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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검색의 주 이용자 계층인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모바일 검색 행태를 조사하고,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실제 이용자들

이 실제 질의를 이용하여 모바일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다양한 기 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검색 포털의 모바일 

검색에서 개선이 가장 시 한 분야는 컨텐츠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터페이스, 근성, 모바일 검색 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mobile-based Web users, 

especially,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lso evaluates mobile search services based on various 

criteria, and suggests how to improve portal’s mobile search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most urgent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contents of mobile search services. 

Improvements are also required in the area of interface design followed by accessibility and 

mobile search functiona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portal’s effective 

development of mobile search services.

키워드: 모바일 검색, 검색 포털, 정보 검색 행태

Mobile Searching, Search Portal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

본 연구는 덕성여자 학교 2014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덕성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park@duksung.ac.kr)

논문 수일자: 2015년 11월 2일   최 심사일자: 2015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1월 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317-334,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317]



3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4호 2015

1. 서 론

스마트 폰과 태블릿 피씨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체 검색 시장에서 모바일 검색에 

한 수요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은 올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된 질의 수가 PC를 이용

하여 검색된 질의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네

이버의 경우, 2012년에 모바일 검색 건수가 PC

를 추월했으며, 네이버의 PC 비 모바일 검색 

건수는 2012년 12월에 110.2%를 기록한 이후, 

2015년 5월에는 181.4%까지 증가하여 PC 검색 

건수의 2배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채민기 

2015). 이처럼 모바일 검색이 일상화되고 모바

일 검색의 비 이 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자들의 모바일 검색 행태에 한 분석  모

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체계 인 평가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검색은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므

로,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체계 인 평가

를 수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모바일 검색 

련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경우, 모바일 검색 

기법이나 시스템을 제안하거나, 시스템의 검색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실험 연구에 집 되어 

왔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최근에 수행된 연

구들  권나  등의 연구에서는(2013) 이공

계 학생과 학원생들의 일상 속의 정보 기

기 이용 행태를 조사하 는데, 이들의 연구

는 검색에 국한하지 않고, SNS, 메신 와 같

은 정보기기 활용 행태를 일상 기록 찰법, 실

험, 설문지법으로 조사하 다. 한 오세나와 

이지연의 연구에서는(2012) 설문지법을 이용

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 

행태를 탐색 주제와 고려요인을 심으로 살펴

보았다. 

즉, 국내외 선행 연구들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탐색 행태나 정보 기기 이용 행태

를 조사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자들

이 모바일 검색에 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검색의 주 이용자 계층인 학생들

을 상으로 이들의 모바일 검색 행태를 조사

하고,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실제 이용자들이 실제 질의를 이용하

여 모바일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포털들의 모

바일 검색 서비스를 컨텐츠, 인터페이스, 모바

일 검색 기능, 근성 등의 기 에 근거하여 평

가하고,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다양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검색 서비스 사용 시 경험했던 불편 사항, 개선

이 필요한 사항 등에 하여 심층 으로 조사하

여,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모바일 검색 평가를 한 방법론

을 제시함으로써 웹 검색 분야에 학문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

의 결과는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에 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포털

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포

털 업체들의 효과 인 검색 기능  서비스 개

발에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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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국내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모바일 검색과 

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

구들은 모바일 검색 알고리즘, 기법이나 시스템

을 제안하거나, 시스템의 검색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실험 연구에 집 되어 왔다. 모바일 검색

과 련된 국외 연구들은 실험  모바일 검색 

시스템과 기법을 개발한 연구, 모바일 검색 기

능의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 모바일 검색용 인

터페이스를 개발한 연구(Roto 2006), 이용자

의 치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Iwata et al. 2011; Liu, Rau and 

Gao 2010)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제한된 

입출력 공간이라는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검색 결과의 순  리스트 신 검색 결

