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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최신 정보기기가 학업과 여가를 위한 일상 속 정보이용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최근 동향을 볼 때,
학생들의 정보기기 활용행태에 대한 이해는 정보행동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과학기술발전을 담당할
주역인 과학기술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유형과 사용 목적, 그리고,
최신 스마트 정보기기의 활용도와 활용 패턴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정보기기활용
패턴을 비교하는 한편, 학업과 비학업 영역에서의 활용패턴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일상관찰기록법과 설문지
법을 사용하여 국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총 83명의 과학기술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넷세대
과학기술전공 대학(원)생들의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총체적 정보기기 활용 패턴을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에 토대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ed to study the us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ols in their
daily life among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It also examined
the purposes of the uses of the major ICT tools, the differences in their information technology uses between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3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using content analysis of an observational logs and a survey questionnaire. The
observational logs were collected using an instant message application available on a smart phone. Study
results revealed desktop computers, laptop computers, and smart phones as the three most heavily used
ICT tools among the participants and typical situations students use each of the three tools. There were
also sharp distinctions between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selection of the tools, and
distinctions between work and non-work situ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redesign
information services and systems for the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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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Prensky,
2001).

디지털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현재 과학기술

따라서 차세대 과학기술분야의 정보지원서

전공 대학생들은 차세대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비스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한 토대 작업으로,

담당할 주역이다. 이들이 본격적인 연구주체가

디지털 정보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태어나고 성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들의 연구 및 정보행

장한 디지털 원주민인 넷세대 이공계열 학생들

동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목된다. 지금

이 컴퓨터기기와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까지 국내에서도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연

다양한 정보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 및 정보환경에서 효과적인 정보지원시스팀

조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구

정보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인간의 삶의 영역

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

이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 일과 여가로 보다

구 및 정보행동을 심층연구 분석해 왔다(권나

분명히 구분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의 영

현, 이정연, 정은경, 2012). 이러한 연구는 스마

역과 일이 아닌 제반 삶의 영역의 경계가 점차

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기와 소셜미디어를

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하

이러한 현상 뒤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스마트기기가 일과 여가 영역을 구분 없이 넘나

그러나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은 과학기술 연구

들며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비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연구개발로 인한

터스 정보환경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성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수 있다. 실제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최근 연구에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현장에서 일하

서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보이용행동 연구

는 과학기술자들의 정보행동은 그들의 선배 과

는 이제 매우 보편적 접근방법이 되고 있다(이

학기술자들의 정보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

정미, 2010; Davis, 2011; Savolainen, 1995).

우 전통적이라는 것이다. 스마트기기나 소셜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계의 주

디어 이용이 연구활동에서 매우 미미하게 활용

역이 될 넷세대의 과학기술전공 대학생과 대학

되는 대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저널 브라우

원생들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그들이 학업과

징 등의 전통적 연구활동이 여전히 강하다고 밝

여가 활동에서의 정보와 정보기기 이용을 조사

히고 있다. 이와 같이 현역 과학기술자들이 보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수

이는 전통적인 연구 및 정보추구방식이 과연 과

업이 주요 학업활동인 학부생들과 수업과 더불

학기술분야의 작업 방식과 연구과정의 고유성에

어 교수를 조력하며 실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에 참여한 과학기술

는 대학원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

자들이 대부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정보기기 이용에서의

이 아닌 디지털 이주자(digital immigrants)이

차이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므로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

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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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1: 과학기술전공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

심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기술은 우리의 현

떤 정보기기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

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고 있는가?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RQ2: 과학기술전공생들은 이용 목적별로 어

인쇄기술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

떤 기기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가?

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매체가 지닌 기

RQ3: 정보기기 이용목적별로 학부생과 대학

술적 잠재력과 한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원생간에 정보기기 선택에 차이가 있
는가?
RQ4: 학업활동 대비 비학업활동 영역에서
정보기기 활용에 차이가 있는가?

되었다.
일찍이 미디어학자 McLuhan(1964)은 정보
매체 기술변화가 전 사회적 변화에 대해 통찰력
있는 주장을 폈는데, 그에 따르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일반 대중들이 독립적으로 읽고 사고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전후로 스

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개인주의를 발전시켰고,

마트폰 등 혁신적인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는 조립라인과 산업사회를 촉진시켰

적 변화가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과학

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세속주의는 결국 인쇄기

기술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학업

술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McLuhan의 주장에

과 비학업 영역을 포함한 그들의 삶 전 영역에

따르면 디지털 메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걸쳐 활용하고 있는 정보기기 이용의 특징을 총

그 디지털 기술의 매체적 속성이 우리의 감각

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므로 그 결과가 가져올 사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이 활용할 차세대 정보지

회의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참고

편 Carr(2011)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 두뇌의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작동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쳐 뇌구조까지 변화
시키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두뇌작용
과 기술은 성인기에도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

2. 선행연구

용을 하기 때문에 인지활동을 통해 우리는 기술
의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역으로 기술이

2.1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 환경변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기
술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

디지털 기술의 괄목할 변화는 과학기술관련

인가에 대하여 최근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그 대표적인 변화는

그간 인쇄기술이 지배하는 정보사회에서 살아

eScience의 등장이다. 영국의 National E-Science

온 우리는 기술의 매체적 특성 보다는 그 기술

Centre(2011)1)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eScience

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 즉 정보의 내용에만 관

는 인터넷과 고성능 컴퓨팅을 사용해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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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대규모 과학협력프로젝트를 지칭하는데,

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교환과정에 대

협력, 그리드(Grid) 컴퓨팅 기술, 데이터집중을

한 정보행동연구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적 과학활동의

보았다.

특징은 개별 과학자들이 첨단 정보기술 및 고성

먼저, Davis(2011)는 학부 여학생 한 명을 대

능 연구망을 기반으로 복잡한 연산, 원격 장비

상으로 그의 일상 가운데 매체이용의 초상을 그

활용, 대용량의 분산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시청

려 보이는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디

각 장치를 통한 원격 협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지털미디어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제 영향에 관

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환경

하여 일상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또래 집

이 디지털정보기술에 기반한 개방과 공유가 강

단과의 사회적 관계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디지

조되는 풍토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털미디어 시대 대학생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맞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

각종 정보센터들도 급변하는 과학기술 연구 및

이나 아이디어에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

정보환경에서 효과적인 정보지원시스팀을 구축

에 그들로부터 분리와 괴리감을 느끼는 현상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

보여 주었다. Guo 등(2011)은 대학생들이 CMC

자들의 연구 및 정보행동을 심층연구 분석해 왔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를 이용과 충족이론(Uses

다(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2012).

and Gratifications)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고 RGT(Repertory Grid Interview Tech-

2.2 디지털 환경과 넷세대

nique), ISM(Interpretive Structural Modeling),
MICMAC(cross-impact matrix multiplication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가 대학생들의 일상에

applied to classification) 기법을 종합하여 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

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맥락적

히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등 혁신적인 디

요인, 미디어 특성, 다양한 미디어의 이용 동기,

지털 미디어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CMC 미디어를 이용함

가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헌정보학 등 여

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분석목적, 긴급한 문

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Nielsen

제 도출, 개인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미디어

Company, 2012; Rowlands, 2011). 그 가운데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Lira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넷세대 학생들의 디지털

등(2013)은 그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CMC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사회

활용의 효과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4개의 멤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버로 구성된 44개의 대학생 그룹이 그룹 프로젝

와 그리고 정보기기의 활용과 CMC(Computer

트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룹능력과 그룹능

Mediated Communication) 등 네트워크로 연

력의 결과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면대면 방법

1) http://www.nesc.ac.uk/nesc/def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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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MC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스마트 정보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그룹 능력의 효능은

재 한국에서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이 디

CMC를 활용한 그룹이 다른 면대면 그룹보다

지털 미디어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더 높음을 밝혔다. 이는 정보기기를 이용한 소통

있으며, 그들이 어떤 정보기기와 정보매체를 이

이 그룹능력과 그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장차 이들을 위한 정

시켜주는 중재변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내는

보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것을 의미한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보

