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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일상생활에서 멀티미디어 검색은 요한 검색활동이며,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는 그 특성상 텍스트 기반의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와는 달리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남녀 학생 20명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하여 탐색  고찰을 제시하 다. 학생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이에 따른 검색과정이 녹화  녹취되었으며, 

사후심층면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멀티미디어 검색원, 정보요구, 합성 단 근거, 검색 해요

인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검색원의 특징으로는 국내포털사이트와 구 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의 

개별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반 한 검색원이 규명되었다. 멀티미디어 정보요구는 특정한 정보요구가 보편 인 정보요구에 

비해 많이 추구되었으나 개별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보편  정보요구의 비 은 다르게 나타났다. 멀티미디어 합성 

단 기 과 검색 해요인은 개별 멀티미디어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통합  멀티미디어

의 검색 환경에서 개별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특성이 반 된 검색환경 구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Multimedia needs and searching have become important in everyday life, especially in a younger 

gen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media needs and searching behaviors are distinctive compared 

to textual information needs and searching behaviors in a wide variety of ways. By interviewing and observing 

multimedia needs and search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from 20 areas in Seoul,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users' multimedia needs and how users search multimedia. The findings 

are presented in terms of searching sources, multimedia needs, relevance criteria and searching barriers. 

For multimedia, the searching sources are found primarily as Naver and Google and the distinguished 

features are present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multimedia types. As multimedia needs are categorized 

into generic, specific and abstract, most of the needs are classified as specific needs rather than generic 

needs, but there exis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s of multimedia. In addition, the aspects of relevance 

criteria and searching barriers are reflec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multimedia typ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distinctive indexing and searching environments depending on 

the types of multimedia might be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multimedia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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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

해 정보검색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변화하고 진보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인해 멀티미디어는 여러 어 리 이션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엄청난 규모

로 생산되고 축 되는 멀티미디어를 일상생활

에서 검색하여 이용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검색은 텍스트 기반의 정보검색뿐만 아니라 멀

티미디어 검색의 요성이  확 되어가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검색은 인터넷에서 일

상생활을 하는 넷세 로 지칭되는 은 세

의 정보검색에 있어서 그 비 이 높은데, 최

근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체 검색 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 Jean, 

Rieh, Kim, & Yang 2012). 그러나 멀티미디어 

이용자들은 방 한 양의 멀티미디어를 검색하

면서, 정보요구와 검색결과 사이에 상당한 간극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간극의 배경은 본질

으로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의 텍스트 기반의 정보객체와 다른 멀티미디어

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멀티미디

어 객체는 텍스트 정보객체와 달리 언어 인 요

소이외에 시각  음성  미디어가 복합 으로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웹검색 엔진을 비롯하여 

실제 인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환경은 텍스트 

정보검색과 유사하게 키워드와 색인어의 언어

인 표 을 매개로 검색을 지원한다. 한 이

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개별 멀티미디어의 고

유한 특성과 이에 따른 독특한 정보요구와 검색

행태가 존재하나, 이 역시 행 멀티미디어 검

색환경에서는 차별 으로 반 하여 구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보이용자의 멀티미디어에 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로 확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St. Jean, 

Rieh, Kim, & Yang 2012; Tjondronegoro, 

Spink & Jensen 2009). 이용자 에서 멀티

미디어 검색환경을 개선하기 해서는 개별 멀

티미디어 정보요구와 이와 함께 수반되는 검색

행태에 한 체계 인 이해가 필수 이다. 이를 

하여 기존의 멀티미디어의 연구는 멀티미디

어 반을 포 하여 검색엔진의 검색로그 분석

(Ozmutlu, Spink, & Ozmutlu 2003; Jansen, 

Spink, & Pederson 2004)을 수행하거나, 개

별 멀티미디어의 특정 혹은 문 인 이용자 

그룹에 한 분석하는 것(Chen 2001; Choi & 

Rasmussen 2003; McPherson, & Bainbridge 

2001; Yang, & Marchionini 2004) 등을 심

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심의 효과

인 멀티미디어 검색을 해서는 일상생활 맥

락에서 정보요구의 고유한 특징과 이에 따른 멀

티미디어 검색행태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한 요구가 

많은 은 세 인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와 검색행태에 한 탐색 인 고찰을 시도

하 다. 서울시내 학생 20명이 본 연구에 참

여하 으며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에 기반을 두

어 검색을 수행하 다. 참여자의 멀티미디어 정

보요구와 검색과정은 모두 녹화  녹취되었으

며, 이와 함께 심층면담조사가 수행되었다. 

정보검색은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요한 일상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검색은 주도 인 흐름으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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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지속 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검색

행태에 한 연구 분석의 결과가 멀티미디어 검

색환경과 서비스에 반 되고 평가됨으로써 궁

극 으로 멀티미디어 검색환경이 발 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한 보다 

포 이고 근본 인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2. 련 연구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탐색행태에 한 연

구는 기존의 텍스트 심의 정보요구와 정보탐

색행태에 한 탐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멀티

미디어에 한 요구에 기반을 둔 탐색행태에 

한 고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그룹으

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인 

멀티미디어별 연구결과물로서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의 각각의 멀티미디어 정보에 한 이용

자의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한 탐색이다. 둘

째, 첫 번째 연구 결과물과는 조 으로 웹 환

경에서 반 인 멀티미디어 검색에 한 탐색

은 질의어 분석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는 2000년  반의 웹 검색 엔진의 검색로

그 일에서 추출한 질의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검색 질의어 분석을 통한 멀티미디어 검색에 

한 연구는 Ozmutlu, Spink와 Ozmutlu(2003), 

Jansen, Spink와 Pederson(2004), 박소연(2010) 

