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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검색과 관련하여 내비게이션의 개념에 대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

연구를 통해 웹 내비게이션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웹이 등장한 1995년을 기준으로 최근 

2012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국외 학술지에 출판된 총 38편의 웹 네비게이션 연구 논문들을 내용분

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웹 네비게이션의 개념 정의를 조사하였다. 웹 정보검색에 있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비게이션 개념은 크게 네비게이션 행위, 네비게이션 전략, 네비게이션 디

자인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의 범위와 핵심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서론

Furnas와 Jul은 1997년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학술회의에서 이용자

의 웹 정보탐색행위를 웹 네비게이션이라 정

의하고, 이를 네 가지 구성요소인 이동

(locomotion), 의사결정(decision-making), 과

정(process), 상황(context)으로 설명하였다. 

곧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웹이라는 정보공간

에서 이동과 의사결정을 포함한 과정을 말하

며, 이 과정은 정보환경에 따라 맥락에 지극

히 의존적이다고 정의하였다.

이 후, 웹 네비게이션은 이용자의 웹 정보

탐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문헌

정보학 연구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

나 웹 네비게이션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

하고,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검색에 있어서 웹 네비

게이션 개념에 대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논

의되고 있는 담론들을 정리하여 그 개념의 범

위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아

직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웹 정보탐색 연구에

서 중요한 개념인 네비게이션에 대한 이론개

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네비게이션 개념 분석

2.1 분석대상 선정

정보검색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연구를 분석

하기 위한 자료 분석 대상은 웹이 등장한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도까지 출판

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검색에 있어서 네비게이션을 논하고 웹 

혹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논문을 추출

하기 위해, Library and Information Abstract 

(LISA)에서 제공하는 디스크립터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과 검색어 ‘네비게이

션(navigation)’, ‘네비게이팅(navigating)’을 이

용하였으며 ‘웹(Web 또는 WWW)’, ‘인터넷

(Internet)’의 주제 검색을 병행하였다.

총 38편이 검색되었으며, 제목과 초록에만 

네비게이션이 언급되었을 뿐, 실제 논문 본문

에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6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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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32편의 연구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2.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 Lincoln

과 Guba(1985)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귀납적 

코딩과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적용하였다. 수

집한 연구논문들은 모두 텍스트파일로 저장하

여 네비게이션에 대한 기술 내용은 한 줄씩 

분석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등에 메모하는 개방코딩을 이용하여, 줄 단위

분석으로 추출된 개념들을 네비게이션에 대한 

개념의 정의나 특성 등에 대해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코딩작업

을 수행하였다. 코딩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위해 정성적 연구 자료분석 프로그램

인 NVvivo10을 사용하였다. 

2.3 웹 네비게이션에 대한 이해

정보검색에서 웹 네비게이션에 대해 정의내

려진 개념들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1 참조). 

첫째, 네비게이션 행위는 이용자가 웹이라

는 정보공간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움

직임을 의미하며, 네비게이션의 행위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춘 담론들을 분석한 개념정의와 

특성들을 정리한 것이다

둘째, 네비게이션 전략은 네비게이션을 통

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웹에서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탐색 전략들을 의미한다. 

셋째, 네비게이션 디자인은 정보시스템 인터

페이스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용

자의 네비게이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갖추

어야 되는 디자인 요소들을 뜻한다. 

3. 네비게이션 행위에 관한 담론

3.1 브라우징 같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동하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로써 곧, 

Furnas(1997)가 정의한 정보간의 이동, 의사

결정을 포함한 과정으로서의 네비게이션 개념

이 웹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웹에서의 네비게이션에 대한 정보행위로서

의 대부분의 논의는 명확한 네비게이션에 대

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않고, ‘웹 브라우징

(web browsing)’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였

다.  웹 네비게이션은 넓은 의미로 다음과 같

은 ‘스캐닝(scannig)’, ‘스크롤링(scrolling)’ ‘링

크따라가기(link following)’등 웹에서 이용자

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여 설명하

고 있다.