또한 Quan-Haase(2008)는 대학생들이 메

이용자에 관한 연구로는 이승채(1987), 이준영

신저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

등(2003), 한승희, 이지연(2008), 배경재(2010),

구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

권나현, 정은경, 이정연(2012) 등을 들 수 있지

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메신저는 소셜 커

만, 이 가운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배

뮤니케이션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

경재(2010)의 연구 밖에 없는데, 윤정옥(2003)

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은 공동과

이 파악한 바와 같이 외국과는 다르게 대학생들

제를 위해서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의 정보이용에 관한 국내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멀티태스킹과 팝업창으로 메신저를 지속적으

것으로 보인다. 배경재는 과학기술분야 대학생

로 이용하는 것은 학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

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와 관련된 정보요구 및

식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에

이용행태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조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은 면대면 정보서비스보

사하였다. 학부생 10명과 대학원생 10명의 이공

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대학원생을 심층 면담한 이 연구의 결과가 밝

Quan-Haase는 이와 같은 메신저 이용연구를

힌 것은 두 집단의 정보필요 시점 및 요구정보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생활을 보다 제대로 이해

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집단에 따라 다른 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온라인

이와 같이 넷세대 이용자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킹이용은 학술관련 활동

바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다양한 목적으

을 위한 활용은 거의 없고 개인의 여가활용 측면

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디지털 정보환경에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소셜네트워킹 서비

서는 이용자들이 면대면보다는 정보기기와 CMC

스의 경험 및 활용에 대해 학부생이 대학원생보

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 Smith(2010)는 이러한 기술발전은 앞으로

있다고 보고했다. 불과 3년 전인 2010년 2월에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는 이용

실시된 이 연구에 참여한 총 20명의 학생 가운

자의 정보추구, 정보이용 및 관리를 포함한 제 정

데 단 3명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

보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용

다는 사실에서 대부분의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자의 행동변화는 결국 참고사서의 정보제공방식

쓰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여 스마트 정보기기의

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우 경이로운 확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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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대학생

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로 검색하는 정보

들의 정보행동을 탐구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헌

는 부동산 정보였고, 뒤를 이어 법률/민원, 구직

정보학과 학부생 54명의 과제 관련 정보탐색의

/이직, 유아/교육, 증권, 다이어트/운동, 금융,

맥락에서 학생들의 정보추구 상황의 인식과 장

질병/금융정보 등의 순으로 매우 낮은 빈도로

애요인, 정보원이용 등을 자기보고서를 통해 질

탐색되는 주제로 나타났다. 탐색빈도가 높은 주

적 분석을 한 윤정옥(2003)의 연구가 있다. 한

제는 실시간 필요하거나 단순 사실을 제시하는

편, 디지털환경에서의 대학생들의 일상속 정보

성격을 갖는 정보로 자료 자체의 활용이나 명확

원 이용을 조사한 이정미(2010)의 연구가 있는

한 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질의어와 부

데, 그는 서울소재 대학생 360명을 표본추출하

합하는 성질의 정보였고, 반면 빈도가 낮은 주

여 Y세대로 불리는 대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제는 조언을 구하거나 깊이 있는 지식을 구하는

정보원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TV/라디

정보로 탐색에 시간이 걸리는 주제였다. 또한

오, 신문, 인터넷, 홍보물, 대인접촉 등 다섯 유

스마트폰 탐색에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형의 일상생활정보원의 이용과 정보원 선택이

하는 요인은 응답속도와 적합한 정보 제공여부

유를 조사하였는데, 정보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

로 나타났다.

적인 조사는 없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대학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행동과 정보기술

조사함으로써 중요한 맥락적 정보를 파악하려

이용을 조사한 문헌정보학 연구는 이제 막 시작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단계라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전공 학부 및 대

한편 오세나와 이지연(2011/2012)은 스마트
폰이 새로운 정보탐색매체로서 연구가치가 있

학원생의 정보기기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
무하다고 볼 수 있다.

다고 보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
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학생들
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3. 연구방법

280명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웹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
이 스마트폰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장소로 응

3.1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

답한 곳은 교통수단, 길거리, 상업시설, 직장, 학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첫째, 과학기술대학교

교, 공공시설 순으로, 주로 이동 중에 스마트폰

또는 종합대학교에서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학

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을 사용

부 및 대학원생으로, 현재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

하여 검색하는 총 28개 유형의 주제를 조사한

드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2)

결과, 뉴스와 날씨를 가장 많이 탐색하는 것으

을 표집하였다. 지역적 안배를 위하여, 서울과

로 조사되었고, 이어서 지도, 교통정보, 음악, 사

지방에 소재하는 과학기술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진/이미지, 사전 및 전문용어 등의 순으로 조사

중 각각 두 대학을 선정하여 총 4개 대학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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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보내어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구

실험 참여자 선발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

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다. 첫째, 조사대상자 선발방법은 본 연구의 참

참여자들은 자신이 요청을 받은 시점을 중심으

여자 모집에 협조해 줄 수 있는 4개 대학의 사서

로 그전 30분부터 그 시점까지 (1) 어디(Place)

들을 확보하였다. 둘째, 이들을 통하여 그 대학

에서, (2) 어떤 목적(Purpose)으로, (3) 어떤 도

의 도서관웹사이트, 학생정보시스템 등에 실험

구(Tool)를 이용하여, (4) 어떤 활동(Activity)

참여요청 포스터를 공지하고 선착순으로 20-30

을 하고 있었는지를 스마트폰 메시지 어플리케

명의 설문참여 희망자를 일차적으로 확보하였

이션을 통해 모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 셋째, 연구조교가 참여 희망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참가자격여부를 확인

1) 자료수집을 위한 실험전 사전 준비

한 후 연구취지와 자료수집과정 등 본 실험에

본 연구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상관찰기록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본 실험에 대하

법은 실험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포

여 제대로 이해하며 성실히 연구에 참여할 의지

함한 세밀한 준비가 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

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한편, 대학별로 학

해 본 연구진은 먼저 총 6인의 연구조교를 선발

부와 대학원생이 각각 10명 정도 참여할 수 있

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설명하였고, 총

도록 인원을 배정한 후, 최종적으로 83명의 연

3차에 걸친 회의와 1일 24시간 동안의 모의실험

구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 수집절차와 자료수집전
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절차에 따른 자료 수집

3.2 자료수집방법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기간은 각 3인으로 구성된 2팀의 연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일상관찰기록

구조교에 의해 2011년 9월 21일(수요일)에서 9

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

월 24일(토요일)까지 총 4일 동안 매일 24시간

하였다.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은 총 4일의 실험기간 가

3.2.1 일상관찰기록법

운데 하루를 선택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

자들에게 자신의 참여일에 기상시점부터 취침

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자가 소지한 스마트

시점까지 발생한 자신의 모든 일상활동과 정보

폰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각 연

기기사용 내역을 매 30분 간격으로 보고하도록

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매 30분마다 스

교육하였다.

마트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문자를

실험기간으로 주중과 주말을 고루 포함하도

2) 조사대상자 자격을 스마트기기 사용자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학생들의 기상부터 취침시간까지 하루생활을
추적함으로써 깨어있는 전 일상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스마트기기와 같이 휴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자의 일상활동 내용을 보고 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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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교 사서들과의 논의를

2) 일상관찰기록 실험과정

거쳐 학사일정 중 중간고사 등 특별주간을 제외

앞의 실험 전 사전 준비작업을 마친 후, 본 실

한 보편적인 주간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메시지 교환 어플리케이션

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으로 네이트온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4

실험참여자로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실

일 동안 연구조교들이 매일 24시간 자료수집을

험 전에 구체적인 실험 참여자 행동지침을 발송

할 수 있도록 교대로 인력을 배치하였고, 매 30

한 후 참여자 개개인을 전화로 접촉하여 실험내

분 간격으로 지난 30분간의 활동을 물어보는

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실험일을 예약하였다.