등을 찾아볼 수 있다. Ozmutlu, Spink와 Ozmutlu 

(2003)의 연구는 1997년부터 2001년 동안 멀

티미디어 검색을 한 질의어의 변천에 하여 

논의하 다. 이들 연구의 주된 결과는 일반 으

로 텍스트 주의 검색 질의어가 더 짧아지는 

반면에 멀티미디어 검색을 한 질의어는 길어

지고 있음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입

장에서 멀티미디어 검색이 텍스트 검색에 비해 

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유사한 

연구결과가 Jansen, Spink와 Pederson(2004)

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이들은 일반

인 웹 검색과 비교하여, 멀티미디어 검색에서 

상 으로 복잡한 질의어와 더 많은 질의 단

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검색 엔

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  검색 기능의 사용도 

상 으로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

과 역시 멀티미디어 검색이 일반 인 텍스트 검

색에 비하여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해석되었다. 상 으로 멀티미디어 정보요구

와 검색행태에 하여 피상 인 결과를 제시한 

앞선 두 연구와 달리 Tjondronegoro, Spink와 

Jensen(2009)은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에 한 

시기별 변천에 한 분석을 보여주었다. 1997년

부터 2006년 동안에 수행한 웹 기반 검색엔진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검색 질의어 길이, 검

색시간, 검색질의어 구조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검색 질의에서 가장 빈번하

게 사용되는 것은 ‘사람’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검색 주제는 반에는 오락 심이었다

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의 심

인 의료, 스포츠, 기술 등으로 변화되어 감을 보

여주고 있다. 박소연(2010)의 연구는 네이버의 

멀티미디어 검색행태에 한 탐구로서 검색질

의와 검색결과 조회 로그화일을 분석하 다. 연

구결과는 음악 련 질의가 가장 높은 비 을 차

지하 으며, 조회 시에는 동 상이 많이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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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고하 다.

 다른 연구흐름은 개별 인 멀티미디어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한 연구결과물이다. 

그 에서 이미지에 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수

행되어 왔다. 이미지를 직업 , 문 으로 이

용하는 이용자 그룹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일

상생활에서 일반 이용자의 이미지 정보요구와 

이에 한 추구행 에 한 연구들이다. 이미지 

이용에 있어서 문 그룹으로서 미술사학자들

의 이미지 정보요구와 추구행 는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서 탐색되었으며(Chen 2001; Choi 

& Rasmussen 2003), 사진 기자 그룹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Markkula & Sormunen 

2000; McCay-Peet & Toms 2009). 일반 이용

자 그룹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상생활 속에

서 이미지 정보의 요구와 이에 한 탐색 행

를 이해하는 으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체 으로 웹 환경에서의 이미지 정보요구와 

검색으로 살펴볼 수 있다(Conniss, Ashford, & 

Graham 2000; Eakins, Briggs, & Burford 

2004; Goodrum & Spink 2001; Cunningham, 

Bainbridge, & Masoodian 2004; Cunningham 

& Masoodian 2006). 이미지  사진 문 도서

이나 아카이 를 이용하는 문가  비

문가 이용자의 이미지 정보요구와 근 에 

한 연구가 Conniss, Ashford, Graham(2000)과 

Eakins, Briggs, Burford(2004)에 의해서 수행

되었다. 한 많은 연구들은 웹 검색엔진의 로

그화일을 분석하여 이미지 정보요구를 고찰하

다. 표 으로 Goodrum과 Spink(2001)은 

최 로 웹 검색 엔진의 이용자 질의어 로그화일

을 이용하여 이미지 검색은 텍스트 검색에 비교

하여 상 으로 구체 인 질의어의 사용이 높

다는 것을 밝혔다. Cunningham, Bainbridge, 

Masoodian(2004)은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는 소

셜 질의응답 사이트의 이용자 질문내용을 분석

하여 이미지의 서지정보와 내용요소를 제시하

다. 이와 유사하게 Cunningham과 Masoodian 

(2004)의 연구는 학생들의 이미지 정보요구

에 한 기술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지 

정보요구와 검색행태를 분석하 는데, 이미지

에 한 보편 인 정보요구보다는 특정한 정보

요구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 다. 최근에 

Chung과 Yoon(2011)과 Yoon과 Chung(2011)

는 소셜 질의응답 서비스인 야후의 Answers.com

에 게시된 이미지를 찾는 질문 분석을 통해, 이

미지 정보요구는 맥락  특성, 이미지 요소, 연

정보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 다.

McPherson과 Bainbridge(2001)는 디지털 

음악 도서 의 로그화일 분석 결과를 제시하

는데, 이용자들은 카데고리를 통한 라우

징 보다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음악에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Cunningham, 

Reeves, Britland(2003)은 음악CD 상 과 공

공도서  음악 장서 이용자와의 심층면담을 통

해서 키워드 심의 음악 검색 결과를 제시하

다. 음악CD의 경우는 CD자켓의 시각  측면

이 합성 단에 있어서 요한 기 으로 여

겨졌다. 최근 Lee(2010)은 구 의 소셜 질의응

답 사이트에 게재된 음악 련 질문을 분석하여 

이용자는 다양한 근 을 사용하여 목표검색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 비디오 련 연구 역시 일상생활 환경과 

문가 집단 환경에서의 비디오 정보요구와 검

색행태에 한 탐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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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환경에서 비디오 정보요구와 추구행

가 뉴질랜드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

다(Cunningham & Nichols 2008). 이들의 연

구는 이용자의 감정  상태가 비디오를 찾는 가

장 요한 동기 음을 밝혔다. 비디오 검색의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주제는 음악, 유머, 

화, TV 로그램이며, 유투 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비디오 검색원이다. 한편, Huurnink, 

