna  3 Sc1, Sc2

14 Dombrock  5 Doa, Dob

15 Colton  3 Coa, Cob

16 LW  3 LWa, LWb

17 Chido/Rodgers  9 Ch1, Ch2, Rg1, Rg2

18 Hh  1 H

19 Kx  1 Kx

20 Gerbich  7 Ge2, Ge3, Ge4, Wb, Lsa

21 Cromer 10 Cra, Tca, Tcb, Dra

22 Knops  5 Kna, Knb, McCa, SIa

23 Indian  2 Ina, Inb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2010) 

<표 2> ISBT분류에 의한 액형군  액형 항원 

마사히코와 도시다카(2006)는 액형 유형

별에 따른 인간의 10가지 기본기질의 특징을 

종합 으로 정리하 는데 이  5개의 기본기질

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다음의 <표 3>을 보다 축약 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O형은 A형과 B형의 간 인 

성향이고, AB형은 양 극단에 모두 해당된다. 

즉, AB형은 응력의 경우 응이 느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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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질 A형 B형 O형 AB형

행동면

새로운 행동에 나 설 때 

신 하지만, 결심을 굳히

면 폭발 임. 한 번에 한가

지 일에 집 하는 형. 

자기본 이고 규제나 구

속을 싫어함. 새로운 행동에 

나설 때 주 하지 않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음. 

목표에 한 지향성이 높고 

집 력과 성취력은 높은 편

이나, 유무 강약의 차가 심

한 편. 직선 이고 체로 

범함. 

반사 신경이 좋고 사업 수

완이 좋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이지만 뒷 마무

리는 잘 하지 못함.변덕스

러움. 

사고력

단력

치 하고 차근차근 생각

함. 단은 신 하고 흑백

을 명확히 구분함. 약간 틀

에 박힌 경향이 있음. 

단이 신속하고 유연하며 

이해의 폭이 넓음. 과학 이

고 정확하고 실용  타당성

을 요하게 여김. 

논리가 명확하고 일을 잘 

하는 신념 . 직선 이고 

단순한 면이 엿 보임. 이해

득실의 단이 분명함. 

합리성을 시함. 비평분

석에 뛰어나며 다각 으로 

해석함. 원칙과 기 에 얽

매이지 않음. 한 단

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음. 

학습면

한 단계 한 단계 납득하여 

나아감. 속도가 느리지만 

완벽주의 형. 

호기심의 폭이 넓음. 기 보

다 상과 사실에 끌림. 

호기심을 문화 함. 한번 

학습한 것은 깊이 새김.

이해력이 풍부하고 이해하

지 않고 암기하는 것을 싫

어함.

감정면

내면은 열정 이고 천성

은 하지만, 겉으로는 억

제형이 많음. 마음에 상처

를 입으면 회복이 더딤. 

동요가 심하고 기분 가 많

으며 감정표 을 억제하지 

않음. 물을 잘 흘리고 잘 

감동함.

체로 안정 이며 감정에 

뒤끝이 없음. 감정이 풍부

함. 궁지에 몰리면 심하게 

허둥 . 

냉정하고 안정 인 면과 

제멋 로 하거나 동요하

기 쉬운 면이 공존함. 상처 

받기 쉽지만 상처가 깊지 

않음. 

인내력

계속 인 노력에 강함. 변

화가 심한 상황에는 약함. 

흥미를 지속해야 하는 것

에는 싫증을 냄.

흥미를 지속시키는 힘이 강

하고 몰두를 잘 함. 하지만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데에

는 약함.

목 이 있으면 분발하고 

목 달성을 해 기다리는 

인내력이 뛰어남. 소용없

다고 단하면 일 감치 

단념함.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나 끈기가 부족한 경

향이 있음. 

* 출처: 노미 마사히코, 노미 도시다카 2006. 액형 신 인간학, 박희연 옮김 2006, 150-151. 

