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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검색은 통 인 검색과 웹 검색을 차별화시키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분석, 평가하 다. 이를 하여 이용자들이 

입력한 통합 검색 질의들로 구성된 질의 로그와 질의에 한 검색 결과에서 이용자들이 조회한 문서를 기록한 

클릭 로그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이용자가 입력하는 멀티미디어 질의  음악 질의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이미지 질의와 동 상 질의의 비 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멀티미디어 련 컬 션들 

 이용자가 가장 많이 조회하는 컬 션은 동 상 컬 션이었고, 이어서 이미지 컬 션, 음악 컬 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입력하는 멀티미디어 질의나 멀티미디어 컬 션에서 클릭하는 문서 모두 엔터테인먼트와 

련된 주제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털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구축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main difference between web searching and traditional searching is that the web provides 
and supports multimedia searchi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ultimedia searching 
behavior of users of NAVER, a major Korean search portal. In conducting this study, the query 
logs and click logs of a unified search servic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mong the multimedia queries submitted by users, audio searches are the dominant media 
type, followed similarly by video and image searche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multimedia 
documents clicked on, video is the most popular collection type followed by image and audio 
collections. Entertainment is the most popular topic in both multimedia queries and clic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for the portal's development of multimedia content 
and search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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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멀티미디어 검색은 통 인 검색과 웹 검색

을 차별화시키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많

은 웹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찾기 

해 검색 포털을 이용하고, 검색 포털들은 멀티

미디어 련 컨텐츠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다

양화하고 있는 실이다. 한편 웹 검색 분야에

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국내 선행 

연구들  웹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

태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행태를 분

석,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들로 구성된 질의 로그와 이용자들

이 조회한 문서들로 구성된 규모 클릭 로그

를 활용하고자 한다. 부분의 국내 검색 포털

들은 지식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디 토리, 

쇼핑, 문 자료, 이미지, 음악, 동 상 등 다양

한 컬 션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들은 통합 검색을 통해 다양한 컬 션을 동시

에 검색할 수 있고, 특정한 컬 션을 선택하여 

별도의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부분의 이

용자들은 컬 션 별로 별도의 검색을 수행하기 

보다는 통합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포털의 검색 서비스  가장 이용도가 높고 

인 서비스는 통합 검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이 호, 박소연, 권 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털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분석하기 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합 검색의 로그를 활용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멀티

미디어 검색어 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멀

티미디어성 질의를 악한 후 이들의 특징  

분포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자

료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음악, 동 상 컬

션에서 발생한 클릭 행태의 분포와 특징을 분

석하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웹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이용 행태  정보 요구에 한 이

해를 심화시킬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향후 포털의 검색 서비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포털 업체들의 효과 인 멀티미디어 컨

텐츠 구축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2. 선행 연구

국외 웹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로는 Jansen과 Spink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Jansen과 Spink 등은 1990

년  후반부터 트랜잭션 로그 분석을 통하여 

웹 이용자들의 검색 행태를 조사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웹 검색 엔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해 왔다. 즉 Jansen, Goodrum, 

Spink(2000)는 1997년 9월 16일 하루 동안 익

사이트 검색 엔진에서 생성된 211,058개의 세

션과 1,025,908개의 질의를 상으로 멀티미디

어 질의를 추출하기 한 검색어 기 을 설정하

고, 이에 근거하여 이미지, 음악, 동 상 질의들

을 추출한 후, 이러한 질의들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 다. Ozmutlu, Spink, Ozmutlu(2003)

는 2001년도 익사이트 로그를 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고, 1997년 데이터와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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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특징을 비교하고 추이를 분석하 다. 

한 Spink와 Jansen(2006)은 2005년 5월 6일 

메타검색엔진인 도그 일에서 생성된 트랜잭

션 로그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반 웹 질의뿐만 아

니라 이미지, 음악, 동 상 질의의 특징을 분석

하 다. Tjondronegoro, Spink, Jansen(2009)

은 2006년 5월 15일 하루 동안 도그 일에서 

생성된 트랜잭션 로그  일부를 사용하여 도

그 일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의 특

징을 분석하 다. 한 이러한 결과를 1997년

과 2001년 익사이트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

와 비교하 다. 한편 멀티미디어의 세부 유형

들 에는 이미지 검색과 련된 연구가 상

으로 더 많이 수행되어 왔다(Jansen 2008; 

Chung and Yoon 2009).