과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한 연구들이 다수 수

행되었다. Carpineto et al.(2009)은 웹 클러스

터링 엔진인 CREDO(Conceptual Reorganization 

of Documents)에 기반한 핸드폰용 검색 시스

템인 SmartCREDO와 PDA용 검색 시스템인 

CREDINO를 구 하 다. 이들은 클러스터링 기

법을 용한 방식과 검색 결과의 순 를 리스

트로 제공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는 실

험을 수행하 다. August, Hansen과 Shriver 

(2002)는 검색 결과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룹

화하는 클러스터 기법을 용한 Hyponym이라

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Roto(2006)는 Nokia 

핸드폰에 구 된 세 개의 상이한 인터페이스에 

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 Broussard, 

Zhou와 Lease(2010)는 University of Texas 

Library OPAC에 시범  모바일 검색 시스템

을 용 후, 이 시스템의 비용 비 효과를 조사

하 다. 

모바일 검색에 한 국내 연구는 주로 산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일반 인 웹 환경보

다는 주로 특정한 검색 시스템이나 검색 환경을 

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모바일 검색을 

한 시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특정한 검색 시스

템을 한 검색 기법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모바일 환경

의 이미지 시맨틱 검색 시스템(안병태, 박경모 

2014), 의미 계를 이용한 모바일 라이 로그 

검색 방법(서호, 조성배 2014), 인기도와 사용

자 성향을 고려한 모바일 소셜 검색 기법(안민

제 외 2013), 사용자 선호도 측 기법과 계층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상황 인식 모바일 

검색 기법(이해성, 권 희 2012), 문서 요약과 

사용자 로 일 기법을 모바일 메타 정보 검색 

모델(김재훈, 김형철 2009) 등을 제안한 연구

들이 그 이다. 한 모바일 환경에 최 화된 

인터페이스 개발과 련된 연구들과(박지은, 노

혜은 김찬일 2014) 모바일 치 정보 검색 

련 연구도 꾸 히 수행되어 왔다(권형오, 이태

훈, 홍 석 2009; 노혜은, 김찬일, 김 수 2014; 

복경수 외 2014; 박세리, 김미진 2009; 이 조 

외 2007).

일반 인 웹 환경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송효진, 이태휘, 김형주(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에서 롱테일 키워드에 한 컬 션 순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롱

테일 키워드와 의미  련성이 있는 다른 키워

드의 클릭 로그를 참조함으로써 롱테일 키워드

에 한 검색 결과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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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최근 연구로는 

이공계 학생과 학원생들의 정보기기 이용 

행태를 조사한 권나  외의 연구(2013)를 들 

수 있다. 서론에서 논의되었듯이, 이 연구에서

는 일상 기록 찰법, 실험, 설문지를 통하여, 검

색, SNS, 메신 와 같은 일상 속의 정보기기 활

용 행태를 조사하 다. 한 오세나와 이지연의 

연구에서는(2012)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을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 행태를 탐색 

주제와 고려요인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박소

연의 연구에서는(2011)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

이 제공하는 모바일 검색 기능의 성능과 특징을 

분석, 평가하 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모바일 검색 시

범 시스템을 제안하거나, 시스템의 검색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실험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즉, 국내외 선행 연구들 에서 실제 이용자들

의 실제 정보 요구에 근거하여 모바일 검색을 

수행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이 분야의 탐색  연구이며, 응답

자가 검색 결과의 합도를 평가하고 모바일 검

색에 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데 시간이 소요

된다는 을 고려하여 45명의 학생들을 상

으로 설문 조사와 실험을 수행하 다. 즉, 정보 

검색 분야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은 연구 주제를 

다루는 탐색  연구이며, 질  연구를 병행하며, 

검색 평가에 있어서 문성이 요구된다는 에

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공  복수 

공 학생 45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통계학 문헌에서 이변량 상 계와 같은 기

본 인 추론 통계 수행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

는 30명으로 제시되고 있다(Minium, King and 

Bear 1993). 

이 연구에서는 2014년도 2학기 서울 소재 여

자 사립 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온

라인정보검색론”과 “정보자원 리” 수강생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와 실험을 수행하 다. 체 

수강생들은 45명으로 모두 문헌정보학을 공

(39명) 는 복수 공하는(6명) 학생들로, 2학

년이 체의 49%(22명), 3학년이 36%(16명), 

4학년이 15%(7명) 다. 

