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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정보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둘러싼 거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정보에 한 근성(Accessibility)을 높여 정보화 시 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무한의 정보 
속에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르며, 어떠한 정보가 
요하고, 어떠한 정보가 요하지 않은지 단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한 근
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검색엔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
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간의 련성 분석을 통해 검색엔진의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검
색엔진의 사용편의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요 속
성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용자의 검색목 을 고려하여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사용자들의 검색목  유형과 검색엔진 인
터페이스의 형태를 분류하고, 서로 간의 련성을 분석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 인터페이스 속성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 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이 을 제공하며, 다
양한 사용자층을 포함하여 궁극 으로 검색엔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llowed most of the information around us into 
digit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a database. The innovation increased the accessibility and 
helped this society change into an informational age. However, there is a shortcoming of this open 
source as the users have difficulty in assorting the information that s/he needs and realizing if the 
information provided is important. Therefore, the need for search engine has risen in such a way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and facilit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to the users through search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 database by an easy and accurate way. This aim of study should 
propose the important design attribut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search engine through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urpose of user and interface design factors of search engine. In other 
words, these attributes, as design guideline, could apply to the search engine interface design 
considering of user’s search goal. For this, the purpose in using the search engine and types of 
search engine interfaces were categorized and correlated the relationships. The search engine 
interface suggested from the result provides interface that allows efficient search for desired 
information and embrace a variety in users, eventually increasing the usability in search engine.

키워드：사용자 검색목 ,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User’s Search Goal, Search Engine, Interface Design
1)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연세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연세 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사과정

** 교신 자, 연세 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2008년 08월 21일 수, 2008년 10월 30일 심사완료 후 2008년 11월 08일 게재확정.



112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3권 제4호

1. 서  론

오늘날의  사회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

의 발 으로 디지털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

다. 즉, 컴퓨터 보 률과 활용률이 높아지면

서 인터넷 사용이 증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 생활에서 필수 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

다[1].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는 디

지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됨으로써,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퍼져있

는 수 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

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의 데이

터베이스화와 인터넷은 정보에 한 근성

(Accessibility)을 높여 정보의 바다라 불리

는 “정보화 시 ”를 이루게 되었다[17]. 정보

화 시 에서 사용자들은 무한의 정보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필요

한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 과 어

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찾

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까

지도 함께 제공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거나 탐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한 어떠한 정보가 요한지를 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보화 시 에서 인터넷의 

사용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었

고, 이러한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정보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래하

게 되었다[2].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어 있는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사용자 목 에 부합하는 정

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

과 으로, 정보에 한 근성과 활용 가능

성 측면에서 검색엔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

다[15]. “검색엔진(Search Engine)”은 인터

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

는 소 트웨어 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이

러한 검색엔진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

하는 정보에 한 키워드, 즉 검색어를 직  

입력하거나 검색엔진이 제시한 몇 가지 항목

들 에서 련이 있는 항목을 선택함으로

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13]. 재

까지 검색엔진에 한 연구는 쿼리(Query)

문과 검색결과 간의 정확성이나 련성을 높

이기 한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검색엔진의 

기능  성능 향상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

한 연구들은 사용자의 요구 들 에서 검색

결과의 질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검

색엔진의 사용성이나 정보의 근용이성과 

같은 측면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즉,  

검색엔진의 성능에 한 연구들만으로는 사

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검색엔진

의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사용자들이 왜 검

색엔진을 사용하며,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행

동이나 행태를 악하여 검색엔진 인터페이

스 디자인에 반 해야 한다[5, 23]. 사용자들

이 어떠한 목 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 을 

달성하기 해 어떠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색엔

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어떠한 디자

인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가에 한 이슈

가 요하게 두되었다[9, 11].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지에 한 이유를 조사

하 다. 즉, 사용자의 검색목  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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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어떠한 목 을 가지고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가를 악하 다. 그리고 재 인터

넷을 통해 보 되고 있는 표 인 검색엔진

을 조사하여, 검색엔진의 용도와 인터페이스

인 특징을 바탕으로 검색엔진을 분류하

다.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색엔진의 분류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검색목  별

로 어떠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지 는 선호

하는지를 조사하 다. 추가 으로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색엔진 형태 간에 련성을 분

석하여, 사용자의 검색목 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검색엔진을 사용하며, 이때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요소들 에서 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색엔진의 

형태 분류를 통해서 사용자의 검색목  별로 

검색엔진을 선택할 시에 요한 인터페이스

의 디자인  요소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사용자의 요구

나 목 에 부합하는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

자인을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검색엔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련 연구

본 연구의 수행을 해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기

존 연구와 문헌을 검토하 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인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목

 유형과 검색엔진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반 하 다.