Holink, Rijke(2010)는 비디오 아카이 를 이

용하는 미디어 문가를 상으로 비디오 정보

요구와 검색행태를 탐구하 다. 그들의 연구에

서 미디어 문가들은 제목과 고유명사를 주로 

사용하여 검색하며, 하나의 비디오 체보다는 

원하는 내용이 담긴 짧은 비디오 클립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한 유사하게 이

용자 집단 환경에서 Yang과 Marchionini(2004)

는 비디오 합성 단 기 에 하여 주목하

다. 이들의 연구는 주제 합성이 가장 요한 

기 이며, 기 을 구분할 때 텍스트 심, 시각

정보 등이 주요한 합성 단 기 임을 제시

하 다.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 멀티미디어의 정보요

구와 검색행태에 하여 문가 이용자 그룹을 

으로 하거나 웹 로그 분석 심으로 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를 활

발하게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으로써 은 세

에 을 맞추고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멀

티미디어의 요구와 이에 한 검색행태에 한 

개 인 연구는 부족한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이

에 한 검색행태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한 이

해를 높이기 해서 본 연구는 20명의 서울시

내 학생들을 상으로 멀티미디어 정보요구

와 이에 따른 검색을 수행하 다. 검색 수행 후

에는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데이터 수집은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각각 10명의 여자 학생과 남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 인문학, 어학 

등을 포 하는 다양한 분야를 공하고 있다. 

평균 나이는 21.65세로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

자 한 은 세 의 멀티미디어에 한 정보요구

와 이에 한 검색행태를 한 합한 상 그

룹이라 볼 수 있다. 

번호 공 학년 나이 성별

P1 경 학과 2 22 여

P2 약학과 3 23 여

P3 국제무역학과 4 26 여

P4 문학과 2 23 남

P5 치기공학과 1 23 남

P6 형공학과 1 21 여

P7 화학공학과 1 22 남

P8 산업디자인학과 1 22 남

P9 컴퓨터학과 2 22 여

P10 토목공학과 1 23 남

P11 경제학 3 25 남

P12 경제학 3 23 남

P13 문헌정보학 4 23 여

P14 컴퓨터 공학 1 20 남

P15 국문학 3 22 여

P16 사회학 3 24 남

P17 정치외교학 4 24 여

P18 등교육 3 23 남

P19 경제학 2 21 여

P20 경 학 2 23 여

<표 1> 참여자 황



25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 2012

검색과제에 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멀티

미디어의 개별 형태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에 해서 참여자 자신의 생각해 낸 정보요구에 

한 검색을 하도록 안내받았다. 참여자에게 동

일한 검색환경을 제공하기 해서 참여자는 본 

연구의 연구자 연구실에서 연구자 입회하에 독

자 으로 검색을 수행하 으며, 검색을 수행하

는 과정은 참여자가 검색을 수행한 컴퓨터에 이

미 설치된 Camtasia Studio 7 소 트웨어를 사

용하여 녹화되었으며, 검색과정이 완료된 후에 

Chung(20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검색원, 정

보요구, 합성평가기 , 검색 해요인에 하

여 각각 심층면담을 수행하 다. 심층면담은 개

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참여자의 정보요구에 

따른 정보행태에 하여 구체 인 이유에 하

여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참여자의 검색과정과 사후 심층면담이 

종료된 후에 녹화된 자료는 본 연구의 두 명의 

연구조교에 의해서 녹취되었다. 녹취자료와 검

색과정 비디오 화면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 분

류되었는데, 분류를 해서 사용된 코딩 스킴은 

개방형 코드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코드

를 병행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시

된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하 으며, 기존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개방

형 코드로 분류하 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검색에 참가한 참여자

들의 실제 인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

태에 하여 분석하 다. 다양한 공분야를 지

닌 연구 참여자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

행태  인터뷰 내용의 분석 결과는 검색원, 정

보요구, 합성 단기 , 검색 해요소로 구분

하여 제시되었다.

4.1 검색원

참여한 학생들이 사용한 검색원은 세 가지 

종류의 멀티미디어 검색에 따라 <표 2>와 같이 

제시되었다. 하나의 정보요구에 해 복수개의 

검색원을 사용한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총 145

건의 멀티미디어 검색원이 악되었다. 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멀티미디어 검색원은 국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계

횟수 % 횟수 % 횟수 % 횟수 %

네이버 13 59.1 16 64.0 7 33.3 36 52.9

유투 0 0.0 1 4.0 8 39.0 9 13.2

구 7 31.8 1 4.0 0 0.0 8 11.8

일공유사이트 0 0.0 5 20.0 2 9.0 7 10.3

다음 1 4.5 1 4.0 2 9.0 4 5.9

네이트 0 0.0 0 0.0 2 9.0 2 2.9

기타 1 4.5 1 4.0 0 0.0 2 2.9

소계 22 100.0 25 100 21 99.3 68 100.0

<표 2> 멀티미디어 검색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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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이며, 그 다음으로는 

구 로 나타났다.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로 다음

과 일 공유사이트도 찾아볼 수 있다. 기타로

는 개별 멀티미디어 정보에 따라 고유한 검색원

들이 나타났다.

개별 멀티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주

목할 만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 검

색에는 네이버와 구 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기타로 분류된 검색원은 이미지 문 사이트

(imageclick.com)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오디

오 검색은 네이버가 주로 이용되었으며 구 , 

다음, 유투 , 기타가 각각 1회씩 언 되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일공유 사이트가 4회 언

된 것으로서 참여자는 음악화일을 다운 받기 

해서 일공유사이트에서 검색했다고 밝혔다. 

기타로는 음악 문사이트가 언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오디오 종류의 멀

티미디어는 부분 음악화일을 의미하며, 이를 

검색하기 해서 체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검색을 해

서는 네이버(7회)와 유투 (8회)가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났으며, 다음, 네이트, 일 공유사이

트가 각각 2회씩 언 되었다. 