이처럼 실제 이용자들의 실제 질의를 선택한 

이유는 이용자들의 질의가 이용자들의 웹 자료

에 한 실제 정보 요구를 반 한다고 단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

제 분야의 질의를 상으로 모바일 검색을 평가

하기 하여 이용자들의 실제 질의를 활용하기

로 하 다. 좀 더 구체 으로, 수강생들이 본인

이 심 있는 주제 분야의 질의 8개씩을 선정하

으며, 이 때,  질의와 문 인 질의를 

반씩 선택하고, 한 한 과 어 질의를 

반씩 선택하도록 하 다. 한 개별 질의 입력 

후, 노출된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상  10개의 

문서에 한 합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 즉, 

45명의 이용자가 선택한 총 360개의 질의에 

한 검색 결과 3,600개에 해 2014년 11월 말부

터 12월 까지 2주 동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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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항목

모바일 검색 행태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이용한 검색 횟수

∙포털 검색 시 스마트 폰과 PC  더 많이 사용하는 매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주제

∙스마트 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색 포털

∙입력된 질의에 해 검색 결과가 출력된 후, 평균 으로 조회(클릭)하는 문서 수

∙입력된 질의에 해 검색 결과가 출력된 후, 평균 으로 스크롤하는 화면 수

모바일 검색 평가

∙평가 상 포털  질의 8개 선택

∙질의별 상  10개 문서 합도 평가

∙5  척도 만족도 평가 

  - 컨텐츠( 합도, 최신성, 신뢰도)

  - 인터페이스

  - 근성

  - 검색 지원 기능

  - 모바일 검색 기능

∙모바일 검색 련 개선 방안 제안(컨텐츠, 인터페이스, 근성, 검색 지원 기능, 모바일 

검색 기능, 기타)

<표 1> 설문지 구성

체 질의  인 질의의 로는 “삼시

세끼”, “서울 날씨”, “Interstellar”, “Broadway 

musical”, “Sherlock season 4” 등을 들 수 있 

으며, 문 인 질의의 로는 “빅 데이터”, “텍

스트 마이닝”, “양  완화”, “슈뢰딩거의 고양

이”, “계량서지학”, “content-based instruction”, 

“metadata”, “OCLC” 등을 들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검색 포

털을 평가 상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네이버

를 선택한 응답자는 체의 88.9%인 40명, 구

을 선택한 응답자는 3명(6.7%), 다음을 선택

한 응답자는 2명(4.4%)이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1)

모바일 검색 행태, (2)모바일 검색 평가  개선 

방안 제시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반부는 오세나, 이지연(2012)의 연

구를 일부 참고하 으며, 후반부는 최상기(2000) 

등과 같은 웹 사이트 평가 련 연구들을 참고

하 다. 설문지의 구체 인 구성과 문항은 <표 

1>과 같다.

3.2 평가 기

이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모바일 검색 행태를 조사한 후, 실

험 형식으로 이용자들이 선택한 검색 포털에서 

질의별로 모바일 검색을 수행 후,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컨텐츠, 인터페이스, 근성, 검색 지

원 기능, 모바일 검색 기능 등의 평가 기 에 근

거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한 모바일 검색에 

한 개선 방안을 자유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이용자들에게 제시된 평가 기 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텐츠 평가 기 의 로는 

합도, 신뢰도, 최신성과 같은 결과의 품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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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해 정보의 비 , 고의 비 , 검색 결과 

 노출되는 컬 션의 성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인터페이스 평가 기 의 로는 인터페이

스의 단순함, 일 성, 명확성, 사용의 용이성, 

자 크기나 자체, 배경 색과 자 색의 선택, 

배경 색과 자 색의 조화, 결과의 길이(화면 스

크롤 수), 검색 결과의 수, 노출되는 컬 션의 

수, 노출되는 컬 션의 순서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보 근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근성 

평가 기 의 로는 기 화면 로딩 시간, 검색 

속도, 사이트맵 제공, 메뉴 배열에 있어서의 체

계성, 내비게이션(항해)의 용이성, 애 리 이

션 요구 유무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연 검색

어나 자동 완성 기능과 같은 일반 검색 지원 기

능과 음성 검색, 음악 검색, QR 코드 검색과 같

이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검색 기능도 평가 기

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용자들이 선택한 질의에 한 검색 

결과를 합도 기 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 다. 