국내 웹 검색에 한 연구는 산학, 경 학, 

문헌정보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들  로그 분석을 통

해 웹 이용자의 검색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박소연, 이 호 2002; 이 호, 박소연, 권

성 2003), 멀티미디어 검색보다는 일반 인 

웹 검색에 을 맞추었다. 한편 국내 멀티미

디어 검색에 한 최근 연구는 일반 인 웹 환

경보다는 주로 특정한 검색 시스템이나 검색 환

경을 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멀티미디어 

검색 기법이나 검색 시스템의 개발  구 , 실

험을 통한 검색 기법의 성능 평가 등에 집 되

어 왔다(김성희 2004; 김용, 문성빈 2007; 김용, 

소민호 2009; 노승민, 황인  2003; 박창섭 

2007; 유소 , 문성빈 2004; 백우진 외 2008).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 에서 로그 분석

을 통해 일반 인 웹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 에서 실

제 이용자가 입력한 질의뿐만 아니라 클릭한 

문서들까지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

버를 상으로 질의 로그와 클릭 로그에 근거

하여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분석

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

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조사, 

분석하 다.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 국내외 

검색 포털 분야에서의 네이버의 상과 성 

때문이다. 네이버는 2000년  반 이후 국내 

검색 포털들  시장 유율 조사, 방문자 수 

조사 등에 있어서 지속 으로 1 를 차지하고 

있다. 즉, 네이버는 웹 사이트 평가  트래픽 

분석업체인 인터넷 메트릭스(http://www.m

etrixcorp.com)와 Korean Click(http://ww

w.koreanclick.com) 등의 방문자 수 조사에서 

1 를 차지하여 왔다. 좀 더 구체 으로 Korean 

Click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유율이 2009년도 1년 동안 64%에서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민옥 2010). 

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Comscore(http://w

ww.comscore.com)의 2009년 7월 세계 검색 

엔진 순 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 , 야후, 바이

두, MSN에 이어 3년 연속 5 를 차지하는 등

(최  2009), 국제 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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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따라서 네이버에 입력된 질의들이 국

내 웹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들에 한 표

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되었다. 

국내 웹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이

용 행태를 조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이버 통합 검색 질의 로그와 클릭 로그를 분석

하 다. 일반 으로 웹 검색 서비스의 로그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를 기록한 질의로그와 

질의에 한 검색 결과에서 이용자가 조회한 

문서를 기록한 클릭 로그로 구성된다. 개별 질

의에 한 클릭 로그는 이용자들이 조회한 문

서로 구성되며, 질의별로 클릭 횟수가 100만 회

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수 이용자들

의 정보 요구가 집 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 17일과 2007년 

8월 10일 이용자들이 네이버 통합검색 창에 입

력한 체 질의 에서 각각 700개씩 총 1,400

개의 질의를 무작 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질의 선정 이 에 로그 정제 작업을 통하여 로

이나 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하는 질의, 

편법을 이용하여 클릭 횟수를 조작하는 클릭 

어뷰즈(click abuse), 클린 검색에 의해 속이 

차단된 성인성 질의 등을 제외하 다. 한편 하

루에 입력되는 통합 검색 질의들  인기 질의

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 출 한다는 특징이 있

다. 즉 “네이버”, “다음”과 같은 질의나 인기 

연 인과 련된 질의들의 경우 수십만 회에서 

수백만 회까지 입력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집

단의 특징을 부분 으로 반 하기 하여 질의 

추출 시 질의가 복되어 포함되는 것을 허용

하 다. 