이러한 검색원 선정에 한 이유는 <표 3>에

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6건으로 나타났

다. 반 으로 컨텐츠 인 요소와 익숙함이 

검색원 선정에 있어서 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컨텐츠 인 요소로는 ‘정보가 풍부하고’, ‘좋은 

컨텐츠가 많고’, ‘원하는 동 상이 가장 많이’, 

‘최신 자료가 많아서’, ‘해외 자료가 풍부해서’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참

여자들은 익숙함을 이유로 해당 검색원을 선정

하 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나도 항상 사용하

므로’, ‘검색이 쉽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홈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사

이트여서’, ‘평소에 사용하는 사이트여서’ 등을 

이유로 제시하 다. 

세 종류 멀티미디어에 한 검색원 선정에 있

어서 가장 요한 이유는 익숙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컴퓨터의 기페이지로 설

정된 검색원을 체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다 

숙련된 검색자로 밝힌 한 참여자는 익숙한 검색

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서 고  검색을 활용한다

고 응답하 다.

‘… 네이버에서 습 으로 찾아보고요 안되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계

횟수 % 횟수 % 횟수 % 횟수 %

익숙함 10 45.5 8 38.1 10 34.5 28 36.8

컨텐츠 8 36.4 2 9.5 13 44.8 23 30.3

감상가능 0 0.0 5 23.8 1 3.4 8 10.5

다운로드가능 1 4.5 3 14.3 2 6.9 7 9.2

련정보검색 3 13.6 3 14.3 0 0.0 6 7.9

검색성능 0 0.0 0 0.0 1 3.4 1 1.3

기타 0 0.0 0 0.0 2 6.9 3 3.9

소계 22 100.0 21 100.0 29 100.0 76 100.0

<표 3> 멀티미디어 검색원 선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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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사이트내

의 검색을 하죠 …’(P14, 컴퓨터공학, 남)

한 그는 오디오(음악)의 이용목 에 따라 

별도의 검색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 네이버에서는 단순히 감상해 보고 내가 원하

는 노래인지 단하기 해서 찾아보고요, 다운 

받으려면 구 을 통해서 토 토 일을 검색해요 

그리고 일 공유사이트도 다시 검색하구요 …’ 

(P14, 컴퓨터공학, 남) 

컨텐츠 인 요소와 익숙함이 반 으로 우

세한 검색원 선정 이유로 나타지만, 감상가능, 

다운로드 가능, 련정보검색 가능 여부도 이유

로 나타났다. 감상가능의 요소는 주로 오디오

(음악) 검색과 련하여 검색된 자료에서 듣기

(감상) 여부에 따라서 검색원을 선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운로드 가능여부도 검색원 선

정에 있어서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미지, 오디

오, 비디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련정

보검색은 비디오를 제외하고 오디오와 이미지 

검색원 선정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가사 

등 노래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블로

그와 연 되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미지와 련된 정보를 블로그와 지식인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등이 나타났다. 비디오 검색

원 선정 이유로는 기타로서 ‘ 고가 없어서’, ‘신

뢰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검색성능에 하여는 비디오 검색원 선정 이유

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오디오 검색을 한 선

택된 검색원의 분포는 이미지와 비디오와 비교

하여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즉, 오디오 검

색에 있어서 컨텐츠의 다양성, 최신성 등 보다

는 감상가능성, 련정보검색 가능성, 다운로드

가능성이 보다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정보요구와 질의어

참여자가 밝힌 멀티미디어의 정보요구는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간의 명확

한 구분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여 히 존재한다

(Enser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색

인과 정보요구를 분석하기 해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인 Shatford(1986)의 

세 가지 구분인 특정, 보편, 추상  정보요구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본 연구에서 용한 것이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이는 특정한 요구(specific needs), 보편 인 

요구(generic needs), 추상 인 요구(abstract 

needs)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요구는 

이용자가 특정한 멀티미디어를 찾고자 하는 요

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특정한 요구 2006년 라질 리오 카니발 쇼팽의 제 9번 교향곡 110619 나는 가수다

보편  요구 카니발 피아노곡 스 뮤직 비디오

추상  요구 행복한 이미지 행복한 오디오(음악) 행복한 비디오

<표 4> 정보요구의 분류와 개별멀티미디어 용 제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한 탐색  연구  259

제목, 자 등의 주로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검

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검색은 검색결과

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이용자가 

정한 단 하나의 검색결과물이 아니면, 이용자는 

검색결과에 만족하기 어렵다. 를 들어, 이용

자가 ‘2006년 라질 리오 카니발’이라는 질의

어를 사용하여 검색하 으며, 그 의도는 2006년

의 리오 카니발 이미지를 의도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다른 도시의 카니발은 이용자의 정보요

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보편  정보요구는 이용자가 보편 인 

정보요구로서 멀티미디어를 검색하고자 하는 

요구로서 특정 연도, 특정 각도, 특정 작가와 상

없이 ‘카니발’ 이미지이면 합한 검색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보편  정보요구는 일반  종

류의 멀티미디어를 검색하는 것으로서 구체

이지 않고 다양한 스팩트럼의 합성 평가가 가

능하다. 를 들면, 이용자 에서 카니발 사

진이면서 고화질 이미지인 경우에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셋째, 추상  정보요구는 많이 수행되는 정

보요구는 아니지만, 추상 인 개념을 지니고 특

정한 질의어 표  없이 멀티미디어를 탐색하여 

선택하는 검색방식으로써 추상 인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검색은 참여자들이 사용한 질의어와 

함께 참여자들이 심층면담과정에서 제공한 정보

요구와 함께 종합 으로 분석되었다. 즉, 특정

한 정보요구는 구체 인(specific) 질의어를 사

용하며, 보편  정보요구는 보편 인(generic) 

질의어로 표 된다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 이

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제시한 정보요구와 사용

한 질의어와 계를 살펴보면, 구체 인 질의어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  정보요구로

써 악되는 검색행태를 찾아볼 수 있다. 를 

들면, 질의어 자체는 ‘박지성’(P7, 화학공학

공, 남)이라는 구체 인 질의어를 사용했지만, 

참여자가 심층면담 과정에서 밝힌 내재 인 정

보요구는 ‘요즘의 이슈가 되는 인물이어서 보고 

싶었다’라고 표 하 다. 이러한 심층면담 결과

는 기존의 검색 질의어의 분석만으로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밝힌 정보

요구와 직  사용한 멀티미디어 검색을 한 질

의어 분석을 병행하여 <표 5>와 같이 정보요구

가 분류되었다. 