<표 3> 액형에 따른 기본 기질

분류기
기질  성향

A형 B형 O형 AB형

응력 느림 빠름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표 의 억제 잘함 못함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이론/법칙의 시 시 경시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일에 매진 싫증 집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성격 내향 외향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자극 달 느림 빠름 A형과 B형 간 A형과 B형 양 극단

(김남훈, 오옥  2005; 액형과 성격의 생화학  계 2010)

<표 4> 액형별 기질  성향

빠르고, 표 의 억제에서도 억제를 잘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이는 AB형이 형 유 자

와 형 유 자를 동시에 가지는 간유 을 하

므로 나타나는 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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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 가설  변수 설정

본 연구 목  의 하나인 학생들의 액

형 유형에 따른 웹 기반 OPAC시스템 검색기

법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앞서 언

한 타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

반 OPAC시스템의 근  선호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

반 OPAC시스템의 블리언 연산

자 선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

반 OPAC시스템의 제한검색 선

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

반 OPAC시스템의 결과출력 선

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 따른 독립변수로는 ABO식 액형으

로 A, B, O, AB를 사용하 고 종속변수는 다

음 <표 5>와 같다: (1) 근 에 한 종속변수

로는 자료명, 자, 출 사, 총서명, 목차, 주제

명, 분류기호, 청구기호, ISBN, ISSN, 등록번호, 

컨텐츠번호, (2) 블리언 연산자에 한 종속변

수로는 AND, OR, NOT, (3) 제한검색에 한 

종속변수로는 발행년도, 언어, 주제분류, 수록정

보, (4) 결과출력에 한 종속변수로는 페이지

당 출력건수, 최 출력건수, 결과화면 형식지정.

종속변수

근

(12항목)

자료명 검색

자 검색

출 사 검색

총서명 검색

목차 검색

주제명 검색

분류기호 검색

청구기호 검색

ISBN검색

ISSN검색

등록번호 검색

컨텐츠번호 검색

블리언 연산자

(3항목)

AND 

OR

NOT

제한 검색

(4항목)

발행연도 제한 검색

언어 제한 검색

주제분류 제한 검색

수록정보 제한 검색

결과 출력

(3항목)

페이지당 출력건수 제한

최  출력건수 제한

결과화면 형식 지정

<표 5> 종속변수

3.2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K 학교 사회과학 학에 재

학생 1009명을 모집단으로 하 고, 이들  이 

학교의 웹 기반 OPAC시스템인 KUDOS의 

사용 경험이 있는 자들을 상으로 하 다. 

3.3 측정 도구

학생들의 개인별 액형 유형을 수집하고 

웹 기반 OPAC시스템의 검색기법 선호도를 측

정하기 하여 자체 설계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특히 선호도 측정은 각 항목에 하여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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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5  척도로 하 다. 

3.4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이 연구를 한 설문조사는 오 라인에서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부의 설문지가 면 면으로 임

의추출 샘 조사로 배포되어 101명으로부터 응

답을 받아 회수율은 약 50.5%를 보 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Win Ver. 17.0을 통

하여 분석을 하 다. 학생들의 웹 기반 OPAC

에서 제공하는 검색기법의 선호도는 기술통계를 

통하여 분석하 고, 가설을 검정하기 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함께 LSD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체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사용한 크론바흐의 알 (Cronbach’s Alpha)계

수는 0.874로 설문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의 신뢰도 분석결과 근  항

목은 0.779, 블리언 연산자 항목은 0.882, 제한

검색 항목은 0.798, 결과 출력 항목의 신뢰도는 

0.870으로 부분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음을 검증하 다. 크론바흐의 알 계수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  일 성에 의한 신

뢰성 평가 방법으로 문항 체 수 의 경우 알

계수가 0.5-0.6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8이상

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학

식, 김  2002).

4.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언 한 4가지 검색기법(

근 , 연산자, 제한검색, 결과출력)에 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기술통계의 평균값(최소값

1, 최 값5)으로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들의 선

호도와 서로 다른 액형 유형과는 어떤 계

가 존재하는지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유

의 수  0.05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경우에 

해서는 별도로 사후 검정으로 LSD다 비교

를 통하여 액형 유형 간의 세부 인 차이를 

분석하 다. 다 비교법 에서 LSD를 선택한 

이유는 검정력이 크고 집단구분을 쉽게 해 주

는 편리함 때문이다. 