검색 결과의 합도는 합, 보통, 부 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합성 평가 시 복수의 등  는 정도를 허용

하기 하여 3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김홍렬 2000; 노정순 

2004). 합도 평가 시 3  척도나 5  척도를 

사용할 경우 합도의 정도를 보다 상세하고 섬

세하게 표 할 수 있고, 평가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양극화되는 

험을 방지할 수 있다(맹성  외 1999). 

웹 환경에서는 검색되는 문서 수가 방 하기 

때문에 통 인 방식의 정확률을 사용하는 것

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상  n개의 결

과를 상으로( , 5개, 10개, 15개, 20개) 정확

률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

다(Voorhess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에서 상  10개의 검색 결과를 상으로 3  척

도로 합도를 평가한 것은 n순 (10순 ) 정

확률 측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용자들이 평가 차  평가 기 을 

숙지하고, 일 성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이용자들을 상으로 평가 차  기 에 

한 사  교육이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

히, 합도 평가 기   사례에 한 상세한 

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즉, 결과의 

체 인 내용이 질의와 일치하거나 한 련

이 있는 경우 합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반

면, 결과의 내용이 질의와  일치하지 않거

나 련이 없는 경우, 결과 문서에 질의가 등장

하지만, 문서의 반 인 내용이 질의와 무

한 경우 부 합으로 평가도록 하 다. 한 결

과에 질의와 련된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처

리된 경우, 결과 문서의 내용이 질의와 일부만 

련이 있는 경우, 질의가 검색 결과의 주요 주

제가 아닌 경우, 합이나 부 합으로 평가하

기 애매한 경우 등은 보통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합도 평가의 로서, “김연아 갈라쇼” 

질의에 해 김연아 갈라쇼 공연 동 상이 제

공되는 경우는 합, 김연아 갈라쇼가 등장

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의 공연만 등장하는 동

상은 부 합, 김연아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인터뷰 동 상  김연아 갈라쇼가 잠깐 언

되는 경우는 보통으로 평가된 사례가 제시되

었다. 

본 연구에 수집된 데이터에 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분석을 하여 PASW SPSS version 

23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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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모바일 검색 행태

<표 2>는 이용자들이 포털 검색 시 더 많이 

사용하는 매체의 빈도  분포를 보여 다. 포

털 검색 시 스마트 폰을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

가 PC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약 2배 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학생들이 학기 , 주  기 으로 

하루 평균 스마트 폰과 PC를 이용하여 수행하

는 검색 횟수의 분포를 각각 보여 다. 

<표 4>는 스마트 폰과 PC에서 검색하는 주제

의 빈도  분포를 보여 다. 

이용자들이 스마트 폰과 PC에서 검색하는 

주제는 명백한 차이를 보 는데, 모바일 환경

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는 생활정보 으

며,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쇼핑, 뉴스/미디어, 

빈도 %

스마트 폰 30 66.7

PC 13 28.9

스마트 폰과 PC가 동일함  2  4.4

<표 2> 포털 검색 시 더 많이 사용하는 매체

0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스마트 폰 검색 횟수 0 13 14 12 6

PC 검색 횟수 2 23 10 5 5

<표 3> 스마트 폰과 PC 이용한 검색 횟수 분포

순
스마트 폰 PC 검색

주제 응답자 수(%) 주제 응답자 수(%)

1 생활정보 42(93.3) 학업/연구 41(91.1)

2 엔터테인먼트 35(77.8) 쇼핑 36(80.0)

3 쇼핑 30(66.7) 지역/여행 22(48.9)

