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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람들은 어떻게 장소를 찾는가? 장소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장소는 공간에 대한 감각과 지각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적절한 검색

으로 획득된다. 대부분의 위치 기반 서비스는 장소 정보와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와 위치 기반 서비스의 증대는 장소 

정보 요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장소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가 급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웹 환경에서의 일반 검색 행동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 행동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장소 찾

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찾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검색 행동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 검색 과정에 활용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질의어 입력을 통해 검색 결과로 목록화되는 장소 관련 정보들이다. 장소 

검색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정보 요구의 측면에서 일반 검색과 차이가 있

다.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은 장소의 특질에 영향을 받으며, 사용자가 장

소 검색 과정에 어떤 정보 추구 행동과 검색 전략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검

색 과정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연구는 검색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19명의 모바일 사용자로부터 2주간 장소 검색 로그를 수집

하였으며, 총 154개의 장소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19명의 참가자는 실험 전 예비 설문을 통해 충원되었으며, 본 연구의 실험

은 구글 크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연구는 장소 찾기 과정을 '검색-해석-실행'의 세 단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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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찾기 과정은 모바일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의해 시작된다. 사용자의 

정보 요구는 언어화된 형태로 검색 질의어에 표현된다.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 찾기 과정에 있어 다섯 가지 정보 추구 행동을 보였다. 본 연구가 정리

한 다섯 가지 정보 추구 행동은 '지리적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 '정보 

수집',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 '장소의 공유'이다. 사용자는 검색하는 장소

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 검색 전략을 수립한다. 본 연구의 실험 분석 결과 

사용자들의 검색 전략을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전략', '특정 장소 검색 전

략', '장소 간 검색 전략'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검색' 단계 후, 사용

자는 수집된 장소 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해석' 단계로 진입한

다. '검색'과 '해석' 단계에서 사용자는 장소 특질의 영향을 받으며, 최종적

인 '실행' 단계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목적 행동 성취를 위해 그 장소를 방문

한다. 적절한 장소를 찾은 경우 그 장소의 방문을 끝으로 사용자의 장소 찾

기 과정은 종료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를 찾는 과정을 관찰하고, 

검색 로그 분석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목적 행동에 부합하는 장소 찾기 과

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모바

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모바일 사용자가 어떻게 장소를 찾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목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된 장소 정보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질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장소 검색 행동, 로그 분석, 정보 요구, 검색 요인, 검색 전략,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 

학번 : 2012-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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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사람들은 끊임 없이 어떤 행동1을 하고 어떤 지점을 향해 이동한다. 사

람의 행동은 어떤 종류의 ‘이동’을 동반하며, 이때 이동은 장소와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장소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장소는 목적한 행동과 직결된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많은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인간 행동의 목적과 

직결되는 장소는 그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

이 과거를 살아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디

지털 기술의 발전은 장소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전에 없던 변화를 

가져왔다. 급격하게 발전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직접 그 장

소에 가지 않아도 목적했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놀라

운 발전이 어떤 장소가 갖는 고유의 기능과 장소와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소는 그 장소의 기능 외에도 다른 많은 맥락

적 요소들과 결합된 다층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의 구성은 사용자의 장소 찾기 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

                                            
1 ‘행동’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는 ‘활동’이 있으나, 활동이라는 용어에는 유기체의 운동 작용 

전반을 이르는 어감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람의 활동에 특정적으로 ‘행동’이라는 용

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행동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 또는 본능적인 동작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행동은 ‘behavior’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는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행동 양태인 ‘행태’ 개념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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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같은 장소라도 사용자의 행동이 개입함에 따라 그 장소의 경험이 달라

진다. 디지털 시대2에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보다 더 다단

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이 이전 

시대의 장소 개념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변화했다고 하

더라도 대부분의 인간행동이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끊임 없이 행위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자기의 

자원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장소를 찾는가? 즉 우리에게 장소는 어떻게 획득되는

가? 인간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주변 공간을 감각하

고 인지하며 공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이 과정은 인지적 지도 제작

(cognitive mapping)3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

리는 장소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된

다(Downs & Stea, 1973)4. 그러나 장소를 찾는 것과 장소 획득을 동일시

한 과거의 일반적 이해는 이제 그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시대의 장소 획득은 ‘어떻게 장소를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장

소 정보를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해야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목적지로 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

털 지도를 보고 있는 지금, 장소는 공간에 대한 감각과 지각만이 아니라 그 

                                            
2  본 연구에서 장소 검색에 있어 '디지털 시대'의 시작은 구글 지도 서비스의 시작 시점을 

기점으로 하였다. 

3 Roger M. Downs and David Stea(1973)는 인간은 환경 내에서 행위할 때 주변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공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인지적 지도 제작

(cognitive mapping)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장소와 랜드마크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간

다. 
4 Roger M. Downs and David Stea. Cognitive Maps and Spatial Behavior: Process and Product

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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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적절한 검색으로 획득된다.  