본 설문에 응답한 학생 101명에 한 분포를 

액형 유형별로 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O형이 

32명(31.7%), A형과 B형이 각각 26명(25.7%), 

그리고 AB형이 17명(16.8%)을 차지하 다. 참

고로 이들의 성별 구성은 여학생이 74명(73.3%), 

남학생이 27명(26.7%)이 다. 

액형 빈도 퍼센트

A  26  25.7

B  26  25.7

O  32  31.7

AB  17  16.8

합계 101 100.0

<표 6> 설문 응답자들의 액형 유형별 분포

4.1 근  선호도

이 에서는 K 학교 웹 기반 OPAC시스템

의 근 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명, 자, 출

사, 총서명, 목차, 주제명, 분류기호, 청구기

호, ISBN, ISSN, 등록번호, 컨텐츠번호 등 12

가지에 하여 학생들의 선호도와 함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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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액형에 따른 선호도에는 어떤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1.1 근  사용 선호도 분석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근 은 자료명(4.60)으로 나타

났고, 이어서 자명(3.66)과 주제명(2.84)에 의

한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ISBN(1.50), ISSN 

(1.46), 등록번호(1.42), 컨텐츠 번호(1.39)에 의

한 검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선호도를 이룬 3가지(자료명, 자명, 

주제명) 근 은 80년  말(Peters 1989)과 90

년  (Millsap & Ferl 1993; Wallace 1993)

의 웹 환경이 아닌 통 인 OPAC에서와 같았

다. 하지만 구체 인 순 를 비교해 보면 Peters 

(1989)의 연구결과와 Millsap & Ferl(1993)

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같게 나

타났었고, Wallace(1993)의 연구에서는 주제

명, 자료명, 자명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 다.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근 들은 부분 이

용자용이라기 보다는 리자용의 성격이 더 강

한 것이므로 시스템 재설계시 이들을 계속 으

로 유지할지에 하여 고민을 해 야 할 것이

다. 다양한 근 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용자

들에게는 장 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복잡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 으로 시스템 설

계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인 단순화와 쉬운 사

용의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4.1.2 근  선호도와 액형 유형

학생의 액형에 따른 근  선호도에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

았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액형 유형(A, 

B, O, AB)집단들 간에는 12가지 근  채택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1, 즉, ‘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반 OPAC시스템의 근  선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표 7 참조).

<그림 1> 근  선호도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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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자료명

집단-간 1.045 3 .348  .962 .414

집단-내 35.114 97 .362

합계 36.158 100

자 

집단-간 .953 3 .318  .337 .799

집단-내 91.601 97 .944

합계 92.554 100

출 사

집단-간 .858 3 .286  .319 .812

집단-내 86.983 97 .897

합계 87.842 100

총서명

집단-간 7.432 3 2.477 2.088 .107

집단-내 115.102 97 1.187

합계 122.535 100

목차 

집단-간 3.027 3 1.009 1.337 .267

집단-내 73.171 97 .754

합계 76.198 100

주제명

집단-간 4.898 3 1.633  .999 .397

집단-내 158.567 97 1.635

합계 163.465 100

분류 기호 

집단-간 1.118 3 .373  .478 .699

집단-내 75.674 97 .780

합계 76.792 100

청구

기호

집단-간 .706 3 .235  .246 .864

집단-내 92.779 97 .956

합계 93.485 100

ISBN 

집단-간 .469 3 .156  .258 .856

집단-내 58.779 97 .606

합계 59.248 100

ISSN 

집단-간 .249 3 .083  .180 .910

집단-내 44.800 97 .462

합계 45.050 100

등록

번호 

집단-간 .580 3 .193  .427 .734

집단-내 43.954 97 .453

합계 44.535 100

컨텐츠 번호 

집단-간 1.325 3 .442 1.306 .277

집단-내 32.465 96 .338

합계 33.790 99

<표 7> 액형 유형에 따른 근  선호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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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블리언 연산자 선호도