네비게이션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는 모
든 행동으로 시스템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행동을 의미한다(Tabatabai &Shore, 2005).

네비게이션은 다양한 일련의 브라우징 활동을 
포함한 시스템 내에서의 경로 이동을 뜻한다
(Koch et al, 2006, 184).

네비게이션은 링크따라가기, 목록 스캐닝하기를 
포함한 웹 정보행위를 말한다(Yuan & Belkin, 
2010, 1543).

 이처럼, 네비게이션에 대한 정보 행위로서

의 개념정의는 하이퍼텍스트 시스템 연구

(Bates 1979, Marchionni 1995)에서 논의되

었던 브라우징의 전략으로서의 제시한 네비게

이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다. 

Bates(1979)가 현재의 웹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 않고 정의하였던 ‘파일구조 네비게이션

(file structure navigation)’이나 Marchionni 

(1995)의 백트래킹이나 링크를 선택하는 일종

의 네비게이션 전략이 웹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Dani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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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등은 웹 네비게이션은 기존의 닫힌 시

스템과 비교하여, 시스템 내외로 움직일 수 

있는 웹이라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차이만 있

을 뿐, 기존의 닫힌 하이퍼텍스트 정보검색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탐색 모델이나 네

비게이션 행위가 웹 환경에서도 유용한 이론

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

듯 웹 네비게이션 행위에 대한 다수의 담론들

은 기존의 하이퍼텍스트의 브라우징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구조간의 이동, 스캐닝, 

모니터링을 포함한 네비게이션 정의에 기반하

여 웹 정보환경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목적지향적인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에 대해 목적 지향적 정보행위라

고 정의하는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목표(goal)’, ‘길찾기(wayfinding)’, ‘방

향성(direction/directed)’,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등이며, 주로 웹 네비게이션은 이

용자가 웹이라는 공간에서 “원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움직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네

비게이션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길

찾기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연한 발견

을 꾀하는 탐험적 탐색행위와 구분되는 ‘방향

성’(목적지향)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의 네비게이션 행위는 움직임과 백트래
킹으로 이루어지는데, 움직임은 잘 계획된 상
호작용을 의미한다(Zhang, 2008, 1342). 

이용자가 네비게이션의 목표를 정하면, 그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검색전략을 세운
다...주로 시스템의 네비게이션 도구들을 사용
해 일련의 검색전략들을 다양하게 구사한다 
(Danielson, 2002, 603)

 
이러한 목적지향적인 네비게이션에 대한 정

의는 또한 네비게이션 디자인 담론과도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시스템 설계나 

유용성 평가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행위의 방

향성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나 사이트맵 같은 다양한 

네비게이션 디자인요소들에 관련된 논의가 같

이 이루어졌다. 

3.3 구조화된 네비게이션 (conceptual 

navigation, semantic navigation)

구조화된 네비게이션은 정보의 계층구조를통

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연관된 정보를 찾는 

네비게이션 행위를 말한다. 구조화된 네비게이

션을 다루는 담화는 주로 이용자가 찾는 정보의 

‘맥락(context)’, ‘구조(structure/system)’, ‘주제

(subject)’, ‘조직화(organizational/hierarchically 

structured)’, ‘관계/연관성(relation)’등을 강조

함으로써 웹 네비게이션이 단순한 정보제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구조를 통해 관련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Dantas 등(2010)은 구조화된 네비게이션을 

“맥락이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네

비게이션(p.419)”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으

로 온톨로지가 구축된 웹 사이트에서 개념의 

관계들을 이해하고 연관된 정보를 탐색하는 

네비게이션을 그 예로 들었다. 

정보검색에서 웹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검색
하는 정보의 네비게이션 맥락, 즉 검색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적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가 수행하고 있
는 과제 맥락(context)에 반드시 제시되어 있
어야 한다 (Dantas et al, 2010, 415).