2007년 5월 17일과 8월 10일의 날짜를 선택

한 이유는 이 날짜들이 주 의 평일을 표할 

수 있는 다른 요일의 날짜이기 때문이다. 한 

이용자들의 구체 인 검색 행태가 기록된 가장 

최신 로그가 포털들의 외비로 간주되어 확보

되기 어려운 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시

에서 비교  최신의 질의들을 구할 수 있는 날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색 포털의 로그를 분

석한 국외 선행 연구들의 경우 실 인 제약 

때문에 7년 이상 경과된 로그를 분석하는 경우

도 존재한다(Jansen 2008). 약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질의를 추출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이용자

들의 멀티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나 추이를 

분석하기 해서이다. 한 날짜에서 700개의 질

의를 선택한 이유는 하루에 네이버에 입력되는 

통합 검색 질의의 수를 고려할 때, 표본 오차 

95% 신뢰수  ±4%와 ±5%를 허용할 경우 필

요한 표본의 크기가 각각 600개와 384개로 통

계학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Arkin 

and Colton 1963). 

본 연구에서는 이 게 선택된 질의들에 

하여 이용자가 조회한 문서들로 구성된 클릭 

로그도 분석하 다. 일반 으로 네이버를 비롯

한 검색 포털들의 클릭 로그에는 개별 질의에 

해 이용자가 조회한 문서의 URL, 조회한 문

서의 클릭 빈도, 문서가 소속된 컬 션에 한 

정보 등이 기록된다. 좀 더 구체 으로 본 연구

에서 활용된 클릭 로그를 살펴보면, 2007년 5

월 17일에는 700개의 질의에 해 총 23,297개

의 웹 문서가 약 700만회 조회되었으며, 2007

년 8월 10일에는 700개의 질의에 해 총 

31,487개의 웹 문서가 약 832만회 조회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클릭 로그에는 이용자들의 

이러한 클릭 행태와 련된 세부 정보가 장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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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를 조사

하기 하여,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들  멀

티미디어성 질의를 악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질의를 악하

기 하여 국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기 을

(Jansen, Goodrum, Spink 2000; Ozmutlu, 

Spink, Ozmutlu 2003) 참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이버 질의로그와 클릭로그를 상세히 

분석하 다. Ozmutlu, Spink, Ozmutlu(2003)

는 특정 멀티미디어 검색어 포함 여부를 멀티미

디어 질의 기 으로 활용하 다. 즉 오디오 질

의는 “audio,” “cd,” “concerts”와 같은 27개의 

오디오 련 검색어, 이미지 질의는 “image,” 

“picture” 등의 30개의 이미지 련 검색어, 비

디오 질의는 “video,” “animated”와 같은 13개

의 비디오 련 검색어를 포함하는 질의로 정

의하 다. 한편 이들의 멀티미디어 검색어 기

은 90년  후반과 2000년  반 익사이트 

로그를 상으로 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 을 업데이트하고, 한국  상황을 

반 하여 <표 1>과 같이 멀티미디어 검색어 기

을 개발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음

악, 동 상 질의를 <표 1>에서 제시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질의로 정의하 다. 멀티미디어 검색

어 선정 시 모호한 경우에는 클릭 로그를 참고

하여,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정보 요구가 존

재하는지를 확인하 다. 

클릭 로그 분석을 하여, 특정 질의에 하

여 이용자가 조회한 문서들을 컬 션별로 수합

하 다. 즉 질의별로, 멀티미디어 컬 션인, 이

미지, 음악, 동 상 컬 션에서 조회된 문서들

을 수합하여 그 분포  특징을 분석하 다. 

<표 1> 멀티미디어 검색어 기 1)

 1) 이 기 에서 “ ”은 특정 그림 이름이나 곡제목과 같은 고유 명사를 나타냄.

이미지 음악 동 상

“그림이름” “곡제목” “특정 로그램의 ~특집”

그림 “특정가수의 곡제목” “특정 로그램의 ~화”

동양화 ~곡( :즉흥환상곡) “특정 로그램의 ~회”

만화 ~송( :당근송) ~신 는 씬( : 투씬)

메인사진 ~요( :노동요) 다시보기

메인화면 ~집( :보아1집) 다운

명화 가요 다운로드

바탕화면 노래 동 상

배경화면 다운 라이

비트맵 다운로드 뮤비

사진 동요 뮤직비디오

서양화 듀엣곡 미리보기

수채화 라이 비디오

아트 뮤직 비디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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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멀티미디어 질의 분석 

<표 1>에서 제시된 멀티미디어 검색어 기

에 따라 네이버의 멀티미디어 질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2007

년 5월 17일과 8월 10일 체 질의  멀티미디

어 질의가 차지하는 비 은 각각 6.6%와 6%

로 나타났다. 한 양일 모두 멀티미디어 질의 

 음악 질의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았다. 