2.1 사용자의 검색목

과거에는 사용자의 검색목 이나 이용목

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정보과학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온라인 환경하에서 사용자

들이 실제 으로 어떠한 검색목 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반 인 검색행동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6]. 한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사용자

의 인지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이용목 에 

따라 시스템 디자인에 반 하려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7]. 이 연구에서는 지식의 변칙 인 

상태(Anomalous States of Knowledge; 

ASK)에 한 임워크를 제시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 요구 형태에 한 차

이 을 분석하 다. 그리고 Human-Com-

puter Interaction(HCI)분야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찾고자 

하는 지를 악하기 해 2개 측면으로 나

어져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사용자

들의 검색 패턴이나 행동을 찰하여, 사용

자의 검색목 을 악함으로써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용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0, 

14]. 한 실험실 환경하에서 사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탐색 행 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를 분

석하여 사용자들의 인식성, 만족도, 사용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3, 4, 12, 

16, 30]. 그러나 사용자의 검색목 을 행동학

 측면에 한 찰로 부분 이고 간 인 

측으로 인해 보다 구체 이고 명확한 사용

자의 검색목 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검색어의 주제, 검색식당 검색어

의 수, 검색 식에서 연산자 사용 여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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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수정 횟수 등과 같은 로그 데이터 분석

을 주로 검색엔진 사용자들의 탐색 행 를 

악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5, 29, 31]. 

이러한 로그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도 

사용자의 목 , 의도, 생각, 요구 등을 악

하는데 제한 이었다. 최근에는 검색엔진 인

터페이스에 목 부합성(Goal-Sensitivity)과 

같은 요소가 핵심 인 요소로 등장하면서, 사

용자가 어떠한 검색목 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류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6]. Rose

와 Levison[27]은 알타비스타(AltaVista) 검

색엔진을 상으로 검색어를 분석하여 사용

자의 검색목 을 구조 으로 분류하 다. 약 

100～200여 개의 검색어를 분류하 으며, 결

과 으로 사용자의 검색목 은 크게 3개의 

형태：1) Navigational, 2) Informational, 3) 

Resource로 분류하 다. 한 3개의 검색목

을 세분화하여 11개의 검색목 을 악하

다. 그리고 메타 검색엔진을 상으로 사

용자들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목 을 정보 

요구(Information needs)로 정의하여 7개 유

형으로 분류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

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검색행동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결과 으로 

사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따라 가장 합한 

메타 검색엔진을 선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검색엔진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결과 으로 사

용자의 정보 요구를 7개 분류하여, 각각의 

정보 요구 별로 어떠한 메타 검색엔진을 선

택하는지를 연구하 다. 이외에도 Goal-Ori-

ented Search Engine(GOOSE)과 같은 개

념이 등장하면서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 디

자인 시에 사용자의 검색목 을 반 하는 것

이 요하며, 보다 만족도와 사용성 측면에

서 효과 임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3]. 이처럼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에 사용자의 검색목 을 반 하려는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검색엔진 유형  인터페이스

Peng et al.[24]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

나 서비스를 매하기 한 검색엔진을 분류

하 다. 이 연구에서는 e-commerce에서 270

여 개의 검색엔진을 분석하여 특성에 따라 6개

의 유형：1) Devoted type, 2) Divided type, 

3) Co-existing Type, 4) Merged Type, 5) 

Shared Type, 6) Multi-page Type으로 검

색엔진을 분류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기 한 용도로 사

용되는 검색엔진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 다. 한 검색엔진은 사용목 에 따

라 4개의 형태인 단어 별 검색엔진, 주제별 

검색엔진, 메타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으로 

나 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 으로 

검색엔진을 나  수 있지만 가장 일반 인 

분류법은 검색방법에 따라 주제(Subject) 

검색엔진과 주제어(Keyword) 검색엔진으로 

나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검색엔진

을 분류하 다.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와 련한 연구들

은 부분 디자인 인 측면에서 수행도와 사

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 모

델을 통해 특정 요소의 향 정도나 요 속

성을 악하여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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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자의 검색목  유형과 정의

검색목  형태 정  의

탐색형 특정한 홈페이지 치를 찾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검색목

정보 획득형 텍스트와 같은 특정 내용을 찾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목

자료 획득형
이미지나 소 트웨어와 같은 일 형태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목

즐거움 추구형 특정한 목  없이 다양한 컨텐츠를 구경하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목

방안을 제시하 다[21]. 그들의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특징을：1) Home-

page features, 2) User preference, 3) 

