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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콘텐츠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분석

노영희
건국대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논의
5. 결론 및 제언

 국제연구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범지구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정책적 측면: 국제화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미국과 EU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국가가 추진

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고 있음(최효진 2008)
 연구개발 측면: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의 생명 주기도 단축됨에 따라 국제연구협력의

필요성 점차 증가하고 있음(김강회 2012)
 학문적 측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업을 통한 연구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

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연구협력 관련 연구자들의 정보공유 및 확산의 장으로서 국제

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은 매우 중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구조(IA, Information Architecture)로서 콘텐츠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분석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안

 분석대상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대상 총2곳 선정
 국내사례: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IRCIC,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nformation

Center)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국외사례: 일본학 국제연구센터(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Nichibunken)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분석방법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정보구조를 콘텐츠 구성과 내비게이션 시스템(Navigation System)으

로 구분하여 분석

3.1 콘텐츠 구성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메인

메뉴(주메뉴)와 서브메뉴(하부메뉴)의 내용 현황을 조사
 사이트 맵(Site Map)을 토대로 분석

1) 국내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5개의 메인메뉴와 18개의 서브메뉴로 구성

2) 국외 일본학국제연구센터: 9개의 메인메뉴와 31개의 서브메뉴로 구성

<표 1> 콘텐츠 구성현황
구분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콘텐츠 구성
•

국제연구협력 소개(소개, 조직도, 오시는 길)

•

국제연구협력 DB(정보원 DB, 사업 DB, 전문가 DB, 기관 DB, 기구 DB, 기타 DB)

•

발간자료(보고서, 논문, 사업성과물, 뉴스레터, 보도자료)

•

컨퍼런스 및 세미나(발간자료, 갤러리)

•

공지사항(공지사항, 질문과 답변)

•

General Information(Greetings from the Director, History, Activities, Facilities,
Organization, Prospectus/Brochure, Topics of Nichibunken, Video Introduction of
Nichibunken, Statistical Data, Links)

•

Faculty

•

Research Activities(Team Reseaerch Projects, Theory and Methodology Seminars,
Nichibunken Research Projects, Symposiums/Conferences, Research Cooperation)

•

Graduate Education(Education at the Graduate University of Japanese Studies, Education
at Nichibunken)

•

Publications(Nichibunken Publications, Faculty Publications)

•

Library(Search, Using the Library, About the Library, Help)

•

Databases

•

Events

•

Call for Applications(Researcher Openings, Staff Openings, Admission to the Doctoral
Program, Invitations for Special Inter-Institutional Research Fellows, Call for Papers)

일본학 국제연구센터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1)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Global Navigation System),
2) 로컬 내비게이션 시스템(Local Navigation System),

3) 국소적 내비게이션 시스템(Ad-hoc Navigation System),
4) 지원 내비게이션 시스템(Supplement Navigation System)으로 구분하여 분석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1) 국내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1)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1차 내비게이션과 접속 메뉴군 및 하단 메뉴군이 설치

① 1차 내비게이션
 위치(종)는 상단, 위치(횡)는 중앙에 위치
 방향은 수평, 유형은 풀다운 및 롤오버 형태, 메뉴는 5개를 사용
 국제연구협력 소개, 국제연구협력 DB, 발간자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공지사항 메뉴를 서비스

② 접속 메뉴군
 위치(종)는 최상단, 위치(횡)는 좌우측, 방향은 수평, 유형은 클릭 형태, 메뉴는 5개를 사용
 좌측에는 즐겨찾기와 시작페이지, 우측에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및 사이트맵 메뉴를 제공

③ 하단 메뉴군
 위치(종)는 최하단, 위치(횡)는 좌측, 방향은 수평, 유형은 텍스트 및 클릭의 형태
 주소, 연락처, 저작권,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메뉴를 서비스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2) 로컬 내비게이션 시스템
 2차 내비게이션 영역과 공통메뉴영역인 퀵링크가 설치

