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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성격 유형과 OPAC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정보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KEPTI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파악하였고, 데이터는 실험-전 질문지, 태스크A 질문지, 태스크B
질문지, 그리고 실험-후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에니어그램의 힘의 중심에 의한 집단 간에는
탐색의 용이성, 탐색시간, 탐색시간의 충분성, 탐색결과의 유용성, 탐색과정의 쉬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호니비언 집단 간에는 질의에 대한 친숙성과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users' searching trait
and satisfaction when interacting with OPAC system. In this study, personality type was
measured by the KEPTI Enneagram tools. Data was collected through four questionnaires,
pre-test, TaskA, TaskB, and post-test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s on the expected ease of search, completion
time, adequacy of search time, usefulness of search results, and performed ease of search
within the Three Triads of Enneagram.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familiarity and interest in the selected queries within the Hornivian group.

키워드: 탐색 성향, 에니어그램, OPAC, 성격 유형, 이용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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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 정보 탐색 모델의 발표 이후 기술적인 연구
들과 더불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2년 전 세계의 데이터가 35ZB(Zettabyte
21

특히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서관

= 10 byte)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될 만큼 지

OPAC 개선을 위한 이용자 연구도 다수 존재한

금은 빅 데이터 시대이다. 또한 매년 생산되는

다. 이 분야 대부분의 연구들이 OPAC에서의

정보의 양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축적된

이용자의 탐색의 행동적 행태를 파악하고 행태

모든 정보의 량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탐색의 목

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주로 이용자

표가 누락 없는 많은 양의 적합 정보를 찾는 것

의 정보 탐색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주제 지식,

에서 이용자 개개인에 표적을 맞춘 여과된 정보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적 속성, 그리고 전

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공분야 등을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이에 상업적인 웹 탐색엔진 몇몇은 최근 등

외부적인 속성에 기반을 둔 범주화뿐만 아니라

록된 이용자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자의 개인적인 심리적 성향이나 지적 능력

탐색 행위를 계속 추적함으로서 개인의 성향과

등의 인지적 특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각종 시

취향에 알맞은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

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해결

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용자는 정보를 선택하

방식은 개인의 다양한 내면적 속성이나 취향에

기 위해 거쳐야했던 몇 단계의 단순한 클릭 행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다(반경

위조차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개인이 선호할

진 외, 2007). 하지만 OPAC 탐색 행태에서 이

만한 적합 정보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용자의 인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이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Heinstrӧm, 2003; 김희

정보 탐색의 정점에 이른 오늘날 탐색엔진의

섭, 2004).

기술적인 측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그래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용자, 정보, 그리고 정

하나인 성격 유형별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

보 탐색 엔진이 상호작용하는 탐색의 최종적인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

과정에서 모든 평가의 열쇠는 이용자가 쥐고

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집된 실험대상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보는 넘쳐나고 있고 탐

자들을 대상으로 KEPTI(Korean Enneagram

색 엔진의 기술은 계속 진화되어 왔고, 그렇다

Personality Type Indicator)를 통해 에니어그

면 성공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 여지가 남아있

램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의 질문지

는 요인은 이용자 개인이다.

및 실험을 통해 이들 성격 유형별 OPAC의 탐

정보 탐색에서 이용자의 탐색 행태 및 특징

색 성향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논

을 파악하는 이용자 연구는 정보 시스템 설계,

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범위는 탐색에서의 이용

인터페이스 개선, 그리고 이용자 모형 구축에

자의 심리적 혹은 인지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

있어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그래

위해 OPAC 탐색 기능 및 기법 사용 등과 같은

서 정보 탐색 분야에서 이용자 연구는 기초적

행동적 측면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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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온라인 목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한 웹 기반 온라인 목록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

2.1 OPAC에 대한 이용자 연구

니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용자 속성
별 세부적인 접근은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최근까지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급변하

이제환과 이현주(1998)는 OPAC 이용자 인

는 정보기술 환경과 이용자들에게 대응하기 위

터페이스의 품질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

해 OPAC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분

였는데 OPAC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탐색 행

야의 많은 연구들이 OPAC의 편의 기능 및 탐색

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와 실험을 통해 데이

기술 향상 등에 관한 것이다(Babu and O'Brien,

터를 수집하였다.