“쪽지”를 보내고 참여자로부터 자신의 활동내

연구조교들이 참여자들에게 매 30분마다 자신

용을 쪽지로 보고받도록 설계하였다.

의 최근 30분간의 행동을 네이트온 문자로 보고

사전조사 결과, 연구과정 및 설계의 복잡성으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문자와 함께 그 활동 내

로 인해 1인의 조교가 효과적으로 동시에 처리

용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및 동영상도 자유롭

할 수 있는 참여자 수가 최대 10인 정도로 판단

게 전송할 수 있게 요청하였다(<그림 1> 참조).

되었다. 따라서 3인 2조의 연구조교진이 조별로

연구조교들은 매 30분 동안 해당 참여자의

매일 10인 안팎의 참여자에게 동시에 쪽지를 보

참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미참여

내어 그들의 일상을 추적하여, 매일 20인 내외

자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부실한 답변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총 4일간 진행함으

을 받은 경우, 더 상세한 응답을 요청하도록 하

로써 총 83인의 일상활동을 관찰하였다.

였다. 또한 참여자와의 실시간 “친구간의” 채팅

<그림 1> 네이트온 문자를 통해 수집한 일상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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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일방적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

로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최대

문지법을 통해 수집된 구체적 조사 내용은 참여

한 노력함으로써,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

자의 인구학적 특성, 정보기기별 활용정도, 정보

하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기기 사용시간, 정보기기의 학업이용도, 학업 및

참여자들에게 미리 배부한 “활동기록양식
(written activity log)”에 실험 진행 중에 미처

연구를 위한 정보원 사용행태, 정보이용 목적별
발생빈도 및 주요 기기 등을 포함하였다.

보고하지 못하고 누락했던 활동 또는 추가로 보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당일 연구종료

활용된 문항과 본 연구를 위해 자체 제작된 문항

시점 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전송토록 함으로써,

을 포함한다. 구글문서를 사용하여 제작된 온라

보고자료 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1차 실험참여자의 전자메

연구 종료 후, 실험에 성실히 참가한 학생들

일로 2011년 10월 7일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약

에게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3만원 상당의 도서

8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총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2차례의 참여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63명이었다. 설문을

3.2.2 설문지법

성실히 마친 학생들에 대한 보답으로 총 5인을

일상관찰기록법을 통해 실험에 참여한 학생

선정하여 선물권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본 연

들을 대상으로 후속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구의 일상관찰기록법과 설문조사법에 참여한 학

문조사는 관찰기록기법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생들의 인구학적 특성분포는 <표 1>과 같다.

<그림 2> 실험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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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과학기술대1
과학기술대2
일반대1
일반대2
남자
여자
평균
최연소
최고
19-20세
23-25세
26-32세

학교

성별

연령

관찰기록조사(N=83)
참여자수
43
40
21
19
24
19
66
17

3.3 자료분석방법

비율
51.8%
48.2%
25.3%
22.9%
28.9%
22.9%
79.5%
20.5%

설문조사(N=63)
응답자수
비율
31
49.2%
32
50.8%
14
22.2%
14
22.2%
19
30.2%
16
25.4%
51
81%
12
19%
만 24.2세(SD=3.36)
만19세
만32세
19
30.2%
26
41.2%
18
28.6%

로써 분석자간 합치도(intercoder reliability)
를 높이고자 하였다. 코딩된 내용은 빈도수로

먼저 일상관찰기록법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

수치화됨으로써 추후 기술 및 추론 통계분석에

해 수집한 채팅 기록은 내용분석을 위해 모두

사용되었다. 한편 설문지법을 통해 수집한 자

엑셀파일에 옮겨졌다(<그림 3> 참조). 다음 단

료도 SPSS1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론

계에서 내용 분석을 위한 코딩스킴이 개발되었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고, 연구자 2인이 수집한 자료를 각기 코딩함으

ID36
연구자

ID36
연구자

ID36
연구자
ID36
연구자
ID36
연구자
ID36

9/23,9:09

일어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커튼을 깜박하고 자다가 방에 햇빛이 엄청 들어와서 해뜨자마다 깬 거 있죠,ㅜ 오늘 하루종일
9/23,9:17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쪼끔만, 부탁드릴게요^^
9/23,9:18 네~ 알겠습니다 ㅋ
어쩌면 상쾌하고 어쩌면 감기는 눈을 깜박이게 되는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다거나, 관심 있게 알아본 일들이
9/23,9:30
있으세요? 만약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셨을 경우, 프로그램이나 어플도 함께 알려주셔요: ) _ 답변은
글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로도 같이 주시면 저희에게 더욱 반짝반짝 힘이 될 거예요*_*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운동화빨래 맡겨놨던거 찾아왔어요~ 지금은 오늘입을옷 다림질하고있고요ㅋ 스마트폰으
9/23,9:35
로 노래틀어놓고 하고있어요^^;
9/23,9:35 스마트폰으로 노래 들을 땐 주로 어떤 어플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mp3 파일을 넣어두시나요?^^
9/23,9:37 보통 mp3파일로 듣는데, 가끔은 프리리슨 어플이용해요~
9/23,9:38 프리리슨은 무료 곡 듣기가 가능한 어플인가요?^^
9/23,9:39 네~ 접속할때마다 포인트를줘서 무료나다름없어요 ㅋ
9/23,9:40 아, 답변 감사합니다. 10시에 다시 쪽지 드릴게요^^
9/23,10:01 학교가려고 씻고 준비해서 나왔어요~ 아까처럼 노래들으면서ㅋ 딱히 한게 이거밖에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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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단한 걸 해야한다고 압력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싶어요. 저도 아침먹고 학교 오고 수업듣고 조교하고 밥먹고
연구자 9/23,10:15 과제하고 그냥 이런 일상 대부분인데 간혹 그 사이사이 궁금한 게 생길 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편안하게
그 때 있었던 게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해요 ^ㅡ^
ID36 9/23,10:16 네~ 한결편해지네요 ㅋㅋ 알겠습니다~ㅋ
ID36 9/23,10:38 학교근처 친구네집에 과제하러왔어요~ 오면서 원기날씨 어플이용해서 날씨알아봤네요 ㅋ
ID36 9/23,11:17 친구네와서 EES라는 프로그램으로 과제하고있어요~ 그림판,한글,메모장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면서요 ㅋ
ID36 9/23,11:46 11시반까지도 계속 과제했네요^ㅋ
ID36 9/23,12:12 쪽지 보내드렸듯이 11시반까진 계속 과제했구요~ 12시까진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저런얘기만 했네요ㅋ
_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혹은 드시고 있는 중일까요. 행복한 오후 이전의 잠깐에 12시 부터 12시 30분까지
연구자 9/23,12:33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어떤방법으로
해결하셨다거나, 관심있게 알아본 일들이 있으세요?
ID36 9/23,12:43 점심먹었어요ㅋㅋ 친구랑 카톡으로 그냥 얘기도좀했네요 ㅋ
약간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만 저의 연구가 30분 단위의 자료를 모집하는 거라 드리는 점 양지해주세요. 12시
연구자 9/23,13:01
30분에서 1시까지 하셨던 일들을 한번 더 정리해주셔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12시40분정도까지 점심먹고, 양치하고 학교로왔습니다~ 오늘길에 야구연습장에서 공도 쳤구요ㅋ 학교 복사집에서
ID36 9/23,13:11
과제한거 프린트도 했습니다~
1시부터 1시30분까지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정보요구가
연구자 9/23,13:30
생기셨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나요?
ID36 9/23,13:41 친구랑 통화좀하다가 동아리방에와서 모형항공기만드는거 도와주고있어요~ 친구아이폰으로 노래들으면서요ㅋ
연구자 9/23,13:42 우와 +ㅁ+ 모형항공기 만들기.. 멋있네요ㅎㅎ 무슨 동아리인가요???
ID36 9/23,13:44 2011-09-23+13.41.16.jpg 9/23,13.41.16.jpg
연구자 9/23,13:46 오 이렇게 만드는군요 ㅋㅋ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
ID36 9/23,13:47 항공기연구회 라는 동아리입니다^^;
우와우와우와 저 지금 계속 감탄사 연발 !! 엄청 많네요 ㅋㅋ 멋있어요 ㅋㅋ 그럼 마저 잘 만드시고 조금 이따
연구자 9/23,13:49
또 쪽지 드릴게요: )
1시30분부터 2시까지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정보요구가 생기셨다면
연구자 9/23,14:00 어떤방법으로 어떤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나요? 만약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셨을 경우, 프로그램이나 어플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 +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
ID36 9/23,14:01 아직 같이 모형항공기 만들고있네요^^;
ID36 9/23,14:36 항공기만든거 시험비행하러 학교야구장 갔다왔어요~
ID36 9/23,14:36 잘 보이진않지만 동영상 첨부합니다 ㅋ
연구자 9/23,14:36 시험비행은 잘 성공하셨나요?: )
ID36 9/23,14:37 3개 날렸는데 2개성공했네요 하나는 박살나고..ㅋㅋ
연구자 9/23,14:38 그래도 3개중 2개 성공이니 선방하셨네요 히히 그런데 동영상 첨부해주셨나요? 제가 받은 쪽지에는 아무것도 안떠서요 ㅜㅜ
ID36 9/23,14:39 용량이 커서 아직 가고있네요.. 100메가가 넘어서ㅋㅋ
ID36 9/23,14:39 video-2011-09-23-14-16-24.3gp video-2011-09-23-14-16-24.3gp
받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ㅋㅋ 지금 보고 있어요 동영상 우와 ~~~ 진짜 잘날아요 너무 멋있어요 엉엉
연구자 9/23,14:42
ㅠ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
2시30분부터 3시까지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정보요구가
연구자 9/23,15:00
생기셨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나요?
동아리 후배한테 연구실에남는 의자 주기로해서 카톡으로연락해서 의자주고왔어요~ 그리고 음료수 한잔마시면서
ID36 9/23,15:02
좀 쉬었구요
ID36 9/23,15:03 아 그리고 이제 수업시작인데 그 형식맞춰서 따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6시에수업끝나는데..ㅋ
연구자 9/23,15:03 네 그러시면 돼요 !! 그럼 6시30분부터 다시 쪽지 드릴게요: )
ID36 9/23,17:27 수업이조금 일찍끝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해도될까요? 아 그리고 끝나는시간은 언제인가요?ㅋ
연구자 9/23,17:29 네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시기 전까지 실험은 계속 진행돼요ㅎㅎ
5시부터 5시30분까지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세요 ~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정보요구가
연구자 9/23,17:30
생기셨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나요?
학교 컴퓨터실인데 주말에 대학로로 뮤지컬 '오리지널 드로잉쇼' 를 보기위해 네이버지식쇼핑에서 검색해봤어요~
ID36 9/23,17:34
근데 현장에서 사나 인터넷예매하나 가격이 같아서 그냥 현장에서 사려구요 ㅋ
ID36 9/23,17:34 그리고 고향친구들이 카톡으로 안부묻길래 대화도 좀 했어요 ㅋ