① 2차 내비게이션
 위치(종)는 상단, 위치(횡)는 중앙에 위치
 방향은 수평, 유형은 풀다운 및 롤오버 형태, 메뉴는 27개를 사용

② 퀵링크
 위치(종)는 위 아래로 이동하는 형태, 위치(횡)는 우측, 방향은 수직, 메뉴는 5개를 사용
 소개, 질문과 답변, 공지사항, 오시는 길, 조직도 메뉴를 서비스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3) 국소적 내비게이션 시스템
 문맥 내비게이션과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 및 관련 사이트 링크가 설치

① 문맥 내비게이션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시키는 방식인 문맥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예로서 Home-

공지사항-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의 제목 등을 들 수 있음
②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
 실례로서 발간보고서의 이전 글과 다음 글 등을 들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이트 링크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관련 사이트에 교육부, 한국연구

재단,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기초학문자료센터, 융합연구총괄센터를 연결하고 있음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4) 지원 내비게이션 시스템

① 검색 내비게이션
 사이트 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내비게이션과 국제연구협력 DB 검색 내비게이션이 모두 설치
 사이트 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내비게이션: 위치(종)는 상단, 위치(횡)는 우측에 위치
 국제연구협력 DB 검색 내비게이션: 위치(종)과 위치(횡) 모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형은 풀다운 메뉴

를 사용
 브라우징 검색(Browsing Search) 방식과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 방식 모두 사용 가능

② 사이트맵
 사이트맵은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메뉴로 이용 가능하도록 링크가 연결되어 있음
 사이트맵의 내용에 대한 충실도 측면에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들

을 모두 담고 있기에 우수한 것으로 밝혀짐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③ 안내 가이드(담당자 정보, 검색이용안내, FAQ, Q&A 등)
 조직도 메뉴를 통해 업무별 담당자에 대한 정보 제공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 메뉴를 통해 피

드백 기능을 하는 Q&A가 서비스되고 있음
 그러나 도움말 기능을 하는 국제연구협력 DB 검색에 대한 이용안내와 FAQ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2) 국외 일본학 국제연구센터

(1)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1차 내비게이션과 접속 메뉴군 및 하단 메뉴군이 존재

① 1차 내비게이션
 위치(종)는 상단, 위치(횡)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은 수평, 유형은 롤오버 형태, 메뉴는 9

개를 사용
 General Information, Faculty, Research Activities, Graduate Education, Publications,

Library, Databases, Events, Call for Applications 메뉴를 서비스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② 접속 메뉴군
 위치(종)는 최상단, 위치(횡)는 좌우측, 방향에 수평, 유형은 클릭 형태, 메뉴는 3개를 사용
 좌측에는 시작페이지, 우측에는 센터 오는 방법과 Nichibunken 도서관자료 이용신청서/연락처

메뉴를 제공

③ 하단 메뉴군
 위치(종)는 최하단, 위치(횡)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은 수평, 유형은 텍스트 및 클릭의 형

태
 주소, 연락처, 저작권, 사이트 맵, 사이트 정책 등의 메뉴를 서비스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2) 2차 내비게이션 시스템
 2차 내비게이션 영역은 설치되어 있으나 퀵링크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① 2차 내비게이션
 2개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음
 첫 번째 유형은 위치(종)는 중앙, 위치(횡)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은 수직, 유형은 풀다운 및 롤오버 형태, 메뉴

는 11개를 사용
 두 번째 유형은 위치(종)는 상단, 위치(횡)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방향은 수평, 유형은 풀다운 형태, 메뉴는 24개를

사용
② 퀵링크
 퀵링크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향후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주 서비스만을 퀵링크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됨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3) 국소적 내비게이션 시스템
 문맥 내비게이션과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 및 관련 사이트 링크가 설치

① 문맥 내비게이션
 최신 뉴스와 행사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시키는 방식인 문맥 내비게이션을 사용

②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내의 모든 위치에‘Page Top’이라는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상하 스크롤바 이외

에도‘Page Top’내비게이션을 통해 시스템 맨 위로 빠르게 이동 가능
 그러나 이전과 다음으로 이동 가능한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 예로서 보고서의 경우 59개나 되는 보고서를 상하 스크롤바나‘Page Top’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위아래로만 이동