이에 대해, Toannis 등(2009) 또한 “시맨틱 

네비게이션(sematic navigation, p.780)” 이라

는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조화된 네비게이션은 웹 네비게이션 디자

인 요소에서 정보를 분류한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기존의 시스템에 온톨로지, 주

제표목표 등을 적용한 네비게이션 디자인 설계

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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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셜 네비게이션(social navigation)

소셜 네비게이션은 시스템의 다른 이용자들

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네비게이션을 의

미한다. 이러한 소셜 네비게이션의 개념은 최

근 주목받고 있는 웹 2.0 기술을 바탕으로 협

력필터링, 코멘트기능 등을 이용해 이전의 이

용자의 네비게이션 경로를 경험하게 되는 네

비게이션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Yakel(2006)은 소셜 네비게이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셜 네비게이션은 웹 사이트 방문자가 이전
의 방문자가 이동한 네비게이션 경로를 경험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이용자가 정보공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Yakel, 2006,).

이러한 소셜 네비게이션은 특히 행위로서의 

네비게이션이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의 네비게이션 행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4. 네비게이션 전략에 관한 담론

4.1 파일구조 네비게이션 

파일구조 네비게이션은 웹 사이트의 정보를 

분류한 카테고리 정보나 정보의 계층구조를 명

확히 보여줌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그에 연관된 정보까지 찾을 수 있는 네비게이

션 전략을 의미한다(Huntinton et al, 2007; 

Melanie et al, 2007; Yuan & Belkin, 2010). 

이 전략은 구조화된 네비게이션 행위와 연

관이 되어 담론에서 같이 논의됨을 알 수 있

었다. ‘체계화된 구조 (systematic structure/ 

system)’를 통해 연관 주제나 의미 관련된 정

보를 접근하는 구조화된 네비게이션(Dantas 

et al., 2010), 시맨틱 네비게이션(Toannis et 

al., 2009)를 지원하는 전략들로 해석된다.

4.2 링크 네비게이션

링크 네비게이션은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구

축된 링크를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전

략을 뜻한다(Huntington et al. 2007; Kathryn 

& Spyridakis, 2007; Yuan & Belkin, 2010). 

특히 Yuan & Belkin, (2010)은 검색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전자책의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네

비게이션 전략임을 이용자 연구를 통해 검증하

였다.

이 네비게이션 전략은 설계자에 의해 구축

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네비게이션이 이루

어지므로, 네비게이션 디자인에 있어서 방향

상실, 인지적과부화 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Kathryn & Spyridakis, 2007). 이용자가 

네비게이션 동안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지나온 경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인지적 과

부하를 겪게 되며, 정보를 탐색하는 동안 방

향상실 및 정보공간에서 길을 잃는 현상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원하는 다

양한 디자인 요소로 연관되어 해석된다.

5. 네비게이션 디자인에 관한 담론

5.1 방향상실, 인지적 과부하

방향상실, 인지적 과부화는 네비게이션 동안 

이용자가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지나온 경

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제가 점점 복잡해

짐에 따라 처리하는데 있어 인지적 과부화를 겪

게 됨을 의미한다(Jacek & Ian 2007; Kathryn 

& Spyridakis, 2007; Pardue et al. 2009). 이

로 인해 정보공간에서 방향상실 및 길 잃는 현

상과 “심리적 혼란(subjective lostness)”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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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되는 것이다(Jacek & Ian 2007, 357). 

이러한 개념은 네비게이션의 길찾기, 방향성 

개념과 연관되어 인터페이스나 시스템 설계에

서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환경적 정보, 즉 

위치정보, 표지판 등의 디자인 요소로 구축되

어 네비게이션의 효율성과 연관되어 해석된다.