2000; Chisman, Walbridge, and Diller, 1999;

앞에서 살펴본 이들 연구는 웹 기반 OPAC

구중억, 곽승진, 2007; 서은경, 2000; 안영선, 이

의 이용 행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은철, 1999 등).

주로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인구

이 외에도 이용자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통계적 속성과 전공분야가 사용되었다.

OPAC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용자 참여 기반의 차세대 OPAC을 지향하

Kani-Zabihi, Ghinea, 그리고 Chen(2008)은

는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서 이용자의 일반적

일반적인 OPAC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특징

인 특성 외에 인지적 특성과 같은 세부적이고

을 위한 이용자의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을

보다 깊이 있는 이용자 연구는 성공적인 시스템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OPAC의 상호작용

설계를 위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OPAC에

특징을 찾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자의 정보기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 탐색 분야에서 정보

술 경험과 OPAC의 사전 경험 정도에 따라 이

탐색의 성능이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나 지적 능

용자를 범주화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OPAC 기

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었다

능들을 살펴보았다.

(Saracevic and Kantor, 1988; Bellardo, 1985).

Zhang과 Han(2005)은 정보 탐색시스템의

특히 Heinstrӧn(2003)은 305명의 대학생을

조작과 성공적인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대상으로 성격 유형과 정보 추구 행태의 상관관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모델링

계를 논의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 사용된 이용

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 적용된 성격 유형은

자 속성은 교육 정도, 영어권과 비영어권, 전공

Costa와 McCrae 성격의 5가지 요인으로 외향

분야, 컴퓨터 경험이다.

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그리고 순응성이 사

사공복희(2003)는 웹 기반 온라인 목록의 이

용되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내적인 성향이 그들

용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30명의 탐색자를 통해

의 최종적인 정보 행태에 상황적인 요인들로 상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개

호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되었는지, 웹 기반 온라인 목록이 제공하는

그리고 김희섭(2004)은 Web OPAC 이용자

탐색관련 기능은 어떠한지, 이용자들은 웹 기반

들의 성격 유형과 그들의 탐색행위 및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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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선호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

(2006)은 여행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에니어그

석하기 위해 성격측정 도구로 MBTI를 사용하

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질문지를

정보검색 분야는 아니지만 문헌정보학계에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

서도 에니어그램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 이두이

용하였다.

와 구연배(2008)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성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PAC 정보 탐색

격 유형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에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

는데 실무에서 사서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성

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에

격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문직으로

니어그램에 따른 성격 유형별 이용자의 탐색

의 발전을 지향하고 사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성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정보 탐색 분야에서

만들어 교육하는데 성격 특성의 포함을 제안하

에니어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속성을 정의

고 있다.

한 연구는 본 연구자에게는 파악된 바가 없다.

에니어그램은 1번에서 9번까지의 아홉 가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성격 유형과 이 유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관한 내용 및 관련 연구들은 바로 다음 절에서

지를 보여주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자세히 다루었다.

먼저 에니어그램의 1번에서 9번까지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2.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표 1>과 같다.
본 연구와 같은 실험적인 연구에서 에니어그

에니어그램(Enneagram)의 기원은 정확하

램의 아홉 가지 유형에 따른 이용자 범주화를

지는 않지만 B. C. 2500년에 바빌론에서 시작되

사용하기에는 집단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었다는 설이 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고대 그

유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힘의

리스 사상, 피타고라스, 플라톤의 영향뿐만 아

중심(Three Triad), 호니비언(Hornevian), 그

니라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

리고 하모닉(Hamonic)의 세 개의 그룹으로 재

적인 영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현대 심리

범주화하였다.

학의 결합으로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인간의 의
식 탐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힘의 중심은 본능, 감정, 사고 중심으로 나누
어진다. 본능중심은 자신의 본능, 힘, 의식주, 생

최근에 에니어그램은 이러한 과학적인 신뢰

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실에 대한 저항을 유

성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지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방어 기저에는 분노를

특히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그리고 경영학

가지고 있고 현재에 관심을 둔다. 감정중심은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아 이미지를 중시 여기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정희정(2006)은 대학생의 자기표현과 촉진

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감이라고

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하기 위해 에니어그램

생각한다. 자아를 방어하는 기저에는 수치심을

의 성격 유형을 사용하였고, 권용주와 김지현

가지고 있다. 사고 중심은 불안감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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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니어그램 아홉 가지 성격 유형(윤운성, 2003, 74)
번호