가능하게 되어있어 지루함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③ 관련 사이트 링크
 국 립 인 문 학 연 구 소 (National Institutes for the Humanities), 소 켄 다 이 대 학 원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SOKENDAI), 국제일본학 컨소시엄(Consortium for Global

Japanese Studies) 등 7개의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음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4) 지원 내비게이션 시스템
① 검색 내비게이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내비게이션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센터에서 일본학 국제연구와 관련된 DB들을 모아 제공하고 있는 DB 메뉴는 있으나, 약100개 이상

의 DB들에 대한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알파벳순 ‧ 주제별 〮 유형별로만 정렬되어 있음
 이에 앞으로 DB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2 네비게이션 시스템
② 사이트맵
 사이트맵은 하단 메뉴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되어 있음
 하지만 사이트맵과 실제 메인메뉴 및 서브메뉴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향후 사이트맵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안내 가이드(담당자 정보, 검색이용안내, FAQ, Q&A 등)
 Contact Us를 통해 담당자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용자들 입장에서 본 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는 FAQ 및 Q&A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검색이용안내는 도서관 메뉴에서 도서관 자료검색시스템(OPAC)에 대한 Search Guide를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본어 버전으로만 서비스하고 있어 앞으로 영어 버전의 검색이용안내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내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발전방향

1) 한국어 이외에 영어 및 다양한 언어 버전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제공
 일본학 국제연구센터는 일본어와 영어 버전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는 한국어 버전만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앞으로 한국어 이외에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 정도는 반드시 구축하고, 나아가서 중국어나 일

본어 등 보다 다양한 언어 버전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국제연구협력 DB 검색시스템 안내자료 제공
 센터에서 구축한 DB 검색시스템과 관련된 안내 및 도움말을 제공함으로써 DB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발전방향

3) SNS 개설 및 운영
 일본학 국제연구센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센터 및 관련 소식을 보다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는 SNS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향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센터 및 관

련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국내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발전방향

4) 국제연구협력 전문도서관의 건립 및 자료검색시스템 서비스
 일본학 국제연구센터의 경우 센터 안에 일본학 국제연구자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일본학 연구에 필요한 전 세계에서 출판된 다양한 유형 및 언어로 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
하고 있음
 또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검색시스템(OPAC)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Search Guide 자료

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에서도 국제연구협력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건립 및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서 자료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검색가이드자료도 제공해야 할 것임
 이는 아직까지 국제연구협력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국제연구협력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의 장이 됨으로써

보다 국제연구협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산학연에서 국제연구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 및 연

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향후 국제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정보공유 및 확산의 장으

로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할 것임
 지금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국내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앞으로 특정 학문분야(예: 한국학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에 중점을 둔 국제연구협력정

보센터의 구축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김강회. 2012.『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성과품질의 평가에 관한 연구

– 미국 특허의 과학계량학적 접근 -』.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무
역학과.

 최효진. 2008.『해양과학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영향요인 실증분석 –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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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2009년에 OECD/DAC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
은 공여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원조 체계,
관련 법제, 조직, 예산 등에서 지속적 변화와 발
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까지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에 대해 유무상
원조 ODA 그리고 분야별(취약성 노출과 연관되
는 보건, 성평등, 재난안전 및 교통 등)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향후 효과성 제고에 대한 방향을 재
확인하고자 함

2. 유・무상 ODA의 연계
- 한국 ODA 유・무상 분담구조

출처: 국무조정실.

2. 유・무상 ODA의 연계
- 2017-2018 한국 ODA 현황

출처: 윤소담(2019: 13).

2. 유・무상 ODA의 연계
- 일본 ODA 유・무상 통합구조

출처: JICA.

2. 유・무상 ODA의 연계
- 일본 ODA 유・무상 통합 연계사례

출처: JICA.