4 뉴스/미디어 25(55.6) 생활정보 19(42.2)

5
라이 스타일 22(48.9)

뉴스/미디어 18(40.0)
학업/연구 22(48.9)

6 엔터테인먼트 17(37.8)

7 문화/ 술 17(37.8) 문화/ 술 14(31.1)

8 건강/의학 14(31.1) 라이 스타일 13(28.9)

9 지역/여행 14(31.1) 사회 12(26.7)

10 게임 8(17.8)
건강/의학 10(22.2)

컴퓨터/인터넷 10(22.2)

<표 4> 스마트 폰과 PC에서 검색하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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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C에서 가

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는 학업/연구 으며, 이

어서 쇼핑, 지역/여행, 생활정보, 뉴스/미디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모바일 검색 시와 PC 검색 시에 

사용하는 검색 포털의 순 를 각각 보여 다.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포털은 네이버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구

, 다음 순으로 나타나 네이버에 한 쏠림 

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6>은 이용자가 특정 포털을 선택  사

용하는 이유를 보여 다. 

모바일 검색에서 특정 포털을 선택하는 이유

로 가장 많이 언 된 이유는 습 , 충성도 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익숙하다”, “편하다”, “홈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다”, “가족들이 사용한다”

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이어서 네이버의 블로

그, 실시간 검색, 메일, 다음의 카페와 같은 포털

의 제공 서비스를 선택 이유로 언 한 답변이 많

았다. 한 인터페이스의 심미성과 명확성, 포털

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정보량 때문에 특정 포털

을 선택한다는 이용자들도 존재하 다. 1순  

포털의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사용

하는 2순  포털로는 구 이 다음보다 훨씬 많

았으며, 구 을 선택한 이용자들의 경우, 네이

버에 비해 해외 자료나 이미지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표 7>은 모바일 검색 시, 질의 입력 후 출력

된 검색 결과에서 평균 으로 조회하는 문서 

수를, <표 8>은 모바일 검색 시, 질의 입력 후 

모바일 검색 1순 2순 3순 PC 검색 1순 2순 3순

네이버 41 4 네이버 39 4

구 2 20 2 구 4 29 2

다음 2 4 3 다음 2 2 5

네이트 1 1 네이트 1

<표 5> 모바일 검색과 PC 검색 시 사용하는 검색 포털 순

선택 이유 네이버 구 다음 네이트 빙

습 /충성도 21 2

제공 서비스 17 7 1

인터페이스 13 2 1 1 1

정보의 양 9 7

모바일 검색 기능(음악검색, 일본어 검색 등) 5

정보의 품질 3 1

주 이용 포털의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함 2 3 3

어 리 이션의 편리성 2

해외자료 10

이미지자료 8

문자료 2

<표 6> 모바일 검색 시 포털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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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간값 최빈치 최소값 최 값 표 편차

클릭 문서 수 5.4 5 5 2 13 2.51

<표 7> 클릭 문서 수의 기술 통계

평균 간값 최빈치 최소값 최 값 표 편차

스크롤 횟수 3.5 3 2 1 9 1.86

<표 8> 화면 스크롤 수의 기술 통계

출력된 검색 결과에서, 평균 으로 스크롤하는 

화면 수를 보여 다. 이때 화면 스크롤은 한 

화면이 완 히 새로운 화면으로 변경되는 경우

로 정의되었다. <표 7>과 <표 8>을 통하여 모바

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일반 으로 클릭하는 

문서 수가 5.4건으로 은 편이며, 수행하는 스

크롤 수 역시 3.5회로 매우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검색 시 은 수의 요약

된 합 문서를 결과 화면에 배치하여, 지나치

게 긴 스크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4.2 모바일 검색 평가

이용자들이 평가 상으로 선택한 검색 포털

들은 <표 9>와 같다. 