유형별칭

2
3
4
5
6
7
8
9
1

조력가
성취자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
중재자
개혁가

유형의 특징
보호적, 모성애적 유형
성공 지향적, 실용주의적 유형
명상적, 수줍은 유형
지적, 분석적인 유형
의무적, 전통적인 유형
활동적, 개방적인 유형
강력하고 지배하는 유형
태평하고 사양하는 유형
합리적, 이상적인 유형

회피

함정

약점

장점

욕구
실패
평범
공허
이탈
고통
나약
갈등
성냄

봉사
효율
독특
지식
안전
이상
정의
평화
완전

교만
기만
선망
탐욕
겁
탐닉
과도한 욕망
자기 망각
분노

겸손
정직
마음의 평안
애착하지 않음
용기
절제
적절한 힘
행동으로 옮김
침착

지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 준다고 믿는 일을 하

원하며 어두운 부분에 직면하기를 어려워한다.

려고 한다. 자아를 방어하는 기저에 두려움을

능력그룹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가지고 있고 미래 중심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유능해지기 위해 노력

호니비언 그룹은 각 유형의 사회적인 방식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논리적

나타내는 것으로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으로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뉜다. 공격형은 자아 중심적이고 자신의 자아

해 주기를 바란다. 반응그룹은 갈등과 문제에

를 더 강화, 팽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타인을 얼마나 신뢰해야

려운 상황을 만나면 뒤로 물러서고 움츠리고 타

하는지 알기 어려워한다. 이 유형은 타인들이

인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맞춰 주기를 원하며, 싫고

팽창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장하

좋음이 분명해서 다른 사람들도 곧 그것을 알게

고 요구한다. 순응형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된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

하는 요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무엇이 옳은 일

리고 난 후라야 상황이 정리되고 가라앉을 수

인지를 찾아내어 ‘좋은 아이'가 됨으로써 자아

있으며, 독립성 및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와

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 후퇴형은 세상과

타인의 지원 및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요구 사

연관되는 것에서 물러나 자신이 상상하는 내면

이에서 균형 맞추기를 어려워한다.

의 장소로 들어감으로써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위에서 살펴본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형에 대한 세 개의 범주화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떨어져 있다.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하모닉 그룹은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지

개의 그룹인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각각

않을 때 그 유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

의 성격 유형별로 OPAC에서의 탐색 성향 및

해주는 것으로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으로 나

심리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범주

누어진다. 긍정적 그룹은 삶의 밝은 면을 강조

화 방법이 탐색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하여 보기를 원하므로 좋은 기분에 머물기를

분석하였다.

174

정보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2

<표 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범주화 방법
힘의 중심

호니비언(사회적인 방식)

하모닉

본능중심(8, 1, 9번)
감정중심(2, 3, 4번)
사고중심(5, 6, 7번)

공격형(7, 8, 3번)
순응형(1, 2, 6번)
후퇴형(4, 5, 9번)

긍정형(9, 2, 7번)
능력형(1, 5, 3번)
반응형(6, 4, 8번)

3. 연구 설계

실험대상자들은 두 종류의 주어진 탐색 질의를
선택하여 D대학 OPAC을 탐색하였다. 본 실험

3.1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과 질문
지법을 병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모

을 위해 실험-전 질문지 및 탐색 질의, 그리고
실험-후 질문지 등이 개발되었다. 탐색의 전 과
정은 Adobe Captivate 4를 사용하여 기록하였
다. 실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된 실험대상자들의 성격 유형 파악을 위하여
객관적인 도구로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회의
KEPTI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웹 기반 OPAC 이용 행태와 인터
페이스 선호도를 파악하고 정의된 실험 환경 하
에서 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 및 D대학도서관의
웹 기반 OPAC의 탐색 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OPAC에서의 탐색어, 연산자, 각종 탐색
기능 사용 등의 탐색 행동에 대한 부분은 포함
시키지 않았고 인간의 심리와 보다 밀접할 것으
로 예상되는 이용자의 탐색 성향과 만족도에 초
점을 두었다.