체 으로 특정한 정보요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보편 인 정보요구는 체

의 25%에 해당하는 15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추상 인 정보요구는 세 종류의 멀티미디어에

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계

횟수 % 횟수 % 횟수 % 횟수 %

특정한 정보요구 11 55.0 20 100.0 14 70.0 45 75.0

보편  정보요구 9 45.0 0 0.0 6 30.0 15 25.0

추상  정보요구 0 0.0 0 0.0 0 0.0 0 0.0

소계 20 100.0 20 100.0 20 100.0 60 100.0

<표 5> 멀티미디어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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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별 멀티미디어 정보요구를 보면 멀

티미디어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미

지는 특정한 정보요구가 보편 인 정보요구에 

비해 약간 상회하는 수 으로 나타났다. 추상

인 정보요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한 정

보요구는 ‘김연아’, ‘비스트’, ‘최강희’와 같이 특

정 인물을 찾는 질의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

으며, 오락 인 요구에서부터 시각  정보 확

보 혹은 일러스트 이션의 정보요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 올림픽 련해서 좋아하는 선수라서 김연아

라고 검색했어요 …’(P3, 국제무역학, 여)

‘… 거제수용소의 이미지를 찾아서 당시 상황에 

한 이해를 높이려고 …’(P12, 경제학, 남)

‘… 새로 입한 선수를 확인하려고 리버풀이라

고 검색했어요 …’(P19, 경제학, 여)

보편 인 정보요구는 특정한 정보요구라기보

다는 특정한 종류의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일러스트 이션의 요구, 일반 인 배경 정보 획

득 등의 정보요구를 구체 으로 찾아볼 수 있다.

‘… 네팔로 사활동 가는데 환경에 한 자료를 

알아보려고 네팔거리라고 검색 …’(P1, 경

학, 여)

‘… 공모 을 비 인데, 양념통이라는 단어

가 가장 잘 표 하는 것 같아서 …’(P9, 컴퓨터

학, 여)

오디오 정보요구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음

악검색을 한 정보요구 으며, 정보요구의 종

류로 구분하여 볼 때 모두 특정한 정보요구에 

해당한다. 제외된 1건은 종 된 라디오 로그램

을 검색하는 내용이다. 즉, 참여자는 체로 오

디오(음악)에 하여 특정한 정보요구를 지녔

으며, 특정한 고유명사 등을 사용하여 표 되었

다. 즉, 제목과 가수를 함께 질의어로 표 하거

나 제목만을 사용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정보요구와 함께 이용(use) 의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용 의도는 크게 세 가지

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검색페이지 상에서

의 감상을 한 것이다. 둘째는 소장을 목 으

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음악과 함

께 련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검색한 후에 검색 결과 페이지 상에서 

감상을 한 목 을 찾아볼 수 있다. 

‘… TV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들어보려고 …’ 

(P1, 경 학, 여)

‘… 좋아하는 노래여서 들어보려고 …’(P3, 국제

무역학, 여)

‘… 신곡이어서 들어보려고 …’(P9, 컴퓨터학, 여)

둘째, 소장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운

로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하는 노래를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들으려고 … 그래서 정확하게 가수와 제목을 함

께 넣어서 검색했어요 …’(P15, 국문학, 여)

‘… 음원을 다운받기 해서 …’(P6, 형공학, 여)

셋째, 련정보를 함께 검색하고자 하는 목

도 찾아볼 수 있다.

‘… 노래감상과 함께 련된 정보를 얻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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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경제학, 남)

비디오 검색에서 14건(70%)은 특정한 정보

요구에 해당되며, 나머지 6건(30%)는 보편

인 정보요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한 정보요구로는 주로 오락  활동의 하나로서 

특정 TV 로그램을 보거나 음악동 상을 보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음

악동 상을 찾는 경우에는 동 상의 움직임을 

배우기 한 의도도 찾아볼 수 있다.

‘… TV 로그램을 보기 해서 …’(P2, 약학, 여)

‘… 좋아하는 드라마의 고편을 보기 해서 …’ 

(P4, 문학, 남)

‘… 스포츠 경기를 보기 해서 …’(P7, 화학공

학, 남)

‘…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  상을 보고 노래 

부를 때 참고하기 해서 …’(P15, 국문학, 여)

‘… 동 상을 다운받아 노래 연습으로 활용하려

고 …’(P17, 정치외교학, 여)

‘… 동 상 감상을 통해서 실제로 따라 출 때 

도움을 얻고자 …’(P18, 등교육, 남)

한편 보편  정보요구는 오락 인 동기보다

는 보다 학습과 련된 의도와 련이 깊다. 

‘… 공연자료를 찾기 해서 … 제목보다는 일반

인 용어를 사용해서 …’(P1, 경 학, 여)

‘… 만들고 있는 상자료의 주제에 합한 것 

같아서 …’(P9, 컴퓨터학, 여)

‘… 김일성 사망 당시의 사회 분 기를 보고 싶어

서 …’(P12, 경제학, 남)

‘… 토론 회 분 기를 익히고 싶어서 …’(P13, 

문헌정보, 여)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는 체로 특정한 정보요구가 우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개별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보편  정보요구의 비 에 차이가 나타났다.