<그림 3> 엑셀파일에 정리된 한 학부 3학년생(일반대학 기계공학전공, ID36)의 일상기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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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데스크탑을 포함하는 컴퓨터기기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도록 하였다.

4.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보기기
유형과 이용도

4.1.2 정보기기 유형에 따른 사용시간
정보기기 사용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4.1.1 정보기기 유형

들에게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정보기기를 사

총 83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일상을 스

용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을 통하

마트폰을 통하여 주중과 주말이 포함된 4일간

여 물어보았다. <그림 4>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

관찰한 기록(<그림 3> 참조)을 분석한 결과, 학

과를 보면, 스마트기기의 경우에는 54%의 학생

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기

이 하루 평균 1-3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

는 총 10개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 내용을 보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컴퓨터기기의 경

면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

우에는 43%의 학생이 하루 7시간 이상 사용한

테블릿PC/아이패드, 아이팟, 텔레비전, 어학기

다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짧

/동시통역기,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그 외에 단

게 수시로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에

1회만 언급된 소수의 기타 기기들이 조사되었

는 그 하루 총 사용 시간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다. 총 10유형의 정보기기 가운데, 학생들이 사

반면, 주로 앉아서 작업할 때 사용하게 되는 컴

용하고 있는 정보기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

퓨터기기는 일과 중 상대적으로 긴 시간 사용하

리고 데스크탑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의 정보기기는 사용이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

정보기기 유형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과 관련하

되었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도 그

여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

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스마트기기와 컴퓨터

스마트패드를 포함하는 스마트기기와 노트북과

기기의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표 2>에 제시

<그림 4> 정보기기 유형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281

<표 2> 정보기기 유형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교
구분

평균a

표준편차

구분

응답자

평균a

학부
31
2.90
대학원
31
2.13
학부
31
2.55
컴퓨터기기
2.52
1.04
대학원
32
4.69
a
( 1=1시간 미만, 2=1-3시간, 3=3-5시간, 4=5-7시간, 5=7시간 이상)
**p < 0.01, ***p < 0.001
스마트기기

3.63

1.35

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정보기기 사용시간에

표준편차
1.01
.92
.96
.64

t

유의도

3.15

.003**

-10.41

.000***

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간의 일상적 삶의 영역을 조사하고 분류한

(α<0.05). 스마트기기의 경우 학부생의 이용시

여러 연구를 보면 각 연구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

간이 더 많았던 반면, 컴퓨터기기의 경우에는

지만, 대체로 일상을 교육, 일, 일상활동, 가족/

대학원생의 이용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

사회관계, 레저 등 5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Chulef,

되었다.

2001; Vakkari & Serola, 2012). 대학생과 대

정보기기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

학원생의 일상적 삶을 관찰한 내용을 분석한 본

하면, 모바일 스마트기기는 자리에 앉아 작업할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 학생들이 정보기기를 사

때 사용하는 컴퓨터기기와 비교하여 그 하루 평

용하게 되는 상황을 총 8개 상황으로 분류하였

균 총 사용시간이 적다. 그러나 학부생과 대학

다. 그 내용을 보면, 일(학업 및 연구), 사회/가

원생 집단을 각기 따로 분석했을 때, 집단별로

족관계, 쇼핑/경제, 생활정보, 문화/레저, 뉴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

미디어 소비, 건강, 사실정보 확인 등이 포함된

는 컴퓨터기기의 사용시간이 여전히 많게 나타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3>은 학부생과 대학

난 반면, 학부생의 경우에는 스마트기기의 일평

원생 각 집단이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기기를

균 사용시간이 컴퓨터기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각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조사되었다.

인 활용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

4.2 이용 목적별 정보기기 이용도와
선호 기기
4.2.1 정보기기 유형별 일상에서의 구체적
이용 내용

음과 같다. 첫째, 학업과 연구를 포함하는 “학업/
일”에서 정보기기 사용 내용은 주로 학업과 연구
에 관련된 정보 검색과 문서작성을 포함한다. 학
부생은 주로 과제나 수업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취업준비를 포함한 각종 문서작성 작업을 하는

본 논문의 첫째 연구문제는 과학기술전공 대

반면, 대학원생들은 논문작성, 실험에 필요한 시

학(원)생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정보기

약구매 검색, 실험 결과분석 등 실험이나 연구와

기를 사용하며 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보기기별로 비교

아보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일상관찰기록을 통

해 보면 학부생들은 세 기기를 비슷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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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상 중 정보기기 유형별 구체적 사용내용
정보기기
활용범주

구분

기기유형

노트북

학부

데스크탑

스마트기기

일
(학업 및 연구)