2. 유・무상 ODA의 연계

설명: 유상 ODA의 경우 한국은 EDCF, 일본은 JICA가 담당하고 있음

설명: JICA 유상 ODA에 대해서는 구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사진과 같이 공사
참여 일본 기업명과 JICA 명칭이 나란히 제시되
어 있음은 홍보 효과가 기대되겠으나 국익 우선
이라는 측면도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KOICA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

2. 유・무상 ODA의 연계
- 한국 ODA 유・무상 분담 구조의 장단점
- 장점: 유상을 EDCF가 담당하는 한편 KOICA가 무상
을 담당하는 분담구조로 하여금 KOICA가 무상 ODA
순수성을 강조할 수 있음
- 단점: EDCF 사업과 KOICA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에
대해 신중함

- 일본 ODA 유・무상 통합 구조의 장단점
- 장점: 기술협력-무상-유상의 유기적, 가시적 연계
- 단점: 일본 유상 ODA의 구속성 비판이 있는 가운데
유・무상 통합 JICA의 국익 추구성이 강조될 수 있음

3. 분야별 접근: 보건
- KOICA 보건분야 예산 추이(1991-2015)

출처: KOICA(2017).

3. 분야별 접근: 보건
- 한국의 ODA 세부 보건분야별 지원(2010-2015)

출처: KOICA(2017).

3. 분야별 접근: 성평등
- OECD DAC 회원국의 젠더 ODA 비율(2017)

출처: 김학실 외(2020).

3. 분야별 접근: 성평등
- DAC 회원국 분야별 젠더 ODA 지원구성(좌측)
및 한국 현황(우측)(2016-2017)

출처: OECD DAC(2019).

3. 분야별 접근: 재난안전
- SFDDR-SDGs-Paris Agreement 의 관계

출처: UNISDR(2014); 오윤경(2018: 96).

3. 분야별 접근: 재난안전
- 재난안전 분야 전략적 국제협력 사업 발굴

출처: 오윤경(2017).

3. 분야별 접근: 교통
- 교통 인프라 구축의 영향 파급 개념도

출처: 이훈기(2015: 53) 재구성.

3. 분야별 접근: 교통
- 소득수준별 인프라 현황(좌측) 및 한국 EDCF
자금 누적 승인 비율(우측)

출처: Fay & Yeoes(2003); 이훈기(2015: 55); 황태인(2019).

4. 결 론
1. 보건 분야
- 한국 ODA 사업 내 보건의료 분야 비중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의료시설 건립 운영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지원
과 역량강화와 같은 기술 지원이 연계 추진되고 있음

2. 성평등 분야
- KOICA는 성평등한 경제적 역량강화, 성평등한 사회
적 지위향상, 성평등한 기본권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생산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이 큼

3. 재난안전 분야
- 프로젝트 사업이 다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경우 EDCF
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KOICA 무상 ODA, 기술지원과
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4. 결 론
4. 교통 분야
-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에 있어 중
요분야 중 하나인 교통분야를 우선 지원분야로 선정
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한국이 독립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ADB와 같은 다
자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 다자간 협력은 한국이 중규모 ODA 공여국으로
서 DAC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비구속화
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하면서 대규
모 공여국의 독자 개발과 다른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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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 19(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나무위키, 2020.04.07.)

 특히 한국정부는 실제적으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 19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구 자료를 요청받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 검사 · 약
제 사용 · 진료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공유함
(Yakup.com. 2020.03.27.)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국제연구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정보원들을 한 곳에 모아 DB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제연구협력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성화의 장으로서 국제연구
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국제연구협력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 국제연구협력이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스템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정보품질(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
용이성, 적시성), 서비스품질(대응성, 공감성, 전문성)로 나누어 검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는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연구협력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되게 함으로써 한국에서 국제연구협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연구모형
 DeLone & McLean(2003)이 개발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및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
였음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요인은 크게 3가지로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며,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시스템품질 요인으로는 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
성,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정보품질 요인으로는 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을 선정하였고, 셋째, 서비스품질 요인으로는 대응성, 공감성, 전문성을 선정하였음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및 각각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부적인 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음

 연구가설은 총16개(상위가설 3개, 하위가설 13개)로서, 하위가설은 구체적으로 시스템품질별

5개, 정보품질별 5개, 서비스품질별에 따른 3개의 가설을 포함하고 있음

4. 연구가설
<표 1> 가설항목 및 내용
가설항목
H.1

가설내용
시스템품질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시스템품질의 편리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시스템품질의 용이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시스템품질의 신뢰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시스템품질의 유연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시스템품질의 디자인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품질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보품질의 정확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정보품질의 다양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정보품질의 일관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정보품질의 이해용이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정보품질의 적시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서비스품질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서비스품질의 대응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서비스품질의 공감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서비스품질의 전문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변수는 총17개로서 16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즉, 16개의 독립변수는 시스템품질과 연관된 변수 6개와 정보품질 관련 변수 6개, 서비스품질