4.3 합성 평가 기

본 연구는 참가자가 멀티미디어 검색을 수행

하면서 검색결과 에서 특정한 검색결과를 

합하다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평가 과

정에서 사용된 참여자의 평가 기 이 <표 6>에

서와 같이 제시되었다. 체 으로 총 84건의 

합성 평가 기 이 나타났으며, 그 에서 제

목, 랭킹 순 , 련텍스트정보, 미리보기, 주제 

합성이 주요한 평가의 기 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목은 가장 빈번하게 언 되었으나, 

이미지보다는 오디오와 비디오의 합성 평가

의 기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디오와 비디오

의 검색 질의어 자체가 제목으로 구성되기 때

문이다. 한편 이미지의 경우에는 미리보기(썸

네일)를 통해 합성 단이 가능한 정보요구

가 많기 때문에 제목의 향이 은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 제목과 화면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P7, 

화학공학, 남, 비디오검색)

‘… 제목과 텍스트 정보가 맞는 것 같아서 …’(P12, 

경제학, 남, 비디오검색)

‘… 제목을 보니 맞는 것 같아서 …’(P8, 산업디

자인학, 남, 오디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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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계

횟수 % 횟수 % 횟수 % 횟수 %

제목 3 12.5 8 29.6 8 24.2 19 22.6

랭킹 순 1 4.2 9 33.3 4 12.1 13 16.7

주제 합성 6 25.0 1 3.7 5 15.2 12 14.3

련텍스트정보 7 29.2 3 11.1 1 3.0 11 13.1

표화면 이미지 0 0.0 0 0.0 10 30.3 10 11.9

풍부한 기술(description) 7 29.2 1 3.7 0 0.0 8 9.5

다운로드/실행가능 0 0.0 4 14.8 1 3.0 5 6.0

확장자 0 0.0 1 3.7 1 3.0 2 2.4

재생시간 0 0.0 0 0.0 2 6.1 2 2.4

출처 0 0.0 0 0.0 1 3.0 1 1.2

소계 24 100.0 27 100.0 33 100.0 84 100.0

<표 6> 멀티미디어 합성 평가 기  

두 번째로 악된 합성 평가 기 은 랭킹 

순 이다. 참여자들이 밝힌 합성 단에 근거

가 되는 기 은 검색엔진이 제공한 랭킹 순 라

고 하 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는 랭킹순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디

오와 비디오 멀티미디어 검색에 있어서 랭킹순

를 합성 단의 기 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오디오와 비디오 검색에 있어서 

합 여부를 검색엔진의 랭킹에 상당히 의존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첫 번째로 나와서 …’(P1, 경 학, 여, 비디오

검색)

‘… 1  자료라서 …’(P2, 약학, 여, 비디오검색)

‘… 제일 에 치해서 …’(P8, 산업디자인학, 

남, 오디오검색)

‘… 나온 순서 로 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 

(P15, 국문학, 여, 비디오검색)

‘… 제일 에 검색된 결과에 해서 신뢰함 …’ 

(P14, 컴퓨터공학, 남, 오디오검색)

셋째, 참여자들이 밝힌 합성 평가 기 은 

주제 합성으로 나타났다. 주제 합성 단 

기 은 오디오 검색보다는 이미지와 비디오 검

색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주제 합성은 멀

티미디어 정보요구와 한 계를 지니는 

합성 단 기 으로서, 체로 보편 인 정보요

구와 련이 있다. 우선 이미지 검색에서는 미

리보기(썸네일)를 통하여 원하는 주제의 이미

지인지를 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진이어서’(P3, 국제무역학, 여, 이미

지검색)

‘ 합한 이미지여서’(P10, 토목공학, 남, 이미지

검색)

‘이미지 내용이 부합된 사진이어서’(P13, 문헌

정보학, 여, 이미지검색)

한편 비디오 검색에서 참여자들은 주제 합

성이 단 기 이라고 밝힌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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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 합한 자료이어서 …’(P9, 컴퓨터

학, 여, 비디오검색)

‘… 원하는 비디오여서 …’(P10, 토목공학과, 남, 

비디오검색)

넷째, 련 텍스트 정보로 인해서 합성을 

단하는 비 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평가기 은 이미지와 오디오에 상

으로 더 집 되어 있다. 

‘… 련 정보 내용을 보니 …’(P20, 경 학, 여, 

오디오검색)

‘… 텍스트를 읽어보니 …’(P12, 경제학, 남, 비

디오검색)

‘… 원하는 사진 근처에 기사를 보니, 맞는 것 

같아서 …’(P3, 국제무역학, 여, 이미지검색)

‘… 이미지가 담긴 게시 의 을 보니 …’(P14, 

컴퓨터공학, 남, 이미지검색)

다섯째, 표 화면 이미지를 통해서 합성

을 단하는 경우는 그 특성상 비디오 검색에

서 찾아볼 수 있다. 표 화면 이미지가 충분한 

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가자들

은 제목 등과 같이 련된 텍스트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고 언 하고 있다. 비디오의 경우는 일

반 으로 재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합 여부는 

표 화면 이미지와 같은 미리보기를 통하여 

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화면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P7, 화학공

학, 남, 비디오검색)

‘… 제목도 보고요, 장면도 보니 …’(P16, 사회학, 

남, 비디오검색)

상기에서 논의된 주요한 합성 단 기  이

외에도 개별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합성 단 기 이 제시되었다. 이미지의 경우

에는 풍부한 시각  기술이 요한 평가 기 으

로 나타났다. 

‘… 이미지가 상세해서 …’(P17, 정치외교학, 여, 

이미지검색)

‘…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P20, 경 학, 여, 

이미지검색) 

다운로드/실행 가능성을 합성 단의 기

으로 삼는 것은 그 특성상 오디오(음악) 검색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음원을 들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합성 단을 수행하 다. 