Search option, 4) Keyword entry options, 

5) Database, 6) Results features로 분류하

여, 구조화된 평가속성에 따라 수행도에 미

치는 요인들을 정량 이고 체계 으로 분석

하 다. 한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상에서 

여러 개의 속성을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 

선호도, 수행도를 측정함으로써 요한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 속성을 악하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20]. 그리고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상에서 정보의 치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받

아들이는 정도를 악하여 검색엔진 인터페

이스의 이아웃(lay-out)에 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9]. 이외에

도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성과 근

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8, 

9, 18, 22, 28, 32, 3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용자의 검색목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특징을 악하는데 반 하 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4개 단계를 걸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검색엔진 사용

행태에 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토 로 사용

자들의 검색목  형태를 4개로 분류하고 정

의하 다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검색목 의 

형태는 크게 3개의 형태：1) Navigational, 

2) Informational, 3) Resource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이 3개의 검

색목 과 함께 특정하게 고정된 목  없이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유동 인 형태의 검색

목 을 포함하여 4개의 검색목 을 분류하여 

재정의하 다(<표 1>). 사용자의 검색목

은 특정 사이트를 찾아기기 해 URL을 검

색하기 한 ‘탐색형’ 검색목 이 있으며, 사

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컨텐츠를 찾기 

한 ‘정보 획득형’ 검색목 이 있다. 한 

텍스트 형태의 정보가 아닌 일 형태의 자

료를 얻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자료 

획득형’ 검색목 이 있다. 추가 으로 특정한 

목  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해 는 

검색엔진의 카테고리 별로 제공되는 컨텐츠

에 한 흥미나 심이 유발되어 사이트의 

링크들을 클릭함으로써 여러 사이트를 라

우징(Browsing)하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

하는 ‘즐거움 추구형’ 형태가 있다. ‘즐거움 

추구형’ 형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

은 검색목 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 

포탈사이트의 등장으로 발생된 검색목 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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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검색엔진 유형과 검색결과 제공 형태

검색엔진 

유형
사용 목

검색결과 

제공 형태

상업용

검색엔진

제품을 진열하고 매를 목 으로 모아놓은 가상의 사이버 몰 는 

사이트에서 상품의 목록과 정보를 검색하기 한 검색엔진

) 옥션, G-마켓, 인터 크

이미지 형태

교육용

검색엔진

특정한 정보가 장되어 있는 사이트 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한 검색엔진

) 디비피아(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테이블 형태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컴퓨터 어 리 이션  유틸 자료 검색을 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기 한 검색엔진

) 심 일, P2P 사이트

리스트 형태

통합

검색엔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으로 모아놓은 웹사이트 는 포탈에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나 컨텐츠를 검색하기 한 검색엔진

) 네이버, 야후, 다음, 엠 스

카테고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색엔진을 조사

하여 분류하 다. 재 검색엔진은 쇼핑몰, 

도서 , 자정보 시스템, 자료실, P2P 서비

스 등을 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었다. 이러한 검색엔진은 정보의 형태와 제

공되는 목 에 따라서 <표 2>와 같이 상업

용 검색엔진, 교육용 검색엔진,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으로 분류되었다. 그

리고 각 검색엔진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 검색결과의 형태를 분석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를 평가하기 해 기능성, 사용성과 련한 

속성들을 추출하 다. 검색엔진의 기능성 측

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지, 각 검색결과에 해 어느 수 까지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검색엔진 별로 검

색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렬하여 제공하

는지 등과 같은 검색결과와 련된 속성들을 

추출하 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들

에서 검색엔진의 사용성을 측정하기 해 

용된 평가요소들로서 인터페이스와 련된 

일 성, 인식성 등과 같은 속성들을 추출하

다. 이 게 도출된 속성들은 7개로서, 문

가들의 검토를 통해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와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

림 1>과 같이 추출된 속성을 구조화함으로

써 사용자의 검색목 , 검색엔진, 기능성  

사용성과 련된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속성

간의 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각 속

성들에 한 측정변수를 수립하기 함이다. 

이를 통해 각 인터페이스 속성의 요도를 

악하여, 각 사용자의 검색목  별로 검색

엔진 선택 시에 어떠한 속성이 향을 미치

는 지를 AHP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즉, 사용자에게 검색엔진 의 기능성과 사용

성과 련한 각각의 속성들이 검색엔진 선택 

시에 어느 정도 요하며, 어느 정도나 고려

되는지를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리고 AHP 분석단계에서 각각의 사용자 

검색목  별로 2개 그룹에 속한 7개 속성을 

 비교(Pair-wise comparison)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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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인터페이스

기능성 사용성

검색결과의
배치

검색결과의
출력양

검색결과의
출력 형태

세부정보
제공 유무

일관성 인식성 미적요소

<그림 1>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 속성 구조화

러한 AHP 분석과정을 통해 각 속성에 한 

정량 인 가 치를 산출함으로써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에 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속성을 악하고, 사용자의 검색목 , 

검색엔진, 속성 간의 련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검색목 에 

따라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악하고, 이때 

요하게 고려하는 인터페이스 속성이 무엇

인지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설문지

를 개발하 다.