네이버 구 다음

응답 빈도(%) 40(88.9) 3(6.7) 2(4.4)

<표 9> 평가 상 검색 포털

<표 10>은 이용자들이 선택한 8개 질의의 검

색 결과  상  10개 결과의 정확률에 한 기

술 통계이다. 즉, 총 3,600개 검색 결과의 정확률

은 0.7로 보통 이상이지만, 이 결과가 상  10개 

문서에 한 정확률임을 고려할 때, 개선의 필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검색 결과가 존

재하지 않거나, 속 시 에러가 발생하거나, 문

서나 동 상이 삭제된 경우와 같이 문제가 있는 

오류 문서(결과)가 체 결과의 1.9%(n=67개)

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1>은 이용자들이 각각 8개씩의 실제 질

의를 이용하여 모바일 검색을 수행 후, 포털의 

모바일 검색의 컨텐츠, 인터페이스, 검색 지원 

기능, 모바일 검색 기능, 근성에 한 만족도

를 5  척도로 평가한 내용이다. 일반 검색 기

능(자동 완성 기능, 연  검색어 기능)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바일 검

색 기능, 인터페이스, 근성에 한 만족도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텐츠에 있어서

는 최신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합도와 신뢰도에 한 만족도는 각각 보통과 보

통 이하로 나타났다.

<표 12>는 검색 수행 후, 이용자들이 포털의 

모바일 검색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

목을 보여 다. 개선이 가장 시 한 분야는 컨

텐츠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터페이스, 근성, 

모바일 검색 기능, 일반 검색 기능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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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간값 최빈치 최소값 최 값 표 편차

정확률 0.7 1 1 0 1 0.45

<표 10> 정확률의 기술 통계 (n=3,600, 결측값=67)

체 평균 표 편차 네이버 평균 구  평균 다음 평균

컨텐츠 합도 3.02 0.96 3.00 3.00 3.50

컨텐츠 최신성 3.51 0.94 3.55 3.33 3.00

컨텐츠 신뢰도 2.82 0.89 2.83 3.00 2.50

인터페이스 3.59 0.92 3.67 2.67 3.50

일반 검색 지원 기능 3.71 0.69 3.75 3.00 4.00

모바일 검색 기능 3.69 0.82 3.65 4.00 4.00

근성 3.42 0.99 3.53 2.33 3.00

<표 11> 만족도 기술통계

응답자 수 %

컨텐츠 41 91.1

인터페이스 26 57.8

근성 17 37.8

모바일 검색 기능 11 24.4

검색 지원 기능 10 22.2

기타 8 17.8

<표 12> 개선이 필요한 분야

4.3 모바일 검색에 한 개선 방안

이용자들이 선택한 검색 포털에 한 평가 작

업을 수행한 후, 모바일 검색에 한 개선 방안

을 자유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즉, 이용

자들이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하여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이용 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를 구체 으로 논하고, 이에 한 개선 방안을 논

하시오”라는 설문 문항에 답하 으며, <표 13>은 

이용자들이 검색 포털의 모바일 검색에 해 구

체 으로 제안한 개선 사항을 보여 다. 

<표 13>에 따르면, 모바일 검색에서 개선이 

가장 시 한 분야는 컨텐츠이며, 이어서 인터페

이스, 근성, 모바일 검색 기능, 일반 검색 기

능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수 응답자가 검

색 결과의 합성 부족을 컨텐츠의 가장 우선

인 개선 사항으로 지 하 다. 즉, 제목이나 본

문에 질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 합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경우가 지 않으며, 문 인 

질의의 경우 인 질의보다 검색 결과의 

합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 질의와 

문 인 질의의 정확률을 평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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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응답자 수