이 에서는 K 학교 웹 기반 OPAC시스템

의 블리언 연산자로 제공되고 있는 AND, OR, 

NOT 등 3가지에 하여 학생들의 선호도

와 더불어 이들 학생들의 액형에 따른 선

호도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4.2.1 블리언 연산자 사용 선호도 분석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블리언 연산자는 AND(2.40)

로 나타났고, 이어서 OR(2.21)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NOT(1.88)연산의 선호도는 다소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호도 순 는 Lau 

& Goh(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체

으로는 80년  말(Peters 1989)과 90년  

(Millsap & Ferl 1993; Wallace 1993)의 웹 

환경이 아닌 통 인 OPAC에서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4.2.2 블리언 연산자 선호도와 액형 유형

학생의 액형에 따른 블리언 연산자(AND, 

OR, NOT)사용 행 에 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 결과 ‘OR’연산자 사용의 경우에서 유의

확률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네 가지 서로 다른 액

형 유형(A, B, O, AB)집단들 간에 블리언 연

산자 OR의 사용 행 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

로 명되었다. 즉, 가설 2 ‘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반 OPAC시스템의 블리언 연산

자 선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채택

되었다. 

차후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블리언 OR

연산자 선호도에 한 분석을 해 본 결과, A형

과 AB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단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액형 집단간에는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본 연구에서의 목 과는 

범 가 다르므로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분석

을 하지 않았다(표 9 참조).

<그림 2> 블리언 연산자 선호도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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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AND

집단-간 6.514   3 2.171 1.921 .131

집단-내 109.644  97 1.130

합계 116.158 100

OR

집단-간 8.691   3 2.897 3.515 .018

집단-내 79.943  97  .824

합계 88.634 100

NOT

집단-간 2.693   3  .898 1.499 .220

집단-내 58.079  97  .599

합계 60.772 100

<표 8> 액형 유형에 따른 블리언 연산자 선호도 차이 분석

종속 변수
(I)

액형

(J)

액형
평균차(I-J) 표  오차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OR LSD

A형

B형 .462 .252 .070 -.04 .96

O형 .428 .240 .077 -.05 .90

AB형 .910* .283 .002 .35 1.47

B형

A형 -.462 .252 .070 -.96 .04

O형 -.034 .240 .889 -.51 .44

AB형 .448 .283 .117 -.11 1.01

O형

A형 -.428 .240 .077 -.90 .05

B형 .034 .240 .889 -.44 .51

AB형 .482 .272 .080 -.06 1.02

AB형

A형 -.910* .283 .002 -1.47 -.35

B형 -.448 .283 .117 -1.01 .11

O형 -.482 .272 .080 -1.02 .06

*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9> 액형 유형별 집단간의 블리언 OR연산자 선호도 차이 검정

4.3 제한 검색 선호도

이 에서는 K 학교 웹 기반 OPAC시스템

의 제한 검색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발행연

도, 언어, 주제분류, 수록정보 등 4가지에 하

여 학생들의 선호도와 함께 이들 학생들의 

액형에 따른 선호도에는 어떤 향이 존재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3.1 제한검색 선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한검색으

로는 발행연도(2.01)과 주제분류(2.01)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1.90)와 수록정보(1.88)

에 한 선호도는 다소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조).

4.3.2 제한검색 선호도와 액형 유형

이용자의 액형에 따른 제한 검색 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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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한검색 선호도 평균값 비교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발행

년도 

제한

집단-간 .589   3  .196  .211 .889

집단-내 90.401  97  .932

합계 90.990 100

언어 

제한

집단-간 5.200   3 1.733 2.006 .118

집단-내 83.810  97  .864

합계 89.010 100

주제

분류

제한

집단-간 9.629   3 3.210 3.696 .014

집단-내 83.361  96  .868

합계 92.990  99

수록

정보

제한

집단-간 2.398   3  .799  .900 .444

집단-내 86.176  97  .888

합계 88.574 100

<표 10> 액형 유형에 따른 제한검색 선호도 차이 분석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주제분류’ 제

한의 경우에서 유의확률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각

각 다른 액형 유형(A, B, O, AB)집단들 간

에는 주제분류를 제한하여 검색하는 행 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표 10 참조).