노트북

대학원

데스크탑

스마트기기

노트북
데스크탑
학부
스마트기기

사회/가족
관계

노트북
대학원

데스크탑
스마트기기

쇼핑/경제

학부

노트북

구체적 사용내용
창작(작성, 편집, 제작 등) PPT작성, 자기소개서작성, 졸업논문작성
과제관련정보검색, 학업관련정보검색, 수업자료검색, 시험자료확득, 구글검색(학업),
검색
강의자료확인, 논문검색
학습 및 연구
페이스북(조별토의), 영어공부, 인터넷강의, 논문읽기
기타
한글2007설치, 싸이클럽자료다운
창작(작성, 편집, 제작 등) 과제작성, 이력서작성, 과제작성, 과제정리
학업관련정보검색, 연구관련자료검색(구글 등), 도서검색(학업관련 등), 강의자료검
검색
색, 연구관련 “공식” 조사, 블로그검색(자기소개서), 과제자료구글검색, 학사정보검색
학습 및 연구
실험자료검토, 문제풀이, 논문읽기, 동영상강의, 인터넷강의, 전공연구(수업)
기타
설문응답, 도서예약, 구글공학용계산기사용, 도서확인, 적성검사, 문서다운로드
창작(작성, 편집, 제작 등) 한글문서작성, PPT작성
수업관련정보검색, 학업관련검색, 과학퀴즈정답검색, 세미나관련검색, 영어구절검색,
검색
과제관련정보검색, 강의정보검색, 실험정보검색, 도서관책검색
영어단어공부, 토익공부, 영어듣기, 해설파일읽기, 단어정리, 토익단어공부, 프로젝트
학습 및 연구
관련대화(네이트온, 카톡), 학업관련그룹채팅
기타
문제해설파일다운, 듣기파일다운, 도서관시설예약, 도서관좌석확인, 숙제찍어전송
창작(작성, 편집, 제작 등) 학습자료만들기, PPT작성, 자기소개서작성, 이력서작성
검색
수업자료검색, 취업관련정보검색
학습 및 연구
연구활동, 실험, 토익MP3, 어학기
기타
수업관련정보확인, 적성검사준비
실험데이터작성, 실험자료편집, 연구(Matlab)코딩, 논문작성, 실험보고서작성, 문서작성,
실험코딩작성, 특허자료작성, 이미지제작, 이미지편집, PPT작성, 보고서번역, 리포트작성,
창작(작성, 편집, 제작 등)
자기소개서작성, 비주얼베이직계산프로그램작성, 영어번역(네이버사전․구글번역), 학
습자료만들기, 발표자료수정, 문서 및 자료정리
연구정보검색, 영어논문작성법검색, 과제관련자료검색, 시약구매관련검색, 논문작성
법검색(사사표기), 연구과제관리번호검색, 논문검색, 시험자격정보검색, 수업관련정
검색
보검색, 연구관련가격정보검색, 미국학회일정검색, 기업자료검색, 구글논문검색, 이미
지검색, 세미나 도중 논문검색
실험데이터분석, 실험분석, 실험결과분석(이미지뷰어), 연구정보습득(무기결정구조
데이터), 실험시약관련조사, 인터넷강의수강, 학업정보검색, 교육신청(연구노트교
학습 및 연구
육), 친구에게레포트정보검색, 수업(강의)준비, 회의내용정리, 전공공부, 학업관련답
체크, 프로그래밍, 아웃록-파일전송, 모델링, 연사정보, SAS통계, 논문읽기
기타
논문프린트, 학사내용정리, 엑셀(성적처리), 학사정보확인, 논문다운
세미나중관련논문검색, 연구관련정보검색(구글), 시약정보검색, 도서관위치검색, 학
검색
업관련검색
학습 및 연구
영어공부, 영어회화
기타
학위논문관련서류제출, 논문확인, 공사내역(실험실)확인
게시글작성, 학교정보, 질의응답검색(친구), 수업공지사항확인, 동아리카페, 메일발송,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이메일확인, 네이토온사용법확인, 구글플러스가입
메신저 및 SNS
네이트온,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게시판글쓰기, 게시판읽기, 메일확인, 메일발송, 블로그정보확인, 친척대화
메신저 및 SNS
트위터, 싸이월드
메일확인, 네이버카페, 동아리대진정보검색, 팀원들과회의, 학내게시판검색, 학교관련
뉴스확인, 그룹채팅(카톡), 커뮤니티글확인, 학교포털접속, 동아리회의(카톡), 지인동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향확인, 음악카페, 클럽정보검색, 통화, 그룹채팅, 카톡, 문자, 친구대화, 네이트판,
블로그관리
메신저 및 SNS
네이트온, 틱톡, 마이피플,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메신저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카페(스마트폰관련)확인
메일확인, 메일발송, 아웃룩메일체크, 카페글확인, 다음카페확인, 교내정보확인, 학교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서심포지움정보검색, 커뮤니티카페(토프세), 친구와대화
메신저 및 SNS
페이스북, 네이트온,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피플, 메신저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메일확인, 메일발송, 친구와대화, 학사정보검색, 카톡, 문자, 통화
메신저 및 SNS
트위터, 메신저,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상품구매, 게임머니구매, 쇼핑정보검색, 가을옷검색, 쇼핑(자동차부품, 옷, G마켓),
쇼핑
쇼핑(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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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
활용범주

구분

기기유형
노트북
데스크탑

학부

노트북

대학원

금융 및 경제
쇼핑
금융 및 경제
쇼핑

스마트기기

쇼핑/경제

구체적 사용내용

금융 및 경제

데스크탑

쇼핑정보확인
인터넷뱅킹, 가계부작성, 은행업무, 모바일카드발급, 편한가계부, 마일리지카드적립,
영화예매
신용카드명세서확인, 등록금납부확인, 인터넷뱅킹

쇼핑

현대인터넷쇼핑몰, 11번가쇼핑물, 바지구매, G마켓옷구경, 쇼핑가격비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그루폰), 인터넷쇼핑, PC스피커가격확인

금융 및 경제

인터넷뱅킹, 은행신용카드정보확인, 이벤트쿠폰사용, 등록금납입, 기타결재, 신용카드
관리업무, 공연정보검색&예매, 버스표예매

쇼핑

노트북

쇼핑, 쇼핑정보검색(케이러)
난방비확인, 뮤지컬예매, 버스예약

쇼핑
금융 및 경제

데스크탑

스마트기기

은행잔고확인, 공연예약

금융 및 경제

쇼핑정검색
주식정보확인, 카드사용내역정리, 은행계좌확인, 은행어플설치, 인터넷뱅킹, 멤버쉽카
드사용, 맴버쉽카드사용, 영화예매

날씨정보

날씨검색

기타 생활정보

일기쓰기

날씨정보

날씨검색

음식정보
기타 생활정보

식당정보검색(블로그후기), 음식정보검색
컴퓨터체크, 공유기수리정보검색

지도(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지도확인 및 길 찾기 위치정보, 주점찾기

학부

스마트기기

날씨정보

날씨확인,

교통정보

버스시간확인, 택시검색, 교통정보(노선검색), 티맵, 지하철확인

음식정보

식당관련검색, 맛집정보검색,

기타 생활정보
생활정보
노트북

약속잡기, 음악가사검색, 알람, 시간확인, 스케줄작성, 배송추적, 전화번호검색, 일기작
성, 네이버시간표, 여행정보검색, 일정확인, 기프티콘이벤트참여, 스톱워치, 시간표확
인, 계산기, 메모장, 지역전화번호검색(스타벅스), 어플생일저장, 어플검색

지도(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장소확인
기타 생활정보

일정확인

지도(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네이버지도검색
교통정보
데스크탑

음식정보
기타 생활정보

대학원

교통정보확인
식당메뉴검색, 맛집검색
장비수리정보검색, PC점검, 택배조회, 컴퓨터문제검색(스크립트), 미국학회행비행기
여행정보, 바이러스검사, 컴퓨터수리관련검색, 일정관리, 출장지확인, 출장지위치검색

지도(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길찾기, 위치정보확인, 지역정보어플
스마트기기

날씨정보

날씨확인,

교통정보

버스확인, 노선도검색, 교통정보검색, 전국버스어플

음식정보
기타 생활정보
음악
만화(웹툰 등)
스포츠
노트북

문화/레저

학부

게임OST검색, 음악감상, 라디오듣기, 아이튠즈음악전송, 음악다운
웹툰
스포츠경기시청, 축구시청

영상

Youtube, 안무검색(걸그룹), 영화관련정보검색, 동영상감상, 드라마감상, 영화감상,
영화후기확인, 미국드라마시청, 예능프로그램시청, 드라마다운로드, 영화전송