설문은 검색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20～40

를 상으로 사용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사용하는 검색엔진의 유형  사용 정도, 검

색엔진 인터페이스 속성에 한 요도와 

만족도, 해외 검색엔진의 사용목   행태

에 한 총 5개 항목에 2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표 3>). 그리고 검색엔진 선택 

시에 각 유형에 따라 인터페이스 속성의 

요 정도와 만족도를 1～9  척도로 평가하

도록 하 다. 설문 데이터를 토 로 사용자

의 검색목  별로 검색엔진의 사용빈도, 속

성의 요 정도  만족도를 이용하여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의 속성에 한 가 치를 

산출하 다.

<표 3> 설문 문항 구성

항  목 문항 수

일반사항(인구통계학  정보) 5

검색엔진의 사용목 4

검색엔진의 유형  사용 정도 7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속성 4

해외 검색엔진의 사용목   행태 5

4. 연구 결과

설문을 실시하여 총 136명(남 84명, 여 52

명)의 응답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 로 검색

엔진 사용자의 검색목 을 악한 결과 주

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일 형태의 자료를 얻기 해 검색엔진을 사

용하는 목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한 뉴스를 검색하거나 사용자가 심

이 있는 정보와 련한 추가 인 자료를 검

색하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사용자들이 검색엔진을 선택 시에 요하

게 고려하는 인터페이스 속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검색엔진 사용자들은 기능성 측면

에서는 검색결과가 많이 제공되는 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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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용자의 검색목  형태와 사용정도

검색목  형태 비율 사용 정도

탐색형 30(22.1%) 4.5회/1일

정보 획득형 40(29.4%) 6.7회/1일

자료 획득형 54(39.7%) 7.2회/1일

즐거움 추구형 12(8.8%) 1.6회/1일

탐색형

정보 획득형

자료 획득형

즐거움 추구형

통합 검색엔진

상업용 검색엔진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검색결과의 출력양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미적 요소

주로사용하는 검색엔진

보완적으로사용하는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출력양

교육용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세부정보 제공 유무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세부정보 제공 유무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배치

0.571

0.443

0.388

0.169

0.546

0.454

0.772

0.228

0.319
0.242

0.386
0.298

0.265
0.240

0.327
0.313

0.412
0.216

0.384
0.238

0.362
0.311

0.294
0.272

탐색형

정보 획득형

자료 획득형

즐거움 추구형

통합 검색엔진

상업용 검색엔진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검색결과의 출력양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미적 요소

주로사용하는 검색엔진

보완적으로사용하는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출력양

교육용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통합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인식성

세부정보 제공 유무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세부정보 제공 유무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출력형태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검색결과의 배치

0.571

0.443

0.388

0.169

0.546

0.454

0.772

0.228

0.319
0.242

0.386
0.298

0.265
0.240

0.327
0.313

0.412
0.216

0.384
0.238

0.362
0.311

0.294
0.272

<그림 2> 사용자의 검색목  별 검색엔진 유형과 요 속성

을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검색결과의 가독성이 높거나 메

뉴, 버튼, 링크들에 한 인지가 쉬운 검색엔

진을 우선 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페이지와 검색결과

가 출력되는 페이지가 일 된 것을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검색엔진

의 기능성인 측면보다는 사용성 측면을 검색

엔진 선택 시에 더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5>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속성의 요도

검색목  형태 비  율

기능성

검색결과의 배치 13(9.6%)

검색결과의 출력양 29(21.3%)

검색결과의 출력 형태 16(11.8%)

세부정보 제공 유무 4(2.9%)

사용성

일 성 27(19.9%)

인식성 41(30.1%)

미  요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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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인 사용자의 검색목  별로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상에서 요한 속성을 

 악하기 해 4개의 검색목 을 가진 사용

자 그룹별로 개별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검색목 을 가진 사

용자 그룹별로 사용하는 검색엔진 유형에 

해 AHP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에 검색엔진 

유형에 해당하는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속성

의 요도를 도출하 다. 최종 으로 <그림 

2>는 사용자의 검색목 , 검색엔진 유형, 

요 속성간의 련성을 나타낸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사용자의 검색목 에 따라 사용하