주제분류 제한검색 선호도에 한 분석을 

해 본 결과, A형과 B형의 액형을 가진 학

생 집단간, 그리고 A형과 O형의 액형을 가

진 학생 집단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가설 3 ‘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반 OPAC시스템의 제한검색 선

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

다. 앞선 가설 2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들 액

형 집단간에는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

는지에 해서는 이 논문에서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았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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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I)

액형

(J)

액형
평균차(I-J) 표  오차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주제

분류

제한

검색

LSD

A형

B형  .518* .261 .050 .00 1.04

O형  .824* .249 .001 .33 1.32

AB형 .421 .293 .154 -.16 1.00

B형

A형  -.518* .261 .050 -1.04 .00

O형  .305 .246 .218 -.18 .79

AB형 -.097 .291 .739 -.67 .48

O형

A형  -.824* .249 .001 -1.32 -.33

B형 -.305 .246 .218 -.79 .18

AB형 -.403 .280 .153 -.96 .15

AB형

A형 -.421 .293 .154 -1.00 .16

B형  .097 .291 .739 -.48 .67

O형  .403 .280 .153 -.15 .96

*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11> 액형 유형별 집단간의 주제분류 제한검색 선호도 차이 검정

4.4 검색결과 출력 선호도

이 에서는 K 학교 웹 기반 OPAC시스

템의 검색결과 출력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페이지당 출력건수, 최 출력건수, 결과화면

형식지정 등 3가지에 하여 학생들의 선호

도와 함께 이들 학생들의 액형에 따른 선

호도에는 어떤 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4.4.1 검색결과 출력 선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결과 출

력방법으로는 페이지당출력건수(1.93), 최 출

력건수(1.77), 결과화면형식(1.74)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다른 검색기법 보다는 그 

선호도가 낮았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검색결과

를 출력할 때 많은 학생들은 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형식을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림 4 참조).

4.4.2 검색결과 출력 선호도와 액형 유형

학생들의 액형에 따른 검색결과 출력 행

에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결과화

면 형식지정’의 경우에서 유의확률 0.05수 에

서 통계 으로 근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참조). 

결과화면 형식지정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을 

해 본 결과, A형과 B형의 액형을 가진 학

생 집단간, 그리고 A형과 O형의 액형을 가

진 학생 집단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가설 4 ‘ 학생들의 액형 

유형은 웹 기반 OPAC시스템의 검색결과 출력 

선호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

었다. 앞선 가설 2와 3과 같은 이유로 이들 

액형 집단간에는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

하는지에 해서는 이 논문에서 더 이상 분석

을 하지 않았다(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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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색결과 출력 선호도 평균값 비교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페이당

출력

건수

집단-간 1.430   3  .477  .448 .719

집단-내 101.075  95 1.064

합계 102.505  98

최

출력

건수

집단-간 4.237   3 1.412 1.863 .141

집단-내 73.525  97  .758

합계 77.762 100

결과

화면

형식

집단-간 4.925   3 1.642 2.637 .054

집단-내 60.382  97  .622

합계 65.307 100

<표 12> 액형 유형에 따른 검색결과 출력 선호도 차이 분석

종속 변수
(I)

액형

(J)

액형
평균차(I-J) 표  오차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결과

화면

형식

지정

LSD

A형

B형 .538* .219 .016 .10 .97

O형 .490* .208 .021 .08 .90

AB형 .468 .246 .060 -.02 .96

B형

A형 -.538* .219 .016 -.97 -.10

O형 -.048 .208 .818 -.46 .37

AB형 -.070 .246 .776 -.56 .42

O형

A형 -.490* .208 .021 -.90 -.08

B형 .048 .208 .818 -.37 .46

AB형 -.022 .237 .926 -.49 .45

AB형

A형 -.468 .246 .060 -.96 .02

B형 .070 .246 .776 -.42 .56

O형 .022 .237 .926 -.45 .49

*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13> 액형 유형별 집단간의 결과화면 형식지정 선호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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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웹 