<그림 1> 실험 절차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
음의 <그림 1>과 같다. 실험대상자는 D대학 문
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의사

3.2 실험-전 서베이

에 의해 30명이 모집되었고, OPAC에 대한 학

실험-전 서베이는 성격 유형 검사를 완료하지

년별 지식의 차이를 감안하여 1, 2, 3학년의 각

못한 실험대상자 1명을 제외한 29명을 대상으로

학년당 10명씩 같은 비율로 구성하였다.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이 파악된

속성과 일상적인 도서관의 OPAC 이용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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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용 빈도, 이용목적, 탐색에서의 OPAC

흥미, 생각하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태스크-

의 비중, 학술적인 목적의 탐색에서의 OPAC의

전 서베이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태스크A에

비중 등에 관한 문항 7개로 이루어졌다.

서 실험에 사용한 탐색 질의는 다음의 <표 3>과
같은 형태이다.
전체 탐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Adobe

3.3 질의 선택과 실험

Captivate 4가 사용되었다. 사용 프로그램 오작

실험은 2010년 8월과 9월에 걸쳐 29명 실험

동으로 인해 1명의 실험대상자의 실험과정 일

대상자들의 시간에 맞추어 여러 번에 걸쳐 수시

부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본 연구에서 최종

로 실시되었다. 탐색 질의에 대한 편차를 줄이

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총 56개의 태스크에 기

기 위해 실험은 전공 주제(태스크A)와 일반적

록된 것으로 28명의 실험대상자가 수행한 것

인 주제(태스크B)에 관련된 탐색 질의의 두 개

이다.

의 태스크로 실험되었고 각 태스크당 탐색 제한
시간은 30분이다.
각 태스크 전에는 실험대상자가 직접 선택 가
능한 질의 세 개와 선택한 질의에 대한 친숙성,

3.4 실험-후 서베이
실험대상자는 두 개의 태스크를 마친 후 실험

<표 3> 질의 선택과 태스크-전 서베이: 태스크A
[ task A ]
*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하시고 선택 이유에 대한 문항에 답하시오.
Q1 : 전공 교과목에서 인터넷 탐색 엔진(시스템)의 유형을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인터넷 탐색 엔진의 유형별
작동원리와 대표적인 탐색 엔진 사례가 조사되어야 한다. (___)
Q2 : 도서관에 새롭게 적용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팀은 도서관에서 사용가능한
Web 2.0 기술 및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들 중 도서관의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___)
Q3 : 우리 마을에 중규모의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에 알맞은 분류체계(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 규모 도서관들에서는 어떤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고 각 분류체계가 지니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___)
1. 선택한 주제와 얼마나 친숙한가?
① 매우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친숙함

⑤ 매우 친숙함

2.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실제로 흥미가 있는가?
① 매우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3. 선택한 주제에 대한 탐색이 쉬울 것 같은가?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쉬움

⑤ 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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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질문지 구성
구분

실험-전
질문지

실험-후
질문지

문항

문항 유형

귀하의 성별은?

선택형

귀하의 학년은?

선택형

우리학교 도서관 OPAC에는 한 달에 몇 회 접근하십니까?

선택형

도서관 OPAC의 가장 주된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택형

다른 학교나 기관의 도서관 OPAC에는 한 달에 몇 회 접근하십니까?

선택형

귀하의 전체 탐색에서 도서관 OPAC의 탐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
니까?

선택형

귀하의 학술적인 목적(기타의 목적은 제외)의 탐색에서 도서관 OPAC의 탐색
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택형

탐색을 위해 시간은 충분했는가?

5점 리커드

탐색 결과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5점 리커드

탐색은 쉬웠는가?

5점 리커드

전반적으로 탐색 결과에 만족하는가?

5점 리커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험-후 질문지에 응답했

다. 이들 중 1명은 응답 불성실로 성격 유형이

다. 질문지는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밝혀지지 않았고 실험 도중 완전한 결과를 제출

유용성, 탐색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실험대상자 28명의

에 대한 실험대상자의 자가 평가 및 판단으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대한 분포는 다음의

응답 가능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5>와 같다.

실험-전 서베이와 실험-후 서베이에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의 성격 유형은 그 구분
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그룹으로 다시 범주화하여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실험대상자들을 힘의 중심에서 구분해본 결
과, 1번, 8번, 9번을 포함한 본능 중심은 8명이

4.1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성격 유형

고 2번, 3번, 4번의 감정 중심은 15명이고 5번,
6번, 7번의 사고 중심은 5명으로 나타났다. 호

실험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0%, 여자가

니비언 그룹으로 실험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60% 비율이고 학년은 1, 2, 3학년 각각 10명씩

후퇴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응형은 12

으로 동비율로 구성하였다.