과 연관된 변수 4개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종속변수는 만족도 1개로 이루어져 있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편리성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자

시스템의 접속 및 이용과정에서 편리한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진봉(2017)

시스템을 이해하고 용이하는데 있어서 쉽고 용이한 정도

DeLone&McLean(2003); 김현희(2006); Bernroider(2008) 등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정도 및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

강문식, 정영정(2008)

환경변화에 따른 호환성 및 자료교환 가능 정도

DeLone&McLean(2003); Bernroider(2008); 진봉(2017) 등

디자인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심미성의 정도

진봉(2017)

정확성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김현희(2006); 강주현(2015) 등

정 다양성
보 일관성
품
질 이해용이성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다양성의 정도

Bernroider(2008); 강주현(2015); 정충원(2016)

제공하는 정보 및 용어사용에 대한 일관성의 정도

진봉(2017)

제공하는 정보 및 용어사용에 대한 이해용이성의 정도

강주현(2015)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정도 및 적절한 시간에 제공되는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정충원(2016)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강주현(2015)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제공을 통한 공감성의 정도 및 시스템 운
영자의 공감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정충원(2016); 진봉(2017)

시스템 운영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의 정도

강문식, 정영정(2008)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진봉(2017) 등

시
스 용이성
템 신뢰성
품
질 유연성

적시성
서 대응성
비
스 공감성
품
질 전문성

만족도

6.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연구협력 관련 연구자들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설문기간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법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온라인 설문조사 툴(too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KSDC DB의 온라인 설문

을 사용하였음

 총361명의 국제연구협력 관련 연구자들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전문가들에게 전자형태로 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12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들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02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조사된 데이터는 SPSS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였음

7. 인구통계학적 특성
 세부적으로는 성별로는 남성이 28.4%, 여성이 71.6%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3.3%, 30대가 23.5%, 20대가 17.6%,
50대가 16.7%, 60대 이상이 8.8%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학력별로는 대학원(박사)졸업이 43.1%, 대학원(석사)졸업이 42.2%, 대학교졸업이

12.7%, 기타가 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연구직이 44.1%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교육직이 34.3%, 학생이 13.7%, 사무직과 기타 직업군이 각각 3.9%인 것으로 파악되
었음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1)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시스템 품질요인(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
 분석결과, 아이겐 값은 1.507에서 3.228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80.014%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

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821,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633.796(df=55,

p=.000)으로 파악되었음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1)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체적으로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디자인은 모두 4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
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3.228, 설명분산은 29.342%로 나타나 디자인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둘째, 편리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384, 설명분산은 21.669%로 나타나
편리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셋째, 용이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684, 설명분산은 15.305%로 나타나

용이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넷째, 신뢰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507, 설명분산은 13.699%로 나타나
신뢰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시스템 품질요인 가운데 유연성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삭제 후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4개의 요인 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표 3>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디자인 2

.890

디자인 1

.881

디자인 3

.831

디자인 5

.794

2

편리성 3

.890

편리성 2

.886

편리성 4

.700

3

용이성 2

.857

용이성 1

.835

4

신뢰성 2

.853

신뢰성 1

.778

Eigen-value

3.228

2.384

1.684

1.507

설명분산(%)

29.342

21.669

15.305

13.699

누적분산(%)

29.342

51.011

66.316

80.014

Cronbach Alpha

.904

.873

.779

.642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2) 정보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정보 품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
 검증결과에 따르면, 아이겐 값은 1.685에서 2.666으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80.963%로 집계되었으며, 요인적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

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818,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741.043(df=78,

p=.000)으로 파악되었음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2) 정보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보다 상세하게 정보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알아보면, 첫째, 적시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
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666, 설명분산은 20.504%로 나타나 적시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둘째, 정확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507, 설명분산은 19.286%로 나타나
정확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셋째, 다양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957, 설명분산은 15.056%로 나타나