‘… 음원을 들을 수 있어서 …’(P7, 화학공학, 

남, 오디오검색)

‘… 들을 수 있어서 …’(P10, 토목공학, 남, 오디

오검색)

한 비디오의 경우 재생시간이 합성 단

의 기 으로 제시되었으며, 확장자의 경우에는 

음질이나 화질에 향을 미친다고 단하여 

합성 단의 기 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 화일의 확장자를 보니, 내가 원하는 확장자여

서 …’(P11, 경제학, 남, 비디오검색)

‘… 화일 사이즈가 큰 거로 보니, 음질이 좋을 

것 같아서 …’(P15, 국문학, 여, 오디오검색)

멀티미디어 합성 평가 기 은 개별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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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주제 합성과 

풍부한 시각  기술이 주요한 평가 기 으로 

악되었으며, 비디오는 미리보기와 제목이 가

장 요한 기 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디오의 

경우는 미리보기 기능의 부재로 인해 검색결과

순 와 제목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4 검색 해요인

멀티미디어 검색의 해요인으로서 컨텐츠

에 한 언 을 세 종류의 멀티미디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멀티미디어 검색에 있어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해요인이 제시되었다. 

체 으로 총 37건으로 상 으로 은 수의 

검색 해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별다른 

해요인이 없다고 인식한 참여자의 비율이 높

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검색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언

된 해요인은 부 한 검색결과이다. 특히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 검색결과에 한 해요

인이 부분으로 제한된 컨텐츠에 한 언 을 

상당히 찾아볼 수 있다. 

‘…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P5, 치기공학, 

남, 이미지검색)

‘… 사진자료가 다양하지 못해요 …’(P8, 산업디

자인학, 남, 이미지검색)

비디오와 오디오 검색에서도 합한 비디오

의 검색결과가 합하지 않은 과 이용 용도와 

부합하지 않은 이 언 되었다.

‘… 검색된 비디오가 얼마 없어서 …’(P1, 경 학, 

여, 비디오검색)

‘… 감상용은 찾았으나, 다운받을 것은 없네요 …’ 

(P14, 컴퓨터공학, 남, 오디오검색)

두 번째로 많이 도출된 해요인은 제한  미

리보기 기능으로 지 되었으며, 멀티미디어의

특성상 오디오와 비디오 검색 시에 주로 언 되

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보다 효율 인 미

리보기 기능 부재에 하여 주목하 다.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계

횟수 % 횟수 % 횟수 % 횟수 %

검색결과 8 66.7 4 30.8 4 33.3 16 43.2

제한  미리보기기능 0 0.0 5 38.5 3 25.0 8 21.6

버퍼링/화질/음질 문제 0 0.0 1 7.7 4 33.3 5 13.5

검색실패 2 16.7 1 7.7 1 8.3 4 10.8

연 텍스트정보 부재 1 8.3 1 7.7 0 0.0 2 5.4

기타 1 8.3 1 7.7 0 0.0 2 5.4

소계 12 100.0 13 100.0 12 100.0 37 100.0

<표 7> 멀티미디어 검색 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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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알려면 다 (들어) 야 해서요 …’ 

(P13, 문헌정보학, 여, 오디오검색)

‘… 미리보기 기능에서 동 상의 개략 인 정보

를 알았으면 좋겠다 …’(P20, 경 학, 여, 비디오

검색)

세 번째로 규명된 멀티미디어 검색에 있어서 

해요인은 기술 인 문제 을 지 하 다. 음

질이나 화질 그리고 버퍼링 문제 등이 해요인

으로 언 되었다.

‘… 스트리 이 제 로 안되서 …’(P15, 국문학, 

여, 비디오검색)

‘… 동 상이 간에 끊기는 것 …’(P16, 사회학, 

남, 비디오검색)

‘… 음질이 안 좋아서 …’(P11, 경제학, 남, 오디

오검색)

네 번째 멀티미디어 검색 해 요인은 검색실

패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멀티미디어를 검색

하는데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언 하면서, 해당 

정보요구에 부합되는 멀티미디어를 찾을 수 없

었던 을 해요인으로 지 하고 있다.

‘… 고편을 보려고 했으나, 련 동 상만 나와

서 …’(P5, 치기공학, 남, 비디오검색)

‘… 실황을 찾고자 하 으나, 뮤직비디오만 나오

네요 …’(P17, 정치외교학, 여, 비디오검색)

‘… 원하는 음악이 없어서요 … 못 찾았어요 …’ 

(P5, 치기공학, 남, 오디오검색)

‘… 련없는 검색결과만 계속 나오네요 …’(P13, 

문헌정보학, 여, 오디오검색)

한 련 텍스트 정보의 부재가 멀티미디어 

검색에 있어서 해요인으로 이미지와 오디오 

검색에 있어서 나타났다. 기타 항목으로서 오디

오는 별도의 러그인 설치를 해요인으로 인

식했으며, 이미지의 경우는 이미지와 맞지 않은 

다른 제목으로 인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 다.