5.2 시각적 단서와 시각화

네비게이션은 이용자들이 웹 공간에서 정보

를 탐색하는 동안 자신의 위치와 이동방향에 

대한 맥락을 얻기 위해 시각적 단서를 필요로 

한다. 시각적 단서는 주로 이용자에게 웹 공간

에서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위

치정보나 방향성을 지시해주기 위한 다양한 네

비게이션 맵 등을 뜻한다.(Kouroupetroglou et 

al, 2008; Gross & Lutie 2011; Dainelson 

2002; Kathryn & Spyridakis 2007) 

이러한 네비게이션 디자인 개념은 이용자에

게 정보공간에 대한 인지적인 도움을 제공하

며, 이동하는데 있어서 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링크 네비게이션과도 연관하여 해석된다. 또한 

시각적 단서와 시각화에 관련된 네비게이션은 

시스템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데 필요

한 네비게이션 도구들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메뉴, 사이트맵, 풀다운 메뉴, 위치정보, 색

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네비게이션 도구들은 

이용자의 효율적인 네비게이션을 평가하는 기

준으로 해석된다.

6. 결론 및 제언

정보검색 영역에서 네비게이션에 관련된 정

보행위 연구는 웹 공간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 공간을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1)

브라우징 개념의 넓은 의미의 네비게이션과, 

보다 네비게이션의 방향성을 강조한 좁은 개

념의 2)목적지향적인 네비게이션, 정보의 구

조를 이용하여 연관된 정보를 탐색하는 3)구

조화된 네비게이션, 다른 이용자의 네비게이

션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4)소셜 네비게이

션으로 분류되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네비게이션 행위들은 네

비게이션 전략과 디자인 개념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용자가 웹에서 네비게

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련의 

네비게이션 전략들이 활용되며, 이는 또한 시

스템을 설계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시스템 디자인 요소들로 상호 연관됨이 파

악되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웹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 개념들을 

정리하여 웹 정보탐색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분석대

상이 국외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논문으로 국

한돼 국내 연구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

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한국 문헌정보

학 연구담론에서는 네비게이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웹 환경에서의 그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비교연구

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웹 정보행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탐색 모델에 

기반을 둔 이론적 해석 뿐 아니라, 웹 환경에

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개념들을 통한한 모

델이나 이론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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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개념

구성요소 특성

네비게이션 
행위

브라우징같은 
네비게이션

스캐닝, 스크롤링(scrolling), 링크따라가기(link 
following),백트래킹(backtracking), 링크선택 등의 행동을 포괄 
Bates(1979), Marchionni(1995)의 브라우징 전략의 하나로서의 
네비게이션 개념을 웹으로 확장함

목적지향적인 
네비게이션

우연한 정보획득이나 브라우징이 아닌, 원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정보탐색
행위
효율적인 정보탐색을 위해서 적절한 네비게이션 전략 또는 시스템의 네비
게이션 구성요소 사용이 필요함
원하는 정보찾기(길찾기), 의사결정, 계획실행 등 정보요구가 뚜렷함

구조화된 
네비게이션

제공된 맥락, 주제, 관계정보 등 잘 갖추어진 정보구조를 통한 네비게이
션
단순한 정보제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구조를 통해 관련정보를 탐색하
는 네비게이션

소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다른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하게 되는 네비게이션
웹 2.0 서비스의 코멘트기능,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등 
다른 이용자들의 네비게이션 경로를 경험함

네비게이션 
전략

파일구조 
네비게이션

환경적 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체계화된 정보 구조 제시 
구조화된 네비게이션과 상호 연관됨

링크 
네비게이션

링크 따라가기(link following)
단계별 움직임, 웹 사이트 간의 이동을 의미
방향상실, 인지적 과부하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디자인과 상호 연관됨 

네비게이션 
디자인

방향상실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 길잃음(lostness)에 따른 네비게이
션 어려움
현재 어떤 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치정보와 사이트맵, 색인 등 네비게
이션 지도의 필요성 
시스템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돕는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의 설계/ 평가

시각적 단서, 
시각화

현 위치 및 방향, 네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의 시각적 요소
방향성 확보를 위해 시각적 단서들을 통한 정보의 시각화, 이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디자인
메뉴, 사이트맵, 풀다운 메뉴, 위치정보, 색인 등 네비게이션 도구들의 
유용성  
시스템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돕는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의 설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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