2007년 5월 17일 질의의 경우, 체 질의  음

악 질의는 26개, 이미지 질의는 12개, 동 상 

질의는 8개이었으며, 8월 10일의 경우 음악 질

의는 25개, 동 상 질의는 11개, 이미지 질의는 

6개이었다. 3개월 동안 반 인 멀티미디어 

질의의 분포나 세부 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 

700개 질의들  복되는 질의를 제거한 후, 

멀티미디어 질의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멀티미디어 질의의 비 이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표 3>의 결과는 <표 2>

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국외 선행 연구의 결과

와 상당한 차이를 보고 있다. Ozmutlu, Spink, 

Ozmutlu(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익사이트 멀

이미지 음악 동 상

엠블럼 민요 애니메이션

웹툰/카툰 배경음악 상

유화 신곡 고편

이미지 앨범 티져

자화상 엔딩 ucc

정물화 엠피쓰리

지도 연주

상화 오 닝

캐리커쳐 음악

캐릭터 곡듣기

포스터 찬양

포토 최신곡

풍경 캐롤

photo 컬러링

picture 클래식

image 트랙

팝송

music

ost

song

일형식(bitmap, bmp, dcm, eps, gif, 

jpeg, jpg, pbm, pct, pcx, pdd, pgm, pict, 

png, psb, psd, pxr, raw, tga, tif, tiff)

일형식(cda, fla, mid, MIDI, mp3, 

mr, ogg, sds, wav, wma)

일형식(asf, avi, flv, k3g, mjpeg, 

mkv, mov, mov8, mjpeg, mkv, mov, 

mp4, mpeg, mpg, skm, svi, vod, 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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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질의 음악 질의 동 상 질의 총계 체 질의수

2007년 5월 17일 12(1.7%) 26(3.7%) 8(1.1%) 46(6.6%) 700

2007년 8월 10일 6(0.9%) 25(3.6%) 11(1.6%) 42(6%) 700

<표 2> 멀티미디어 질의의 기술통계( 복 질의 포함 시)

이미지 질의 음악 질의 동 상 질의 총계 체 질의수

2007년 5월 17일 12(1.9%) 26(4.0%) 8(1.2%) 46(7.2%) 642

2007년 8월 10일 6(0.9%) 25(3.8%) 11(1.7%) 42(6.3%) 662

<표 3> 멀티미디어 질의의 기술통계( 복 질의 제거 시)

티미디어 질의의 비 은 1997년, 1999년, 2001

년의 로그 자료에서 각각 체 질의의 3.7%, 

3.7%, 1.7%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15일의 도

그 일의 로그를 분석한 Tjondronegoro, Spink, 

Jansen(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와는 달리 체 멀티미디어 질의들  이미지 

질의의 비 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음악, 동

상 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멀티미디어 질

의의 주제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의 비 이 높

았지만, 의학이나 스포츠, 기술 등의 주제도 이

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되었다. 

<표 4>와 <표 5>는 <표 1>의 기 에 따라 분

류된 멀티미디어 질의 리스트를 날짜별로 보여

다. 한편 박소연, 이 호, 김지승(2005)은 웹 

질의의 주제를 분석하기 하여 건강, 게임, 과

학, 교육/학문, 융/경제, 기 , 기업, 뉴스/미

디어, 라이 스타인, 문화/ 술, 사회, 성인, 쇼

핑, 엔터테인먼트, 지역/여행, 컴퓨터/인터넷 

등 16개의 주제 범주로 구성된 분류 체계를 제

안하 다. 엔터테인먼트의 하  범주에는 드라

마, 방송, 애니메이션, 연 인, 화, 음악, 운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제시한 분류 체계에 따

라 멀티미디어 질의의 주제를 살펴보면, 8월 10

일의 경우 체 멀티미디어 질의 42개  88%인 

37개가 엔터테인먼트에 한 질의이고, 5월 17일

의 경우 체 멀티미디어 질의 46개  87%인 

40개가 엔터테인먼트에 한 질의로, 엔터테인

먼트의 비 이 압도 임을 알 수 있다. 음악 질

의의 경우 “콜라 첫사랑,” “ 의 나의 꿈”

처럼 특정한 노래 제목이나 특정 가수의 특정

한 노래 제목을 직 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

으며, 동 상 질의의 경우에도 특정 TV 드라

마나 로그램의 특정 회차를 찾는 경우가 많

았다. 이미지 질의의 경우, “블리치275화,” “나

루토366화”와 같은 구체 인 질의와 “메인사

진,” “이쁜 메인,” “이쁜 사진"과 같은 일반

인 질의의 비 이 비슷하 다. 