다양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넷째, 일관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710, 설명분산은 13.156%로 나타나
일관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다섯째, 이해용이성은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685, 설명분산은 12.960%로 나타나 이

해용이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5개의 요인 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정보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요소

설문항목

1

적시성 2

.845

적시성 3

.818

적시성 1

.808

2

정확성 5

.872

정확성 4

.868

정확성 3

.753

3

다양성 1

.853

다양성 2

.692

다양성 3

.656

4

일관성 3

.916

일관성 4

.786

5

이해용이성 5

.815

이해용이성 3

.800

Eigen-value

2.666

2.507

1.957

1.710

1.685

설명분산(%)

20.504

19.286

15.056

13.156

12.960

누적분산(%)

20.504

39.791

54.847

68.003

80.963

Cronbach Alpha

.861

.854

.820

.822

.781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3)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서비스 품질(대응성, 공감성, 전문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
 연구결과, 아이겐 값은 2.273, 2.145로서 모두가 1.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73.636%이었으며, 요인적재치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요인내의 측정

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765,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307.049(df=15,

p=.000)로 파악되었음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3)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체적으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문성은 모두 3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273, 설명분산은 37.888%로 나타나 전문성 요인
으로 선정되었음
 둘째, 대응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145, 설명분산은

35.748%로 나타나 대응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서비스 품질요인 가운데 공감성은 요인분석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으며, 삭제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2개의 요인 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표 5>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전문성 1

.869

전문성 2

.862

전문성 3

.749

2

대응성 2

.909

대응성 3

.858

대응성 1

.608

Eigen-value

2.273

2.145

설명분산(%)

37.888

35.748

누적분산(%)

37.888

73.636

Cronbach Alpha

.839

.790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4)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된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겐 값은 2.253으로

모두가 1.0을 상회하고 있으며, 누적분산은 56.329%로 확인되었고, 요인적재치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
일요인 내의 측정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597,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121.188(df=6, p=.000)로 파악되었음
 보다 상세하게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알아보면, 만족도는 모두 4개의 설문들로 구성되

었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253, 설명분산은 56.329%로 나타나 만족도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Cronbrach Alpha값은 .741로 나타나 만족도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음

<표 6>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만족도 2

.805

만족도 4

.744

만족도 1

.727

만족도 3

.724

Eigen-value

2.253

설명분산(%)

56.329

누적분산(%)

56.329

Cronbach Alpha

.741

9. 가설 검증결과
1) 1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 첫째, 시스템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디자인)만을 투입한 모형 1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용이성은 만족도에

t값 2.23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음
• 또한 신뢰성은 만족도에 t값 3.769, 디자인은 만족도에 t값 3.352로 나타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력을 보여주었음
• 이를 통해 시스템 품질요인으로서 용이성, 신뢰성, 디자인 요소가 증가할수록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요인 가운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신뢰성인 것으
로 검증되었음
• 또한 1단계의 회귀식을 살펴보면, R=.690, R2=.477, Adj R2=.455, F=22.095, p=.000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에 대한 설명력은 47.7%로 파악되었음

<표 7> 위계적 회귀분석(1단계)
종속변수

1단계

독립변수

비표준 계수

베타

t

p

1.719

.089

.138

1.478

.143

.090

.203

2.233

.028*

.336

.089

.330

3.769

.000**

.265

.079

.303

3.352

.001**

B

표준 오차

(상수)

.643

.374

편리성

.104

.070

용이성

.201

신뢰성
디자인
정확성

만족도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대응성
전문성

통계량
**p<0.01, *p<0.5

R=.690, R2=.477, Adj R2=.455, F=22.095, p=.000

9. 가설 검증결과
2)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 둘째, 2단계 분석은 정보 품질요인을 추가한 모형으로서 검증결과, 정확성은 만족도에 t값 2.117로 나타나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을 만족도에 주는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일관성은 만족도에 t값 2.035, 적시성은 t값 2.236으로 도출되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규명되었음
• 이로써 정보 품질요인으로서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이 높아질수록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