명, 공격형은 3명이었다. 하모닉 그룹의 구분으

본 실험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로는 긍정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실험대상자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 한국에니어그램교육

가 포함되었고 능력형은 7명, 그리고 반응형은

연구회의 검사지를 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였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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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 분포
구분

성격 유형
(9가지)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속성

명(비율)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본능 중심
감정 중심
사고 중심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

3(10.7%)
7(25.0%)
2(7.1%)
6(21.4%)
2(7.1%)
2(7.1%)
1(3.6%)
0(0.0%)
5(17.9%)
8(28.6%)
15(53.6%)
5(17.9%)
3(10.7%)
12(42.9%)
13(46.4%)
13(46.4%)
7(25.0%)
8(28.6%)

4.2 일상적인 OPAC 이용 행태
실험대상자들의 일상에서의 OPAC 이용 행
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전 서베이를 실시하였

합계

28(100%)

28(100%)

28(100%)

28(100%)

관 OPAC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는 64.3%에
달하는 18명의 실험대상자가 한 달에 1회 이하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명을 제외하고
한 달에 3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실험대상자들의 소속 대학 도서관 OPAC 이

그리고 OPAC 사용의 주요 목적으로는 특정

용 빈도, OPAC 주요 이용 목적, 타기관 OPAC

도서를 대출, 반납하기 위한 탐색이 50%를 차

이용 빈도, 전체 탐색행위에서 도서관 OPAC

지하였고 다음으로 리포트 작성을 위한 포괄적

탐색의 비율, 학술적인 목적의 전체 탐색에서

인 탐색이 약 40%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OPAC 탐색의 비율 등을 조사․분석하
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의 비율
은 0-20%가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고 다음

실험대상자의 소속 대학 도서관 OPAC을 이

으로 21-40%가 6명, 41-60%와 61-80%가 각각

용하는 빈도는 한 달에 2-3회가 8명으로 가장

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 탐색에서 OPAC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회 이하와 8회 이상

을 이용한 탐색의 비율은 전체 탐색의 비율보

이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험대상자의 35.7%가

대상자간의 소속 도서관 OPAC을 이용 빈도에

21-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 기관 도서

41-6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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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대상자의 일상적인 OPAC 이용 행태
문항

소속 도서관 OPAC
이용 빈도(한 달 기준)

타 기관 OPAC 이용 빈도
(한 달 기준)

OPAC 사용의
주요 목적

전체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 비율

학술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 비율

내용
1회 이하
2-3회
4-5회
6-7회
8회 이상
1회 이하
2-3회
4-5회
6-7회
8회 이상
특정 도서를 대출, 반납하기 위한 탐색
리포트를 위한 포괄적인 탐색
관심 주제를 위한 포괄적인 탐색
기타 목적
0-20%
21-40%
41-60%
61-80%
81-100%
0-20%
21-40%
41-60%
61-80%
81-100%

응답수(비율)
7명(25.0%)
8명(28.6%)
3명(10.7%)
3명(10.7%)
7명(25.0%)
18명(64.3%)
8명(28.6%)
1명(3.6%)
0명(0.0%)
1명(3.6%)
14명(50.0%)
11명(39.3%)
2명(7.1%)
1명(3.6%)
14명(50.0%)
6명(21.4%)
4명(14.3%)
4명(14.3%)
0명(0.0%)
6명(21.4%)
10명(35.7%)
8명(28.6%)
3명(10.7%)
1명(3.6%)

는 실험대상자들이 OPAC을 보다 학술적인 목

된 3개의 질의이고 태스크B는 일반적인 주제에

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속 대학의 특정 도서를

관련된 3개의 질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대출하거나 반납하기 위한 탐색의 경우에 가장

<표 7>은 실험까지 모두 완료한 28명의 실험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자별 선택한 질의와 각 질의에 대한 친숙성,
흥미정도, 예상되는 탐색의 용이성(1: 매우 그

4.3 질의의 선택과 평가

렇지 않음, 3: 보통, 5: 매우 그러함)이다.
Q1은 총 9번 선택되었고, Q2는 8번, Q3은 11

실험대상자들은 OPAC에서의 탐색 과정을

번, Q4는 8번, Q5는 5번, Q6은 15번 선택되었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질의 세트 태스크A와 태

다. 각 선택한 질의들의 친숙성, 흥미정도, 예상

스크B에서 탐색에 사용할 질의를 선택하였다.