4.2 클릭 로그 분석

2007년 5월 17일의 경우 이미지 컬 션에 소

속된 이미지 문서들에 한 총 조회 수는 112,315

회, 동 상 컬 션에 소속된 동 상에 한 총 

조회 수는 102,166회, 음악 컬 션에 한 소속

된 음악에 한 총 조회 수는 15,330회로 나타

났다. 한 2007년 8월 10일의 경우 동 상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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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음악 동 상

9850사진 장 19곡은혜의복음 로맨스헌터15회

겨울날씨그림 나이트음악 무한도 53화

네이버웹툰 시하늘 로다운 밤비노5화

반고흐에서피카소까지그림 로꾸꺼 야동 상

블리치275화 마골피wma 야애니

우에키의법칙 러스39화 비오는날듣기좋은노래 웃음충 소타짱2다시보기

이쁜메인 사랑으로빚진날들 유승민탁구동 상

이쁜사진 사랑을 하여샛소폰연주 클 이모어7화

주변에풍경이보이는사진이나그림 아리랑다운

국지도 아빠힘내세요

포스터디자인 양 5집

핀이나간사진 음악무료다운로드

이기찬사랑그게뭐라고

잘해주지말걸그랬어

쩐의 쟁ost

최신음악

코요테어 리ost

콜라첫사랑

클 지콰이sweety

특수공작원아이언맨ost

환상즉흥곡

believe-a.i

life is cool

mp3추천

sg워 비_ordinary_people.mp3

you give me something

<표 4> 멀티미디어 질의 리스트(2007년 5월 17일)

이미지 음악 동 상

19  만화 개와늑 의시간ost 남규리키스신

나루토366화 나에게로떠나는여행처럼신나는노래 놀러와공포특집

메인사진 노래방에서부르기좋은노래 무릎 도사심형래다시보기

십우도 머피의법칙djdoc 밤비노마지막회

엠블럼 박효신 의꽃 선택남녀다시보기

지도 삐뽀노래 성인 화

설 임배경음악 지피지기4회

세 mr 칼잡이오수정1회

스트 칭음악 커피 린스1호 13화

신화퍼펙트맨 커피 린스1호 2회

<표 5> 멀티미디어 질의 리스트(200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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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 발생된 총 조회 수는 122,829회, 이미

지 컬 션에서 발생된 총 조회 수는 103,986회, 

음악 컬 션에서 발생된 총 조회 수는 9,710회

로 나타났다. 두 날짜의 클릭 로그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멀티미디어 련 컬 션들  가

장 많은 클릭이 발생한 컬 션은 동 상 컬

션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이미지 컬 션이 뒤

를 이었고, 음악 컬 션에서 가장 은 수의 클

릭이 발생하 다. 

멀티미디어 질의 분석 시 음악 련 질의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나, 클릭 로그 분석 

시에는 음악 컬 션의 클릭 수가 가장 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음악 련 질의를 입력 후 노

출된 결과에서 음악 컬 션보다는 블로그 컬

션이나 카페 컬 션 등을 선택하여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감상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조회된 동 상 자료들

의 상당수가 도라TV나 곰TV, Diodeo 등의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국내 TV 로

그램, 드라마 등이었다. 한편 강화된 작권법

에서는 이처럼 이용자가 작권법에 반되는 

음악, 동 상 자료를 올리거나 포털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지 않기 때

문에, 자료 수집 당시와 재 사이에 이용자들

의 음악, 동 상 조회 행태가 다소 변화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멀티미디어 컬 션에서 이용자들의 클