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2단계 모형의 회귀식은 R=.782, R2=.615, Adj R2=.574, F=16.096, p=.00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61.5%로 확인되었음

<표 8> 위계적 회귀분석(2단계)
종속변수

2단계

독립변수

비표준 계수

베타

t

p

.612

.542

.092

1.002

.319

.086

.089

1.033

.304

.156

.089

.153

1.756

.082

디자인

.122

.082

.140

1.486

.141

정확성

.182

.086

.220

2.117

.037*

다양성

.046

.086

.050

.536

.593

일관성

.126

.062

.171

2.035

.045*

이해용이성

.027

.079

.031

.345

.731

적시성

.185

.083

.221

2.236

.028*

만족도

B

표준 오차

(상수)

.220

.359

편리성

.069

.069

용이성

.088

신뢰성

대응성
전문성
통계량
**p<0.01, *p<0.5

R=.782, R2=.615, Adj R2=.574, F=16.096, p=.000

9. 가설 검증결과
3)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 셋째, 3단계 모형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에 서비스품질을 추가한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스템 품질

•
•

•
•
•

요인 가운데 디자인이 만족도에 t값 2.187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정보 품질요인 중에서는 정확성이 만족도에 t값 2.904, 일관성이 만족도에 t값 2.83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서비스 품질요인 가운데 전문성이 만족도에 t값 3.990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영
향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음
따라서 시스템 품질요인 중에서는 디자인, 정보 품질요인 가운데에서는 정확성과 일관성, 서비스 품질요인 중에서
는 전문성이 높을수록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 가운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문성이며, 다음으로는 정확성인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823, R2=.677, Adj R2=.638, F=17.187, p=.000, Durbin-Watson =
2.12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67.7%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음

<표 9> 위계적 회귀분석(3단계)
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

베타

t

p

.096

.924

-.004

-.-48

.962

.080

.058

.725

.471

.065

.084

.064

.766

.445

디자인

.171

.078

.196

2.187

.031*

정확성

.237

.081

.286

2.904

.055**

다양성

-.069

.084

-.074

-.820

.414

일관성

.167

.059

.226

2.837

.006**

이해용이성

-.060

.076

-.069

-.791

.431

적시성

.063

.083

.076

.762

.448

대응성

.076

.081

.080

.762

.448

전문성

.340

.085

.384

.943

.348

만족도

통계량
**p<0.01, *p<0.5

비표준 계수
B

표준 오차

(상수)

.033

.346

편리성

-.003

.066

용이성

.058

신뢰성

R=.823, R2=.677, Adj R2=.638, F=17.187, Durbin-Watson=2.120

10. 논의
1) 시스템품질 측면
 첫째, 시스템 품질요인(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가운데 유연성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거쳐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편리성과 용이성 및 신뢰성은 기각되었으며, 디자

인 요인만이 유일하게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음
 조록환, 노용호(2006)의 연구에서도 홈페이지 디자인이 도시민의 농촌관광 홈페이지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은결(201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요인이 중국관광객의 관광정보 홈페
이지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앞으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호감도와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10. 논의
2) 정보품질 측면
 둘째, 정보 품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을 대상으로 하여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과 이해용이성 및 적시성은 기각된 반면에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
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
 김현희(2006)의 연구에서도 정보 품질요인 중에서 정확성이 공공도서관 이용자 웹사이트의 만족도에 통계적으

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음
 진봉(20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 모두가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의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므로 향후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용어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10. 논의
3) 서비스품질 측면
 셋째, 서비스 품질요인(대응성, 공감성, 전문성) 가운데 공감성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거쳐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대응성 요인은 기각되었으며, 전문성 요인만이 국제연구협력 온라
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김현희(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웹사이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품질요

인의 응답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앞으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스템 운영자의 전문

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것을 제안함

11.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시스템 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요인, 정보 품

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서비스 품질요인(대응성, 공감성, 전문성) 가운데
시스템품질의 유연성 요인과 서비스품질의 공감성 요인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 되었음
• 3단계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총4개의 품질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품질 중에서는 디자인 요인이, 정보품질 중에서는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이,

서비스품질 중에서는 전문성 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 중에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문성이며, 다음으로는 정확성인 것으로 규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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