되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평균을 산출한 결

태스크A를 위한 질의 세트는 전공 주제에 관련

과, <표 8>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문항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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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질의의 선택과 질의에 대한 자가 평가
실험대상자 ID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E17
E18
E19
E20
E21
E22
E23
E24
E25
E26
E27
E28

태스크A

태스크B

선택질의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선택질의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Q3
Q2
Q1
Q1
Q3
Q1
Q1
Q1
Q2
Q3
Q1
Q1
Q2
Q3
Q3
Q2
Q2
Q3
Q2
Q3
Q1
Q3
Q2
Q3
Q3
Q3
Q1
Q2

3
3
2
2
4
3
4
3
3
3
4
3
3
3
3
3
3
3
4
4
3
3
2
3
3
2
3
3

3
3
2
2
5
3
3
2
3
3
4
4
2
3
3
3
3
4
4
3
3
2
2
4
3
4
4
3

3
4
2
2
3
3
2
3
3
3
3
2
3
2
3
2
3
2
3
3
3
2
2
3
2
3
4

Q6
Q6
Q6
Q5
Q6
Q5
Q6
Q5
Q6
Q6
Q5
Q6
Q6
Q6
Q4
Q4
Q6
Q6
Q6
Q4
Q5
Q6
Q4
Q6
Q4
Q4
Q4
Q4

4
2
3
4
3
4
3
4
3
2
4
3
2
4
3
4
2
4
2
4
4
2
2
2
3
3
4
3

4
2
3
3
4
3
4
3
3
2
4
5
3
3
4
4
2
4
3
4
3
2
2
3
3
5
5
4

4
2
2
4
2
3
3
4
4
3
3
2
3
3
3
4
4
4
2
3
4
2
2
3
4
4
3
4

<표 8> 선택한 탐색 질의에 대한 실험대상자 자가 평가 평균
태스크A
평균
표준편차

태스크B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3.04
0.5762

3.11
0.7859

2.70
0.6086

3.11
0.8317

3.36
0.9114

3.14
0.8034

서 전공 주제에 관련된 질의보다 일반 주제에

대상자들은 일반 주제에 대한 질의가 전공 관

관련된 질의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

련 질의보다 탐색에서 용이하다고 여기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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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4.5 성격 유형에 따른 탐색 성향과
만족도

4.4 탐색 성향과 만족도

에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은 기본적으로 아홉

실험대상자들에게 선택한 질의에 대해 태스

가지로 나뉜다. 이들 아홉 가지의 성격 유형은

크 당 최대 30분 내에서 만족할 때까지 탐색을

다시 범주화 되어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요구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태스크A에 대

의 각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서는 평균 9분 7초를 사용하였고 태스크B에

실험의 한계 상 아홉 가지 성격 유형별로 독립

대해서는 평균 4분 93초를 사용하였다. 한 질의

변인을 설계하지 않고 이들 성격 유형을 세 가

당 사용한 평균 탐색 시간은 7분이고 표준편차

지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그 그룹에서의 집단 간

는 4.160이다.

유형과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어떤 성격 유형

<표 9> 태스크 당 탐색에 소요된 시간
(단위: 분)
태스크A
태스크B
총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00
1.00
1.00

19.00
11.00
19.00

9.07
4.93
7.00

4.513
2.448
4.160

의 범주화 방법이 OPAC 이용자의 탐색 성향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5.1 힘의 중심별 차이분석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험 대상자의 아홉

실험 수행 후 탐색 결과에 대한 실험대상자

가지 성격 유형을 세 가지의 중심에 의해 범주

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탐색

화하면 감정 중심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의 쉬

으로 본능 중심이 8명, 사고 중심은 5명으로 나

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에 관한 4개의 문항으

타났다.

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이 탐색

본능, 감정, 그리고 사고 중심의 힘의 중심

시간의 충분성은 평균 3.21, 탐색 결과의 유용성

별 성격 유형의 구분에 따른 OPAC 탐색 성

은 3.68, 탐색 과정의 쉬움은 3.21, 그리고 탐색

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 질

결과에 대한 만족은 3.00으로 나타났다.