기반 OPAC 검색기법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

고 더불어 액형에 따른 검색기법 선호도의 

차이를 실험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액형의 유형이 

이용자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고정  변수 

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자 하 다. 액형에 따른 검색기법 선호도 차

이를 검증하기 하여 네 가지 가설과 이에 따

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 다. 가설에 

따른 독립변수로는 ABO식 액형으로 A, B, 

O, AB를 사용하 고 종속변수는 (1) 근

에 한 종속변수로는 자료명, 자, 출 사, 총

서명, 목차, 주제명, 분류기호, 청구기호, ISBN, 

ISSN, 등록번호, 컨텐츠번호를, (2) 블리언 연

산자에 한 종속변수로는 AND, OR, NOT를, 

(3) 제한검색에 한 종속변수로는 발행년도, 

언어, 주제분류, 수록정보를, (4) 결과출력에 

한 종속변수로는 페이지당 출력건수, 최 출력

건수, 결과화면 형식지정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정보 수집은 자

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101명의 재학생들이 설문에 응답을 하 다. 수

집된 데이터는 SPSS Win Ver. 17.0을 통하여 

분석을 하 고, 검색기법 선호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기술통계를, 가설을 검정하기 해서

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LSD의 사후검정을 실

시하 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근 의 순서로

는 자료명, 주제명,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이들의 액형 유형에 따른 근 에 한 

선호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리언 연산자는 

AND, OR, NOT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들 집단에서 A형과 AB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단간에는 블리언 OR연산자 선호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셋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한검색으로는 

발행연도, 주제분류 다. 한편 이들 집단에서 

A형과 B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단간, 

그리고 A형과 O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

단들 간에는 주제분류 제한 검색 선호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넷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검색결과 출력으

로는 페이지당 출력건수를 가장 선호하지만 선

호도에 있어서는 다른 검색기법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집단에서 A형과 B

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단간, 그리고 A

형과 O형의 액형을 가진 학생 집단들 간에

는 결과화면 형식지정 선호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실험 인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웹 기반 

OPAC시스템 검색기법 선호도를 이해하고, 

액형 유형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실험을 토 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이용자 집단을 상으로 확 한다면 이질 이

고 다양한 이용자를 서비스 상으로 하는 

학도서  OPAC시스템 설계에서 보다 이용자 

친화 인 시스템을 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액형에 한 다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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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통하여 액형의 어떤 기본기질이 정보

검색 선호에 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심층 이

고도 포 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용자 맞춤형 

웹 기반 OPAC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차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액형도 고정  유형의 

변수 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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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 지면상 설문 안내문  부가 인 설명에 한 내용은 생략함 ]

Ⅰ. 귀하께서 KUDOS사용시 아래의 근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자료명 검색

자 검색

출 사 검색

총서명 검색

목차 검색

주제명 검색

분류기호 검색

청구기호 검색

ISBN 검색

ISSN 검색

등록번호 검색

콘텐트 번호 검색

Ⅱ. 귀하께서 KUDOS사용시 아래의 제한검색 기능에 한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발행년도 제한검색

언어 제한검색

주제분류 제한검색

수록정보 제한검색



1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0

Ⅲ. 귀하께서 KUDOS사용시 아래의 결과출력 기능에 한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페이지당 출력건수 제한

최  출력건수 제한

결과화면 형식 지정

Ⅳ. 귀하께서 KUDOS사용시 아래의 블리언 연산자에 한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AND

OR

NOT

Ⅴ. 귀하의 성별과 액형은?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성별은? 여 [   ] 남 [   ]

액형? A [   ] B [   ] O [   ] AB [   ] 

- 끝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