게임

게임포탈정보검색, 게임(스타2), 베틀필드게임, 게임(앱스토어)

기타

유머자료검색, 인터넷서핑

음악
만화(웹툰 등)
스포츠
데스크탑

식당메뉴검색, 맛집검색
전화번호검색, 알람, 일정관리, 택배확인, 이벤트응모

문화(공연, 전시, 독서)

음악감상, 멜론뮤직
웹툰보기
축구중계시청, 스포츠시청, 야구시청, 스포츠정보검색
독서, 공연정보검색

영상

동영상감상, 영화시청, 예능프로그램시청, 텍켄크레쉬

게임

페북게임, 게임

기타

연예정보검색, 웹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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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
활용범주

구분

기기유형

구체적 사용내용
음악
만화(웹툰 등)

학부

스마트기기

스포츠

스포츠용어검색, 스포츠정보검색, 야구스코어확인, 야구시청, 스포츠시청, 스포츠정보
확인, 스포츠문자중계

문화(공연, 전시, 독서)

티켓정보(카톡-친구에게), 공연평가정보검색, 공연스케줄확인(카이스트앱), eBook
읽기, 공연업체검색, 동화책어플검색및다운

패션

헤어스타일검색, 결혼식입고갈옷이미지검색

영상

영화정보검색, 동영상시청, 드라마시청, tv시청(DMB)

게임

게임

기타

사진촬영, 녹음, 녹음내용확인, 연예정보검색, 웹서핑, 우크렐레튜너어플검색

음악
만화(웹툰 등)
노트북
문화/레저

스포츠

영화감상, TV시청, 영상감상(하이킥3)
게임, 게임팩웹서핑

기타

화장품정보검색, 네이버오픈캐스트, 웹서핑

스포츠

게임

페이스북게임, 게임, 게임팩웹서핑

기타

인터넷유머사이트(오유디씨알리롱), 블로그활동, 메일확인

스포츠

뉴스/
미디어소비

학부
사실확인

대학원

영상

영화정보확인, 뮤직비디오시청, 동영상감상

게임

게임
메일확인, 사진촬영, 개그분야게시물확인, 메일발송, 여가정보검색, 웹검색

뉴스

뉴스정보검색, 네이트뉴스, 네이버뉴스

데스크탑

뉴스

뉴스검색, 뉴스보기(네이트), 신문기사읽기

스마트기기

뉴스

뉴스보기

노트북

뉴스

네이버뉴스, 야후인터넷뉴스, 뉴스확인, 인터넷신문

스마트기기

대학원

스포츠관련정보검색
독서, 네이버북스

노트북

데스크탑

건강

문화(공연, 전시, 독서)

음악감상, 라디오청취, 음악다운
웹툰

기타

대학원

학부

선수정보확인
미드시청, 뮤직비디오감상, TV시청, 동영상시청(강심장), 슈퍼스타K(슈스케)동영
상검색, 비디오시청, 미드다운

만화(웹툰 등)

학부

음악감상, 음악알송
웹툰

영상

음악

스마트기기

야구중계

게임

만화(웹툰 등)

대학원

라디오청취
웹툰

영상

음악

데스크탑

음악감상, 음악정보검색, 라디오청취, 기타튜닝, 음악다운로드
웹툰

뉴스

인터넷뉴스

기타

아이패드파일전송, 스마트폰파일전송

뉴스

뉴스확인

기타

어플업데이트, 스마트폰사용정보확인, PC에원격접속, 아이패드동기화, 새어플검색,
휴대폰업글, 앱스토어검색, 무선공유기

노트북

건강정보

요가비디오시청(요가)

스마트기기

건강정보

의료정보검색

데스크탑

건강정보

건강정보검색

스마트기기

건강정보

걸음측정(카디오), 운동정보기록, 칼로리기록, 치아관련정보검색

노트북

사실확인

우주산업관련정보검색, 위키피디아, 특정웹사이트정보검색, 스마트폰수리정보검색,
네이트온검색법확인

데스크탑

사실확인

해킹대회정보, 도서정보검색, 정보검색, 포토샵관련정보검색, 사전검색, 지식검색, 회사정보
검색, 취업정보학인, 기업정보찾기, 기업홈피보기, 취업카페정보습득

스마트기기

사실확인

단어검색, 농구규칙검색, 스마트폰관련정보검색, 이미지검색, 경기일정검색, 사전검색,
사실정보검색, 인물정보검색, 정보검색, 기업정보확인, 취업정보확인

노트북

사실확인

사실정보확인, 취업관련정보검색

데스크탑

사실확인

정보기기정보수집, 단어검색, 기관주소검색, 다운정보검색(아이패드), 연사정보, 인물
정보검색, 새SNS검색, 서비스가입

스마트기기

사실확인

사전&용어검색, 구글검색, 도서검색, 인물정보, 한자읽기찾기, 족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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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는

다섯째, “문화/레저”에는 게임, 영화, 메일확

노트북이나 스마트기기보다 데스크탑을 사용한

인, 음악감상, 웹툰, 스포츠 시청 등의 활동을 포

활동이 훨씬 많고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하고 있다. 관찰된 활동내용을 통해 과학기술

둘째, “사회/가족관계”는 메일확인 및 전송,

전공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일면을 엿볼 수 있

게시판, 카페, 채팅, 카카오톡 등 다양한 응용프

었다. 앞서 언급한 문화/레저 활동 이외에도 학생

로그램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활

들은 자신들의 시간보내기 목적으로 식후 또는

동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와 대학원

강의와 강의 사이의 막간에 웹서핑 등을 매우 수

생 모두 단순 대화나 학업관련 정보를 교환을

시로 또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적으로 컴퓨터기기 및 스마트기기를 모두 사

문화/레저 범주에서 특기할 현상으로 발견된 것

용하고 있었다. 학부생은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은, 학생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시청과 같은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대학원생은 데스크

미디어 소비를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전용기기가

탑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메신저는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피플, 싸이월드 등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부생과

의 소셜미디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모두 빈

대학원생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셜

여섯째, “뉴스/미디어 소비” 범주에서는 인터

미디어 활동은 두 활동사이의 빈 시간이나 대학

넷뉴스 보기가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조사되었

원생들이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일을 바로 재개

다. 특징적인 것으로, 학생들에게 뉴스소비는

하기에 앞서 잠시 동안 하는 오락 기능도 겸하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인쇄매체 신문이나 정규

고 있었다.

텔레비전 방송의 뉴스청취가 아닌 네이버 등의

셋째, “쇼핑/경제”는 주로 상품구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를 의미한다는 것

뱅킹,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예매 및 기타 소비

이 밝혀지면서 미디어 소비행태의 큰 변화가 확

활동을 포함한다. 이 활동 역시 스마트기기와 컴

인되었다.

퓨터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

일곱째, “건강” 범주에서는 의료 및 건강정보

는데, 학부와 대학원생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

검색 및 운동정보와 칼로리 기록 등이 관찰되었

로 컴퓨터기기를 주로 사용하여 쇼핑을 하는 반

다. 학생들의 연령이 생애주기 단계상 아직 의

면, 간단한 인터넷뱅킹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

료나 질병과 관련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질 단계가 아니므로 의료정보탐색은 거의 없었

넷째, “생활정보”는 날씨, 음식, 식당, 교통,
지도, 여행 등과 같이 생활관련 정보검색을 포

고, 대신 운동관련 정보검색이 간헐적으로 발생
하고 있었다.