5. 논 의 

일상생활에서 정보검색은 요한 활동이며, 

특히 멀티미디어 검색은 은 세 의 주요한 검

색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서 본 연구는 은 세 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

와 검색행태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 을 지니고 있다. 연구 목 을 성취하기 

해서 20명의 서울시내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

여하 다. 참여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 으며, 수행결과에 

따라 정보요구와 검색행태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멀티미디어의 검색원, 정보요구와 질의

어, 검색 합성 평가 기 , 검색 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멀티미디어 검색을 해서 참여자들이 밝힌 

검색원은 반 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

버와 구 로 나타났으나, 개별 멀티미디어에 따

라 특징 인 검색원 선택 황을 찾아볼 수 있

었다. 이미지 검색을 해서는 네이버와 구

이 유사한 정도로 사용되었으나, 음악을 주로 

검색하는 오디오 검색에서는 네이버가 주된 검

색원이었으며, 일 공유 사이트도 낮은 비율이

지만 특징 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디오 검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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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네이버와 유투 가 유사한 비율로 이용되

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검색원을 선

택하는데 있어서는 반 으로 컨텐츠 인 요

소와 익숙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멀

티미디어에 따른 검색원 선정 이유가 특징 으

로 제시되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컨텐츠 인 

요소와 익숙함 이외에도 해당 이미지와 련된 

텍스트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검색원 선택에 있어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디오 검색에서는 특징 으로 익

숙함과 컨텐츠 인 요소보다는 검색 후 해당 페

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해당 오디

오 자료(음악)와 련된 텍스트 정보 검색 여부 

등이 검색원 선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디오 검색에 있어서는 이미지 검색과 

마찬가지로 컨텐츠 인 요소와 익숙함이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멀티미디어 검색원 선정에 있어서 이용

자들은 풍부한 컨텐츠와 검색 환경의 익숙함에 

의해서 주로 향을 받으나, 개별  멀티미디어

의 특성이 검색원 선택에 있어서 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요구는 특정한 요구, 보편  

요구, 추상  요구에 따라 구분되었다. 반

으로 추상 인 정보요구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 으로 특정한 정보요구(75%)가 주도

인 정보요구로 나타났다. 정보요구 역시 개별 

멀티미디어에 따라 특징 인 황을 보여주는

데, 이미지와 비디오는 특정한 정보요구와 보

편 인 정보요구가 나타났다. 이미지 정보요

구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

게 특정한 정보요구가 보편  정보요구보다 많

이 나타났다(Cunningham & Masoodian 2004; 

Spink & Goodrum 2001). 오디오 검색요구에 

있어서는 본 연구 참여자 모두는 특정한 정보

요구를 제시하 으며, 이는 음악 검색에 있어

서 이용자들은 라우징보다는 키워드를 사용

하여 음악에 근한다고 보고한 Cunningham, 

Reeves, Britland(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비디오 검색에서도 Huurnink, Holink, 

Rijke(2010)이 밝힌 바와 같이 미디어 문가

들이 제목이나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비디오 검

색을 수행하는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

러나 비디오 검색을 문 인 업무 환경에서 검

색하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비교하

면, 일반 이용자의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결과가 

문가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에 따른 검색 후 

합성 단 기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기 들은 제목, 랭킹 순 , 주제 합성, 

련 텍스트 정보, 표 화면 이미지 등으로 찾

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  에서 어느 특정한 

기 이 독 인 향력을 지니지는 않고 있으

며,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 합성 평가 

기 은 개별 멀티미디어 인 특성을 가장 크게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지의 

검색에 있어서는 랭킹순 보다는 련 텍스트 

정보, 주제 합성, 풍부한 시각  기술 등이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디오 검색에 

있어서는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랭킹 순 와 

제목이 가장 향력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

어서는 련 텍스트 정보와 다운로드 가능성과 

(음악) 실행 여부가 합성을 단하는 기

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검색에서는 표 화면 

이미지와 제목, 랭킹 순 가 주요한 요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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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Yang과 Marchionini 

(2004)가 밝힌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비디오 

자료를 직업 으로 이용하는 문가 집단은 주

제 합성이 가장 요한 단 기 이라고 밝

혔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 맥락에서 

특정한 정보요구에 따라 표 이미지를 보고 

단하는 것으로 나타난 을 주목할 수 있다. 

한 오디오 검색에서는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제시 방법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악될 수 있다. 즉, 오디오 검색에서는 미리보

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랭킹 순 와 

제목에 의존하여 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해요인 인 측면에서 검

색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가장 빈번하

게 언 되었다. 제한 인 컨텐츠로 인한 부

한 검색결과는 이미지 검색에서 가장 많이 언

되었다. 오디오 검색에서는 멀티미디어 특성으

로 인한 미리보기 기능의 부재가 지 되었으며, 

비디오 검색에서는 표 이미지를 선정하여 제

시하는 제한 인 미리보기 기능에 한 해 

요인이 언 되었다. 버퍼링, 화질, 음질 등의 기

술 인 문제는 비디오 검색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으로 생활을 해 가

는 넷세 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이에 한 

추구 행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서울 시내 소재 학 20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

에 한 질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검색환경 개선에 용될 

수 있는 시사 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멀티미

디어 검색을 해 선택하는 검색원은 체로 익

숙함과 컨텐츠에 의해서 결정되나, 개별 멀티미

디어의 특성이 반 되는 검색원의 선정이 주목

할 만하다. 특히 미리보기(듣기), 다운로드 가

능 여부에 따라 검색원이 선정되는 은 이용자 

입장에서 검색 후 이용 목 이 검색원 선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멀티미

디어에 한 정보요구는 일반 으로 특정한 요

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 개별 멀티미디어에 따

른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오디오

(음악) 검색에 있어서 고유명사 등을 포함한 

특정어 심의 색인 방식이 합하나, 이미지와 

비디오의 경우에는 특정어 이외에도 보편  정

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 명사를 포함하

는 일반어를 사용하는 색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고 여겨진다. 셋째, 참여자들이 밝힌 합성 

단과 검색 해요인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볼 때, 개별 멀티미디어는 그 고유한 특성을 반

한 요소가 미리보기에 반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분의 검색엔진과 포털 서비스는 기존 

이미지 검색 환경에서 사용해 왔던 썸네일 방식

의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디오와 

오디오의 경우에는 제목 제시, 표 이미지 선

정 방식의 변화, 일의 물리  상태 표시 등에 

있어서 개별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반 하는 방

식의 구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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