는 검색엔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

에서와 같이 탐색형은 통합 검색엔진, 정보 

획득형은 교육용 검색엔진과 통합 검색엔진, 

자료 획득형은 자료제공용 검색엔진, 즐거움 

추구형은 통합 검색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검색목  별로 주

로 사용하는 검색엔진 이외에 목  달성을 

해 다른 유형의 검색엔진을 보완 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기 다른 검색

목 을 가진 사용자 그룹별로 검색엔진의 

요한 인터페이스 속성들을 AHP 분석한 결

과에서는 탐색형 검색목 을 가진 사용자들

은 인터페이스의 일 성과 검색결과가 얼마

나 많이 제공되는지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탐색형 검색목 의 사용자들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화면과 검색결과가 출력되는 화면

이 일 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색

어에 따라 많은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획득형 

검색목 을 가진 사용자들의 경우에 주로 사

용하는 교육용 검색엔진에서는 검색결과의 

출력형태와 인터페이스의 인식성이, 통합 검

색엔진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인식성과 세부 

정보의 제공이 요한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한 자료 제공용 검색엔진을 사용 시에는 

인터페이스의 일 성과 세부 정보 제공이 

요 속성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획득형 사용

자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결과

에서 보다 효과 인 검색을 해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의 메뉴, 버튼, 링크 등을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는가가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정렬되어 제공되는지가 사용자들에게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검

색결과의 세부 정보를 어느 수 까지 얼마만

큼 제공하는지를 통해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검색을 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자료 획득형 검색목 을 가진 사용자

들은 자료 제공용 검색엔진에서는 검색결과

의 출력 형태와 출력 양이 요 속성으로 도

출되었고, 보완 으로 사용하는 통합 검색엔

진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일 성과 검색결과의 

출력 형태가 요 속성으로 나타났다. 일 

형태의 자료를 얻기 해 검색엔진을 사용하

는 사용자들은 검색결과가 보다 구조화된 형

태로 정렬되어 제공되는 것이 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추

구하기 한 검색목  사용자들은 통합 검색

엔진 사용 시에는 인터페이스의 인식성과 미

인 요소가 상업용 검색엔진 사용 시에는 

인터페이스의 일 성과 검색결과의 배치가 

요한 속성으로 분석되었다. 통합 검색엔진

에서는 사용자들이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

도록 인터페이스의 이아웃이나 컨텐츠에 

한 메뉴나 링크들의 인지성이 요하며,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미 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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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주요한 속성들로 도출되었다. 즐거움 

추구형 사용자들이 보완 으로 사용하는 상

업용 검색엔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일 되게 디자인 되었는가와 검색결과가 다

른 메뉴나 컨텐츠와 함께 어느 치에 배치

되는가가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

럼 사용자의 검색목  별로 요하게 작용하

는 인터페이스의 속성들은 서로 다르며, 이

러한 속성들을 각각의 검색엔진 유형에 따라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에 반 하는 것이 요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사용자의 검색목 과 검색엔진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검색엔진 인터페이

스에서 요한 속성을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에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에 사용자의 

검색목 , 검색엔진 유형, 요 속성 간의 

련성을 분석하여 보다 사용자의 검색목 을 

포함한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설문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인

터페이스 디자인 속성을 반 함으로써 사용

자들에게 보다 효율 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

용자에게 검색목 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을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의 

공 자와 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게 기존 검색

엔진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용자들

을 불러모음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용자

의 검색목 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함함으로써, 궁극 으로 검색엔진의 활용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검색엔진

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의 근성을 높여 

사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용자의 

검색목  별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요한 디자인 속성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디자인된 검색엔진 로토타입과 실

제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보다 실 인 상황을 반

하기 해 사용자의 검색목   만족도와 

검색엔진의 사용성  인식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인 요인을 조사하여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에 용할 수 있는 실증 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안하기 해 기존의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와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도출된 

인터페이스 요 속성을 반 한 로토타입

을 디자인하고, 사용자의 수행도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악하기 한 비교 실험을 수

행할 정이다. 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함

과 동시에 객 이고 정량 인 연구를 수행

하여 사용자의 검색목 을 포함한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한 구체 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자의 탐색 

행동이나 패턴에 을 행동 인 측면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검색목 이나 의도를 연구

함으로써 사용자에 한 보다 폭 넓은 이해와 

보다 높은 사용성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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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존의 검색엔진의 문제 을 보완

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진정한 사용자 심의 

디자인(User-Centered Design) 연구의 기

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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