함한다. 이 범주에서 학부생은 스마트기기를 매

여덟째, “사실확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우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하는 실시간 정보요구 등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반면에 대학원생은 컴퓨터기기를 여전히 더 많

일이나 학업, 또는 대화 도중에 등장한 단어의

이 활용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의미를 바로 확인하거나 특정 인물, 도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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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간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총 28개의 주제를 토대로 하고, 본 연구

정보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기 유형을 구

의 일상관찰 결과에서 분석된 정보이용목적을

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추가하고 조정하여 총 33개 항목의 정보기기 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으

용목적을 제시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친구

로 관찰되었다.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블로그관리, 연구관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일상생활의 관찰

련 정보검색, 패션 및 외모 관련정보 등이다.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각 목적별로 얼마나

생들이 정보기기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총 여

자주 이용하며 또 어떤 기기를 주로 이용하는지

덟 가지 상황으로 파악하였고, 그 상황에서 각기

질문하였다. 이때 이용빈도는 5점 리커트 타입

다른 유형의 정보기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때 1은 “이용

지 살펴보았다.

안함”이며 5는 “매우 자주이용”함을 의미했다.
조사결과를 총 8유형의 이용 상황으로 군집화하

4.2.2 이용 목적별 정보기기 이용빈도와 주로
사용하는 기기

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는 각 이용 목
적별로 정보기기 이용 발생빈도와 그 순위, 그리

앞서 실시한 관찰기록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고 그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 선택한 응답자의

그들의 일상 속 어떤 상황에서 정보기기를 사용

비율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학생들이 전혀 이

하며 기기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이용

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조사된 법률/민원, 부동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해

육아/교육 등은 <표 4>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었다. 그러나 관찰된 각 활동이 일상 속에서

<표 4>를 보면, 가장 빈번하게 학생들이 정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며 또 목적별로 더 자주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쪽지 및 화상채

사용하는 기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팅 등을 사용한 친구와의 대화”인 것으로 나타

데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대

났으며, 이어서 학업관련 정보검색, 뉴스검색,

학생들의 일상관찰이 24시간 밀착 관찰이 아닌

사전 및 전문용어, 연구관련 정보검색 순으로

매 30분마다 지난 행동을 보고 받는 형태였기

정보기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집한 관찰기록자료의 불

스마트기기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50% 이상

완전성을 보완하는 한편, 관찰기록의 조사 결과

이 스마트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 응답한

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속 설문조사를 실

내용을 보면, 총 29개 목적 가운데 6개로, 날씨정

시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본 연구의 두 번째

보(81%), 지도(79%), 가족과의 대화(72%), 친

연구문제, 즉 정보기기 사용 목적별로 정보기기

구와의 대화(68%), 음악(63%), 교통정보(56%)

가 얼마나 빈번히 이용되며, 또 각 목적별로 어

등이 여기에 속했다.

떤 기기가 더 선호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반면 컴퓨터기기는 스마트기기보다 훨씬 더

설문지 구성은 기본적으로 오세나와 이지연

다양한 목적에서 더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것으

(2011)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탐색주제로

로 나타났는데, 총 29개 가운데 23개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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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기기 이용 목적별 이용 빈도와 주로 사용하는 기기(N=63)
정보기기
이용 범주

구체적 이용 목적

발생빈도순위 평균이용빈도¹

표준편차

주로 사용하는 기기²

스마트기기 컴퓨터기기
88%
학업관련 정보검색
2
4.14
0.97
10%
연구관련 정보검색
5
4.00
1.06
10%
88%
일(학업/연구)
진로탐색
21
2.79
1.14
10%
78%
시험 및 자격증정보
22
2.70
1.19
8%
76%
친구와의대화
1
4.40
0.76
68%
28%
(쪽지, 화상채팅 등)
사회/가족관계
가족과의대화
13
3.08
1.15
72%
20%
(쪽지, 화상채팅 등)
68%
블로그/홈피관리
23
2.70
1.23
21%
86%
쇼핑
10
3.44
1.13
10%
쇼핑/경제
재테크 관련정보
29
1.98
0.95
10%
74%
지도
79%
19%
8
3.59
1.04
(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날씨정보
9
3.54
1.28
81%
14%
일상생활
교통정보
24
2.68
1.33
56%
34%
음식정보(레시피 등)
26
2.41
1.07
27%
57%
63%
32%
음악
7
3.59
1.23
만화(웹툰)
14
3.02
1.67
21%
61%
스포츠정보
16
2.90
1.32
30%
57%
문화(공연, 전시회정보)
17
2.86
1.16
24%
65%
문화/레저
패션 및 외모 관련정보
19
2.83
1.26
11%
70%
영화
20
2.81
1.22
19%
78%
여행정보
25
2.60
1.06
23%
67%
동영상(DMB,
18
2.83
1.16
23%
76%
저장된 동영상 제외)
70%
뉴스검색
3
4.13
0.98
29%
뉴스/미디어
TV, 라디오정보
15
2.94
1.32
21%
67%
59%
다이어트 및 운동정보
27
2.35
1.09
21%
건강
질병, 의료, 보건정보
28
2.19
0.90
21%
61%
63%
사전 및 전문용어
4
4.05
0.87
35%
사진 및 이미지탐색
6
3.67
1.00
30%
66%
사실확인
도서정보
11
3.27
0.99
13%
81%
인물정보
12
3.10
1.01
23%
63%
¹ 이용빈도: 1=이용안함, 2=가끔 이용, 3=보통, 4=자주 이용, 5=매우 자주이용.
² 각 목적별 주로 사용하는 기기의 합이 100%가 아닌 이유는 응답자 중 기타 기기에 표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임.

서 컴퓨터기기가 더 선호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78%), 시험 및 자격증정보(76%), 동영상시청

70% 이상이 컴퓨터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기

(76%), 재테크 관련정보(74%), 뉴스검색(70%),

로 응답한 이용목적들을 살펴보면, 학업관련 정

패션 및 외모 관련정보(70%) 등이었고, 이 외

보검색(88%), 연구관련 정보검색(88%), 쇼핑

에도 본인 블로그 관리 등 11개 목적에서 50%

(86%), 도서정보(81%), 영화(78%), 진로탐색

이상의 응답자가 컴퓨터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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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응답했다.

선택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에 과연 차이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공계 학생들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

학업관련 활동은 물론 쇼핑, 문화/레저 등의 다

다. 실험실을 중심으로 학업과 연구가 이루어지

양한 목적을 위한 정보요구 충족에 컴퓨터기기

는 이공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내용

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마

에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때, 정보기기의 선택에

트기기의 주요 용도는 전화 통화나 문자기능을

있어서도 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MP3 기능을 활용한 음

때문이다. 이에 총 29개의 정보기기 이용목적에

악청취, 그리고 날씨, 지도, 교통안내 등의 어플

서 두 집단 간에 정보기기 선택에서 차이가 있는

리케이션을 통해 일상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생

지를 밝히고자 교차분석(χ²)을 실시하였다. 분

활정보검색 등으로 파악되었다.

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총 10개 목적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α < 0.05), 그

4.3 이용 목적별 정보기기 선택: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교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0개의 정보기기 이용목적을 살펴보면,

연구문제 3에서는 이용목적에 따른 정보기기

어떤 패턴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첫째

<표 5> 목적별 주로 사용하는 정보기기: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교

사회/가족관계

정보기기 이용목적
친구와의 대화
(쪽지, 화상채팅 등)
가족과의 대화
(쪽지, 화상채팅 등)
스포츠정보

문화/레져
문화(공연, 전시회정보)
뉴스

뉴스검색

건강

다이어트 및 운동정보
사진 및 이미지탐색
사전 및 전문용어

사실정보확인
도서정보
인물정보
*p < 0.1 **p < 0.01 ***p < 0.001

선택기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학부
90%
10%
93%
7%
50%
50%
41%
59%
43%
57%
48%
52%
48%
52%
57%
43%
25%
75%
41%
59%

대학원
50%
50%
63%
37%
21%
79%
14%
86%
16%
84%
4%
96%
16%
84%
16%
84%
3%
97%
11%
89%

χ²

유의도(양측검증)

11.92

0.001***

7.26

.011*

5.21

.027*

5.18

.034*

5.77

.025*

12.68

0.001***

7.56

.012*

11.39

.001***

5.95

.022*

6.1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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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10개 목적 전체에 걸쳐 스마트기기를 주

<그림 5>에 제시된 조사결과를 보면, 학부생

활용 정보기기로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

과 대학원생간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부생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고, 반면 대학원생에

두 집단이 모두 공통적으로 학업/연구활동에서

게서는 컴퓨터기기를 주 활용 정보기기로 선택

는 컴퓨터기기(87.7%)를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부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여가활동에서는 스마

생의 경우, 친구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트기기(77.8%)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고

90%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그 기기의존이

있었다. 이어진 설문에서는 스마트기기와 컴퓨

절대적인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가족과의 커뮤

터기기가 각기 어느 정도로 학업 및 연구활동을

니케이션에서는 63%,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에서는 두 기기사용이 비슷하게 나뉘고 있었다.