의의 선택과정에서부터 탐색 완료 후의 자가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차 분석 및 집단별 평균

<표 10> 탐색 결과에 대한 실험대상자의
자가 평가

비교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11>과 같이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고 중심의 집단은 주제에 대한 친숙성과 흥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 과정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2.00
2.00
2.00
2.00

4.00
5.00
5.00
5.00

3.21
3.68
3.21
3.00

0.6299
0.7228
0.7868
0.9027

나타났다.
미는 높게 본 반면 탐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험대상자들이 많았다. 단 감정 중심
의 집단은 주제에 대한 친숙성이 높다면 탐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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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힘의 중심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친숙성
흥미
탐색 용이
실험
탐색 시간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실험-후
서베이
탐색 과정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 p≤0.1, **: p≤0.05, ***: p≤0.01
실험-전
서베이

힘의 중심(평균)
본능 중심

감정 중심

사고 중심

2.93
3.21
2.85
5.36분
3.57
3.57
3.43
3.00

3.12
3.19
3.09
6.94분
3.25
3.94
3.38
3.13

3.10
3.40
2.50
9.50분
2.60
3.00
2.40
2.60

F

유의확률

0.374
0.234
2.703
3.125
4.422
4.055
3.997
0.626

0.690
0.792
0.076*
0.052*
0.023**
0.030**
0.031**
0.543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경향이 있어 향후의 더 많은 실험자들을 대상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상되

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차이는 재검토 될 필

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집단 내의 차이만 유

요가 있을 것이다.

의확률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힘의 중심에 의한 집단 간 탐색 수행 후 탐색
에 대한 자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탐색 소요 시간에 대한 힘의 중심에 의한 집

위해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본능 중

단 간 차이에서도 사고 중심이 가장 많은 시간

심이 가장 탐색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고 탐색

을 소요했고 본능 중심이 빠른 탐색 종료에 이

결과의 유용성은 감정 중심 집단의 평균값이 가

르는 것으로 보였다.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장 높았다. 탐색 과정의 쉬움에 대한 평가는 본

이러한 결과는 유의확률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능 중심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탐색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에 대한 만족은 감정 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

본능 중심의 집단이 진행 중인 일을 신속, 정확

다.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 시간의 충분성,

하게 파악하여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에 본능적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 과정의 쉬움이 유의

으로 대처하는 성격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확률 0.05내에서 힘의 중심의 집단 간 차이가 통

반면 사고 중심의 집단이 가장 많은 탐색 시간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지니는 것은 이 집단의 성향이 관찰, 대조, 분
석, 비교의 사고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4.5.2 호니비언 그룹별 차이분석

파악하며 기본 기저에 불안(anxiety)을 가지고

실험대상자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각 유형

있어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 사회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호니비언 그룹의

기본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으로 나누어보면 후퇴형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유의확률이 0.05이내인 경

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응형이 12

우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는

명이고 공격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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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비언 그룹에 따른 집단 간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 및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확률 0.1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0.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니비언 그룹에 따른

후퇴형 집단은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해 다

집단 간 차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후퇴형의 경우

른 집단과 비교해서 친숙성, 흥미, 예상되는 탐

실험-전과 실험-후의 반응에 차이가 많이 나는

색의 용이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

것을 볼 수 있다.

격형의 집단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친숙성이 가

후퇴형은 탐색 시간을 가장 적게 소요했음에

장 높다고 생각했고 순응형이 주제에 대한 흥미

도 불구하고 탐색 시간의 충분성 값이 가장 높

가 가장 높다고 여겼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집

게 나타났고 질의 선택 시에는 탐색이 쉽지 않

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택 주

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탐색 후에는 탐색 과정이

제에 대한 친숙성은 유의확률 0.01 내에서 통계

가장 쉬웠다고 평가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격형은 실험-전 서베이에서는 선택

유의확률 0.05내에서 선택 주제에 대한 집단 간

질의에 대해 친숙성이 높고 이 질의에 대한 탐

흥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

색의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한 집단이었으나, 실

격형은 두 유형과 비교하여 선택한 질의의 탐색

제 탐색 시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세 집단 중에서 가장 탐색 시간이 충분하지 않

탐색에 소요한 시간에 대한 호니비언 집단 간

았고 탐색이 쉽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차이에서는 공격형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
고 다음으로 순응형, 그리고 후퇴형 집단이 가

4.5.3 하모닉 그룹별 차이분석

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모닉 그룹은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지