네이버 구 다음

컨텐츠 36 3 2

- 합성 22 1

- 신뢰성 16 1 1

- 고 14 1

- 외국어 질의에 한 검색결과 9 1

- 최신성 4 1

- 유해성 1

- 복결과 1 1

- 자체 제작 컨텐츠의 부족 3 1

인터페이스 23 2 1

- 합하지 않은 컬 션 순 17 1

- 컬 션 구분 필요 6 2

- 합하지 않은 컬 션 내 문서량 5 1 1

- 컬 션 순 의 일 성 5

- 세 한 자조 기능, 화면확  기능필요 4 1

- 복잡함 3

- PC의 검색결과와의 일 성 3 1

- 검색 결과 정렬 방식 2 2

- 검색 결과 화면의 길이 1 1

- 아이콘 모양 1

근성 13 3 1

- 속도 9 1

-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요구 6 2

- 사이트맵 1 1

- 검색결과가 모바일 사이트가 아닌 PC사이트임 1

- 메뉴배열 1

검색 지원 기능 9 1

- 상세 검색 기능(고  검색 기능) 6 1

- 연 검색어기능 1 1

- 자동완성기능 2

모바일 검색 기능 9 1 1

- 인식오류 3 1

기타 7 1

- 치 정보 수집 동의 필요함 1

- 기사 제공 방법 1

- 동 상 재생버튼이 없음 1

- 스크롤 방향의 일 성 1

<표 13> 모바일 검색에 한 개선 방안

 질의 문  질의
t p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확률 0.74 0.433 0.67 0.465 4.396 <.001

<표 14>  질의와 문  질의의 정확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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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 따르면, 인 질의의 평균 정

확률은 0.74, 문 인 질의의 평균 정확률은 

0.67이었으며,  질의와 문 질의의 합도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T-test를 용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t(3531)=4.396, p<.001). 

둘째, 의학 분야 질의와 같은 문 인 질의

에 한 검색 결과 상 에 블로그, 카페, 지식iN, 

키백과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컬 션의 문서

가 노출되는 것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셋째, 쇼핑, 패션, 음식, 라이  스타

일 련 질의 입력 시, 검색 결과에서 고의 

비 이 높다는  한 불편 사항으로 지 되

었다.

넷째, 네이버의 경우, 외국어 질의에 취약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외국어 질의와 한  질

의 간에 검색 결과의 양이나 질, 최신성에 있어

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인명, 화

명, 기 명 등을 어와 한 로 동시에 검색 시 

결과의 양  정확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를 들어, 한  질의 “인터스텔라”

를 입력한 경우와 어 질의 “Interstellar”를 입

력한 경우, 제공되는 검색 결과의 양이나 결과

의 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한  질의와 어 질의의 정확률을 평

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따르면, 한  질의의 평균 정확률

은 0.72이고, 어 질의의 평균 정확률은 0.69

으며, 한  질의와 어 질의의 합도 차이

를 분석하기 하여 T-test를 용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3531)=2.527, p<.05). 

인터페이스에 한 평가를 살펴보면, 반

으로 인터페이스의 심미성, 명확성, 직 성 등

에 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

색 결과의 컬 션 순 에 해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구체 으로 부 합한 

컬 션 순 를 문제 으로 지 한 응답자가 많

았는데, 이는 에서 언 된 컨텐츠의 신뢰도와

도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이버의 경

우, 검색 결과 상 에 블로그, 지식iN, 카페 등의 

컬 션이 집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과의 

권   신뢰도를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학문 이거나 문 인 질의의 

경우, 블로그, 지식iN, 카페, SNS와 같은 컬

션보다는 지식백과, 문정보와 같은 컬 션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재 

검색 포털들의 컬 션 순 는 부분 클릭 로그, 

즉 컬 션의 클릭 횟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질

의의 주제나, 성격, 유형 등을 반 한 보다 정교

한 컬 션 순서 결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 네이버 검색 결과에 블로그, 

지식iN, 카페 컬 션의 문서들이 컬 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컬 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는 의

견과 컬 션 내 문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한  질의 어 질의
t p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확률 0.72 0.440 0.69 0.461 2.527  <.05

<표 15> 한  질의와 어 질의의 정확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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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존재하 다. 질의별로 검

색 결과의 컬 션 순 가 유동 인 을 불편 

사항으로 지 한 응답자들도 존재하 다. 이 

외에도 모바일 검색 결과와 PC 검색 결과 간에 

일 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 크기 조  기

능 는 화면 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 다. 