각 기기별로 학업활동을 위한 이용도를 조사하

두 번째 패턴은,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다른 범주

였다. 조사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에서는 학부생은 두 기기를 별다른 선호없이 고

<그림 6>을 보면, 스마트기기의 전체 사용 가

루 사용하는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운데 학업활동을 위한 사용이 20% 이하라고 응

기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여 가
장 많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학생이

4.4 정보기기 활용도: 학업활동 대
비학업 일상 활동

25%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80%가 스마트
기기를 학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사용
의 20%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컴퓨터기기

연구문제 4에서는 과학기술 전공대학(원)생

의 경우에는, 그 기기의 전체 사용량 가운데 학

들의 학업활동과 비학업 여가활동 각각에서 주

업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

로 선택하는 정보기기 유형과 활용도에 차이가

고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67%로 조사되어 가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기기와 컴퓨터기기 사용목적 간에 뚜렷한 구분

<그림 5> 학업활동 대비 여가활동에서의 정보기기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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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업 및 연구활동에서의 정보기기별 활용 비율

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공계 학생들의 학업 및

용하는 컴퓨터기기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총 사

연구활동에서는 여전히 컴퓨터기기의 사용이 더

용시간이 적었다. 그러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로 각각 따로 분석했을 때, 집단별 차이
가 드러났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컴퓨터기기
의 사용시간이 여전히 많게 나타난 반면, 학부

5. 요약 및 결론

생의 경우에는 스마트기기의 일평균 사용시간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일상관

셋째, 일상적 삶을 관찰한 내용 분석 결과, 학

찰기록방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과학기술전

생들이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일(학업 및

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연구), 사회/가족관계, 쇼핑/경제, 생활정보, 문

정보기기를 이용하는 목적과, 정보이용목적별

화/레저, 뉴스/미디어 소비, 건강, 사실확인 등

정보기기 선택과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총 8개 범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 학업관련 활동은 물론 쇼핑, 문화/레저 등의

첫째, 넷세대 이공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활동을 위하여 컴퓨터기기를 스마트기기보다

사용하는 정보기기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

훨씬 더 다양한 목적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

터,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집중되어 있었

고 있었다. 한편,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두드러지

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간의 별다른 차이가 없

게 발생하는 상황과 용도를 보면, 무엇보다 스마

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상관찰기록을 통해

트기기를 전화 통화나 문자기능의 “커뮤니케이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

션”(communication)을 위해 가장 활발히 쓰고

오 청취도 그 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

있었다. 게임과 길찾기 등 비학업활동은 물론 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찾기 및 조별과제 활동진행을 돕는 “학업보조

둘째, 정보기기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구”(learning support)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

정리하면, 모바일 스마트기기는 자리에 앉아 사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 및 비학업 활동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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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언제든 사실을 즉시 확인하는 “사실확

의 정보기기 이용목적을 보면 스마트기기를 주

인”(fact-finding) 용도로 사전, 지도, 버스시간,

활용 정보기기로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

맛집 등 검색 등을 위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생에게서 더 높았고, 반면 컴퓨터기기를 주 활

사용하고 있었다. 활동과 활동사이의 막간을 채

용 정보기기로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우거나 문자전송 및 게임을 하는 등 “시간보내

원생에게서 더 높았다.

기”(killing-time) 용도, 과제나 장소이동과 같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대학원생에 비

은 지속적 활동을 할 때 그 활동과 함께 동시에

해 나이가 더 어린 학부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

멀티태스킹으로 할 수 있는 음악청취 및 게임 등

해 더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과 같은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용도 등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이동 중 활용(mobility)”

보기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핵심요소를 통

용도로 맛집, 버스시간 확인, 음악 청취 등을 목

해 추론해 본다면, (1) 정보기기 이용자인 학생

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

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주요 활동공간과

과는 모바일폰을 이용하는 성인 20명을 대상으

(2) 기기적 특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먼저,

로 일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의 내용을 분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우, 실험실 생활 중심으

석한 Sohn 등(2008)의 주장을 많은 부분 확증

로 그 장소에 “묶여 있는” 그들의 일상이 정보기

해 주고 있다. Sohn 등은 모바일상황에서 가장

기 사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

높은 정보요구는 일반상식과 방향정보이고, 정

악되었다. 즉, 이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실험

보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은 이동 중 상

때문에 실험장비가 연결된 컴퓨터기기를 지속적

황인 것으로, 정보, 지리적 정보, 개인정보관리

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등임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이공계 학생들

다. 앞서의 일상관찰기록을 통해 추론한다면, 하

의 학업 및 연구활동에서는 여전히 컴퓨터기기

루 종일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고 보다 다양한

의 사용이 더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면서, 동

캠퍼스 활동을 하는 학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에 스마트기기와 컴퓨터기기 사용목적 간에

실험을 위해 연구실에 출근하여 상주하며 연구

뚜렷한 구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스마

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트기기를 연구 및 학습을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고 있었으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유용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정보기기 이용을

성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통해 파악한 기기적 특성을 보면, 스마트기기는

넷째,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차이를 살펴보

언제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성이 뛰어난 기

면, 대학원생들의 경우, 노트북이나 스마트기기

기로서 그 최대의 이용가치와 용도를 지니고 있

보다 데스크탑을 사용한 활동이 훨씬 많고 다양

다. 반면, 데스크탑과 같은 컴퓨터 기기는 작업

했던 반면, 학부생들은 세 유형의 기기를 보다

면이 커서 본격적인 연구와 학습을 위한 기기로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0개

학생들은 기기의 고유한 기계적 특성에 맞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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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스마트기기는 여가활

을 것이다.

동, 컴퓨터기기는 학업 및 연구용으로 주로 활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

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생뿐만 아

고 있다. 과학기술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

니라 학부학생들 역시 자신의 학업활동에서는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밝혀

주로 컴퓨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진 이들의 정보기기 및 응용프로그램 이용행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스마트기

가 이공계 전공 이외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느

기를 활발히 이용은 하지만, 학업 및 비학업 일

정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는 비교하기 어

상활동을 막론하고 사용이 보다 쉽고 멀티태스

렵다.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에 국한된 디지털

킹이 용이한 연구실의 데스크탑의 활용이 높은

시대의 정보이용행동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

것을 볼 수 있었다.

수행된 바 없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추후에 그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넷세대 과학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술전공 대학(원)생들 총체적 정보기기 사용 및

다른 후속연구에서는 본 일상기록관찰법의 방

사용목적을 학업과 비학업 활동이 복합된 그들

법론적 제약 즉, 심층적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

의 일상활동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차세대 정보

파악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심층적

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에 토대가 될 기초자료를

정보행동분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학원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으로는 일상기록관찰실험에 참여한 대학원생

정보기기 이용의 특징은 특히 유용한 정보로,

중에서 활발히 정보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

그들은 학부생들과 달리 이미 과학기술연구 프

로 조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과 연

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스마트기기 및 소셜미디어의 연구활용에 대

복합기기환경에서 살고 있는 과학기술전공 대

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학원생들에게 실험실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들

eResearch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어떤 정보콘텐츠를

나아가 이와 같은 연구를 시차를 두고 반복 수

어떤 기기를 통해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

행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

인지 알려 줌으로써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위

원생, 또 연구자가 되었을 때의 행동 및 태도 변

한 정보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

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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