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의들은 <표 6>과 같

다. 5월 17일의 경우, 이미지 컬 션과 동 상 

컬 션에서 모두 가장 많은 클릭을 발생시킨 

질의는 “아이비굴욕”이었으며, 음악 컬 션에

서는 “양  5집”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발생시켰

다. 8월 10일의 경우 동 상 컬 션에서 이용자

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질의는 “진 권”이었는

데, 조회된 동 상 부분은 100분토론 TV 

로그램에서 진 권이 화 디워에 해 발언한 

내용을 녹화한 동 상이었다. 즉 양일 모두 멀

티미디어 컬 션에서 최다 클릭이 발생된 질의

는 “조로증”을 제외하면, 모두 연  련 질의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다 클릭 질의들

이미지 음악 동 상

愛以外の何でもない flv

지원샹송

오종 죽을만큼

오카리나로연주할만한클래식

올림포스가디언오 닝

요구르 노래다운

우울할때듣는노래

자 거탄풍경-보물.wma

최신곡

컬러링다운로드

나의꿈

ft아일랜드천둥

have you ever seen the rain

sex bomb

you raise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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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7일 2007년 8월 10일 

질의 클릭 횟수 질의 클릭 횟수

이미지 컬 션 아이비 굴욕 36,077 조로증 10,351

음악 컬 션 양  5집  6,268 커피 린스 1호  2,572

동 상 컬 션 아이비 굴욕 31,091 진 권 27,052

<표 6> 컬 션별 최다 클릭 질의

의 경우, 질의 자체에 멀티미디어 검색어 신 

인명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7>과 <표 8>은 이미지, 음악, 동 상 컬

션에서 각각 클릭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질

의에 한 기술통계를 보여 다. 5월 17일과 

8월 10일의 질의별 총 클릭 횟수의 간값이 각

각 239.5와 122이고, 이미지, 음악, 동 상 컬

션에서의 평균 클릭 횟수가 모두 200이하임을 

고려할 때, 클릭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질의는 

멀티미디어에 한 정보요구가 강한 인기 질의

라고 볼 수 있다. 클릭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질의들은 음악 컬 션보다 이미지 컬 션과 동

상 컬 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질

의들의 분포는 복 질의 포함 시에는 5월 17일

이 약간 높았고, 복 질의 제거 시에는 두 날짜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와 <표 10>은 이미지, 음악, 동 상 컬

션에서 클릭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질의들에 

한 세부 정보를 보여 다. 이 두 표로부터, 

클릭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질의들 에 이용

자들이 단일 멀티미디어 컬 션의 문서를 집

으로 조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멀티미

디어 컬 션의 문서들을 동시에 많이 조회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지를 조회

하는 이용자들은 동 상도 함께 조회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10일 “커피 린스 1

호 ” 질의의 경우 이미지, 동 상, 음악 컬 션

에서 모두 많은 클릭이 발생하 다. 한 멀티

미디어 컬 션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질

의들의 주제도 부분 엔터테인먼트와 련되

<표 7> 컬 션별 클릭 수 1,000 회 이상 질의( 복 질의 포함 시)2)

이미지 컬 션 음악 컬 션 동 상 컬 션 총계 체질의 수

2007년 5월 17일 49(6.6%) 3(0.4%) 42(5.7%) 94(11.7%) 738

2007년 8월 10일 31(4.3%) 3(0.4%) 24(3.3%) 58(8%) 720

이미지 컬 션 음악 컬 션 동 상 컬 션 총계 체질의 수

2007년 5월 17일 15(2.3%) 3(0.5%) 14(2.1%) 32(4.9%) 653

2007년 8월 10일 17(2.5%) 3(0.4%) 17(2.5%) 37(5.4%) 675

<표 8> 컬 션별 클릭 수 1,000 회 이상 질의( 복 질의 제거 시)

 2) 한 질의가 동시에 여러 컬 션에서 조회되는 경우, 표에 복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표 7>과 <표 8>의 질의 총계

는 분석된 질의 수보다 약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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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컬 션 2개 컬 션