F-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유의

않을 때 그 유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

<표 12> 호니비언 그룹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실험-전
서베이
실험
실험-후
서베이
*: p≤0.1,

친숙성
흥미
탐색 용이
탐색 시간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 과정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 p≤0.05, ***: p≤0.01

호니비언 그룹(평균)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

3.67
3.17
3.33
8.67분
3.00
3.67
2.67
3.00

3.33
3.58
2.87
7.63분
3.17
3.75
3.25
3.17

2.69
2.92
2.88
6.04분
3.31
3.62
3.31
2.85

F

유의확률

9.849
4.200
1.012
1.471
0.333
0.101
0.820
0.375

0.000***
0.020**
0.370
0.239
0.720
0.904
0.452
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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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하모닉 그룹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친숙성
흥미
탐색 용이
실험
탐색 시간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실험-후
서베이
탐색 과정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 p≤0.1, **: p≤005, ***: p≤0.01
실험-전
서베이

하모닉(평균)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

3.19
3.23
3.04
6.65분
3.38
3.69
3.31
3.08

3.14
3.00
2.85
7.86분
3.29
3.86
3.29
3.43

2.81
3.44
2.81
6.81분
2.88
3.50
3.00
2.50

해주는 것으로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으로 나누

F

유의확률

1.542
0.982
0.552
0.394
1.777
0.441
0.399
2.255

0.223
0.381
0.579
0.676
0.190
0.648
0.675
0.126

5. 결론 및 제언

어진다. 실험대상자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하
모닉 그룹에 의해 범주화하면 긍정형이 13명으

빅 데이터 시대에서 웹 검색 엔진과 마찬가지

로 가장 많았고, 능력형이 7명, 반응형이 8명으

로 도서관 OPAC에서도 이용자 프로파일이나

로 나타났다.

상황정보 축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화 서

하모닉 그룹에 따른 집단 간 OPAC 탐색 성

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종 검

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

색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탐색 성향을 파악하고

석 및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이러한 탐색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용

<표 13>에서와 같이 유의확률 0.1내에서는 모든

자 개인 또는 집단별 속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문항에 대해 하모닉 그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능해질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하지만 긍정형 집단은 실험-전 서베이에서

에니어그램에 기반을 둔 다차원적인 성격 유형

선택 질의에 대한 친숙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

과 OPAC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정보 탐

났고 실험-후 서베이에서는 탐색 시간이 충분

색 성향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먼

하다고 생각하고 탐색 과정이 쉬웠다고 자가

저 실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에니

평가했다. 반면 능력형 집단은 가장 많은 탐색

어그램 성격 유형을 파악하였고 설계된 실험 집

시간을 소요했으며 탐색 결과의 유용성과 탐색

합을 기반으로 D 대학 도서관의 OPAC에서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문제해결 과정 및 탐색의 전 과정을 캡처하여

났고 반응형은 선택 질의에 대한 흥미가 가장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전․후 질문지를 통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탐색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성격 유형별 범주화
의 세 가지 방법에서 OPAC 탐색 성향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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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방법은 본능, 가

본 연구는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이용자의 탐

슴, 그리고 사고의 힘의 중심에 의한 구분이었

색 행동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성향인

다. 특히 본능형 집단과 사고형 집단 간 검색 결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기반을 두어 OPAC의

과에 대한 만족도 구성요인들의 평균 차이가 큰

탐색 성향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용자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능 중심의 집단이

인지적 특성인 에니어그램에 의한 성격 유형이

진행 중인 일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

이용자의 탐색 성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

을 조정하고 통제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성격

는 요인으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용

인 반면 사고 중심의 집단은 관찰, 대조, 분석,

자 연구의 많은 성과들과 함께 본 연구는 OPAC

비교의 사고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검색시스템 설계, 인터페이스 개선, 또는 이용자

하며 기본 기저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 검색 결

모형 구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

과에 대한 만족도 요인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

을 것으로 기대한다.

석 가능하다. 즉 이용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PAC

형에서 힘의 중심은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

의 시스템 중심에서 성격 유형별 이용자의 특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

징적인 검색 기능 및 기법 사용 등과 같은 탐색

지만 실험적 연구의 특성상 실험대상자의 각 집

행동적 측면이 향후의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

단별 많은 표본 수를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다면 이용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정보 탐색

통계적 검증에 대한 더욱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욱 보강될 수 있을

는 추가적인 대규모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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