근성에 있어서는 검색 속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바일 검색 기능을 이

용하기 하여 어 리 이션 다운로드가 요구

된다는 을 불편 사항으로 언 한 경우가 존재

하 다. 네이버의 경우, 음악 검색, 와인 검색과 

같은 모바일 검색뿐만 아니라, 메일, N-drive와 

같은 일반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경

우에도 서비스별로 별도의 어 리 이션이 요

구되는 상황이다. 

PC에서 지원되는 상세 검색 기능 는 고  

검색 기능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다는 에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하 다. 즉, 보다 정교한 검색을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상세 검색 기능의 지원이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 검색, 일본어 검색, 한자 검색

과 같은 모바일 검색 수행 시 인식의 오류가 발생

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검색의 주 이용자 계층

인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모바일 검색 행

태를 조사하고,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검색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평가를 수

행하 다. 즉, 실제 이용자들이 실제 질의를 이

용하여 모바일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포털들

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컨텐츠, 인터페이스, 

모바일 검색 기능, 근성 등의 기 에 근거하

여 평가하고,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다양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검색 서비스 사용 시 경험했던 불편 사항, 개선

을 제안한 사항 등에 하여 심층 으로 조사하

여,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한 개선 방안을 제

시하 다. 

연구 결과, 포털 검색 시 스마트 폰을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PC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 

수의 약 2배 반에 달하 으며, 이용자들이 스마

트 폰과 PC에서 검색하는 주제는 명백한 차이

를 드러냈다. 모바일 검색 시 이용자들이 사용

하는 포털 순 에 있어서는 특정 포털에 한 

집  상이 강하 으며, 모바일 검색에서 특정 

포털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습 , 충성도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검색 시 이용자들이 질

의 입력 후 출력된 검색 결과에서 클릭하는 문

서 수와 수행하는 스크롤 수 모두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바일 검색에서 개선이 가장 시 한 

분야는 컨텐츠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터페이

스, 근성, 모바일 검색 기능, 일반 검색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텐츠의 합도와 신뢰

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고의 비 을 축소하는 

것 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

서는 인 질의의 정확률이 문 인 질의

의 정확률보다 높았고, 한  질의의 정확률이 

어 질의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이버를 비롯한 검색 포털들은 문 인 질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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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의에 한 검색 결과의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모바일 통

합 검색 결과의 컬 션 순서에 한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환경은 PC 환경에 

비해 화면이 작고 조작이 불편하다는 제약이 있

기 때문에, PC보다 더 정확하고 요약된 검색 결

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컬 션 순서의 

향력이 더 증 된다고 할 수 있다(송효진, 이태

휘, 김형주 2012). 따라서 질의의 특징이나 성격

을 활용하여 컬 션 순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근성에 있어서는 속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요구

를 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세 검색 

기능 지원이나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검색 기능

의( , 음성 검색, 음악 검색) 인식 정확성 향상 

등이 요구되었다. 

향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색은 꾸 히 증

가할 것으로 측되므로, 모바일 검색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수행 결

과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모바일 검색 평가에 한 탐색

 연구라는 측면에서 비교  은 수의 동질

인 이용자들을 상으로 조사를 수행하 다. 향

후 연구에서는 무작  표본 추출을 통해 수집된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

는 평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공생들을 상으로 조

사를 수행하 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정

보학과 공생들과 타 공생들 간의 비교 작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표본 추출  자료 

수집 과정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자들의 실제 정보 요구와 정보 행태

를 반 하기 하여, 이용자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며 심 있는 검색 포털을 평가 상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평가 상이 특정 포털에 편

되는 상이 발생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포

털별로 균등한 인원을 배분한 후 실험을 수행하

여 포털들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비교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웹 검색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  로

그 분석은 이용자와 검색 시스템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을 기록하고, 이용자의 실제 검색 행

태를 사실 으로 반 한다. 따라서 로그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반 인 모바일 검색 행태

를 분석하고, 이를 모바일 검색 시스템 구   

개선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로

그 분석을 통하여 PC 이용자와 모바일 이용자

의 검색 행태를 심층 인 비교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한 검증  보

완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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