이미지 이미지&동 상

고은아 메이비

다음 바다괴물

블리치275화 스타크 트2

이승신 아이비

쩐의 쟁시청률 아이비굴욕

음악 안녕아빠

양 5집 원묵 등학교

쩐의 쟁ost 정재연

동 상 쩐의 쟁

김미려방송사고 트 기컷

던 이미지&음악

커 아웃 윤하

<표 9> 컬 션별 클릭횟수 1,000회 이상 질의(2007년 5월 17일 질의)

단일 컬 션 2개 컬 션 3개 컬 션

이미지 이미지&동 상 이미지&음악&동 상

구 폰 진 권 커피 린스1호

나루토366화 엠카운트다운인재팬

다음 100분토론

뎀실화 조로증

에 리 라우닝 토사카 이치

은 미니홈피 소녀시

동 상 디워 객수

남규리키스신 한

노다메칸타빌 이홍기

던 이미지&음악

미로밴드 남규리

미로밴드 바나 음악&동 상

조연진 ft아일랜드천둥

<표 10> 컬 션별 클릭횟수 1,000회 이상 질의(2007년 8월 10일 질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월 17일 질의의 경우

에는 21개 질의들  약 71%에 해당하는 15개 

질의가 8월 10일의 24개 질의들  75%인 18개 

질의가 엔터테인먼트에 한 질의들이었다. 한

편 2006년 5월 15일의 도그 일의 로그를 분석

한 Tjondronegoro, Spink, Jansen(2009)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조회된 질의들의 

경우, 성(性)과 련된 질의가 압도 으로 많아

서 네이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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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

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하여 2007년 5월 17일과 8

월 10일의 네이버 통합 검색 질의 로그와 클릭 

로그를 활용하 다. 연구 결과, 이용자가 입력

하는 멀티미디어 질의  음악 질의가 차지하

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이미지 질의와 동

상 질의의 비 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멀티미디어 련 컬 션들  이용자가 가

장 많이 조회하는 컬 션은 동 상 컬 션이었

고, 이어서 이미지 컬 션, 음악 컬 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입력하는 멀티미디어 질의

나 멀티미디어 컬 션에서 클릭하는 문서 모두 

엔터테인먼트와 련된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최신 드라마나 음악, 연  

련 뉴스 등에 한 정보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3개월 동안 멀티미디어 질의 검색 

행태나 클릭 행태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털들의 보다 효과

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구축  효율 인 검

색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검색 포털들이 멀티미디어 련 컨텐츠 구축 

시,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질의나 조회하는 문

서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비 이 매우 높고, 시

류에 민감한 주제가 큰 비 을 차지하며, 연

인과 같은 인물에 한 정보 요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

어 컬 션에서 이용자들의 클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의들의 경우, 질의에 멀티미디어 검

색어 신 단순히 인명이나 드라마명 등을 포

함한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 한 시한성 있

는 질의들이 큰 비 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멀

티미디어 컨텐츠의 지속 인 업데이트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일반 으로, 검색 포털이나 시

스템들은 검색 시스템과 검색 기술의 평가를 

하여 테스트 컬 션을 구축할 수 있는데, 검

색 포털들이 멀티미디어 테스트 컬 션을 구축

할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을 반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자료 조회 시 동

시에 여러 매체를 조회한다는 특징은 재의 

통합 검색의 결과 노출 방식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스마트폰 등

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요구와 이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

되므로, 향후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에 한 

정보 요구  이용 행태에 한 지속 인 연구

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향후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검

색 포털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질의 로그와 클릭 로그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  

결과에 한 만족도 등을 심층 으로 조사하기 

해서는 인터뷰, 찰 등을 통한 별도의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

화되고 문 인 기 들에 따라 포털의 멀티미

디어 검색 서비스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이미지의 해상도, 

음악의 음질, 동 상의 화질, 재생 속도  다운

로드 속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포

털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웹과 련된 정보 



국내 포털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 분석  113

환경이 변한다는 을 고려하여 보다 최신 

로그 자료에 근거한 분석 작업이 바람직하다. 

에서도 언 되었듯이  세계 으로 강화되

고 있는 작권법이 이용자들의 음악  동

상 자료 이용 행태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틀 동안 입력된 질

의와 클릭 문서들을 상으로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분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

기간에 걸쳐 수집된 질의를 통한 분석 작업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에 한 추이 분석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외 웹 이용자와 국내 웹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에 한 심층

인 비교 분석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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