물리적 환경 내에서만 가능했던 장소 정보의 획득은 장소 정보의 디지

털화를 통해 가상의 환경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2005년 구글 지도, 

2008년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 등 국내외 검색엔진의 디지털 지도 서비

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많은 장소 정보가 실제의 물리적 공간이 아

닌 웹 공간으로 이전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웹 검색의 1/5 가까이에 

해당하는 검색이 구체적인 장소 또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장소 

정보 요구가 증가했다(Gravano et al., 2003)5. 이 같은 변화에 더하여, 스

마트폰의 대중화는 디지털 지도 사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10억 명6에 달하며, 국내 사용자 또한 

2013년 1월 기준으로 3,300만 명7에 달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그 사용

자 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디

지털 기기에서의 검색량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8. 디지털 지도 사용의 

증대와 맞물려,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수신기, 3G, LTE 이동통신 모듈, 

Wi-Fi 통신 모듈, 블루투스 통신 모듈 등과 같은 무선 위치 기술 관련 센서

를 활용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가 등장

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용에 있어 장소 정보가 가

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9는 것이다. 대부분의 위치 기반 서비

스는 장소 정보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데, 그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와 

                                            
5 Luis Gravano, Vasileios Hatzvassiolglou and Richard Lichtenstein. Categorizing Web Querie

s According to Geographical Locality, 2003. 
6 Strategy Analytics. Worldwide Smartphone Population Tops 1 Billion in Q3 2012, 2012. 

7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2013년 1월말 기준), 2013. 
8 ComScore. Mobile Search: Techniques and Tactics for Marketers, 2012. 

9 시장 조사 기관 Berg Insight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위치 기반 서비스 중 가장 활발한 서

비스는 지역 정보 서비스로 나타났다. Berg Insight에 따르면 위치 기반 서비스의 종류에는 

크게 지역 정보, 내비게이션, 물류, 친구 찾기, 가족 안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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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반 서비스의 증대는 장소 정보에 대한 요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

고 있다. 즉 장소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장소 정보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미

국 스마트폰 사용자 전체 중 74%가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1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55%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

비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7%가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지역 정보

를 검색11한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68%가 모바일을 통한 지역 정보 

검색 후 해당 장소에 방문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대의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장소 정보 검색을 하며, 이는 장소 방문 결정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예비 설문 조사의 결과에

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학생 총 9명을 대상으로 장소 검색 행태 

전반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예비 설문 조사에서 설문참가자의 

대부분인 8명이 장소를 찾기 위해 장소 검색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설

문참가자들은 장소 검색을 하게 된 이후 이동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졌

으며 장소 검색을 통해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장소 정보 이용

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고르게 디

지털 기기를 이용해 장소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

용자의 위치 기반 정보와 관련한 한 연구12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 그리고 18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의 사용자가 위치 기반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 지표를 토대로, 앞으로 위치 기

반 정보 사용자가 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장소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10 PewResearchCenter. Location-Based Service, 2013. p. 5. 
11 Mediative. Location-Based Marketing Made Easy: A Markter's Guide, 2013. p. 9. 
12 PewResearchCenter. Location-Based Services, 201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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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 정보

를 획득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제 그 장소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즉 직접적

인 감각적 경험 없이도 장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장

소 정보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구글 지도 등 디지털 지도를 사용하게 된 이

후 사람들은 웹 기반 도구들에 의존하여 새로운 장소 찾기를 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사용자는 이제 이동 중에도 실

시간으로 장소 정보에 접근한다. 모바일 사용자는 새로운 인지적 지도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새로운 장소 찾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 찾기를 행하는 이들의 인지적 지도제

작 과정에는 수많은 장소 정보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웹 사용자의 일반 

검색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특히 모바일 사용자의 

모바일 검색을 통한 장소 찾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찾기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려는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함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웹 검

색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다. 검색되는 정보량의 증가에 

더하여 검색 주제도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검색 주제에 대하여 

관찰되는 사용자의 검색 행태도 다양해졌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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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색 주제에 집중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는 특히 '

장소'라는 검색 주제에 집중할 것이다. 일반적인 웹 검색 행태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은 많았지만 장소 검색이라는 특정 주제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장소 검색은 일반 검색과 다른 형태의 검색 동기와 정보 요구가 존

재하며, 검색한 장소에 실제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과

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이 일반 검색과는 다르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과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은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데스크

톱 환경에서 장소를 검색하는 웹 사용자와는 달리, 모바일 사용자는 위치 

기반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의 지리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장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검색 

행태 중 특히 장소라는 특정 주제의 검색에 집중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정보는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모바일 사용자들은 그들의 목적 행동 성취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 일

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문제는 장소 정보의 증가 정도에 비

할 때, 장소 정보와 장소 찾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질적 이해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소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문제를 

제기하고, 타당한 제안을 하려 기획한 지점은 이 지점이다.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정보 요구 중 많은 수가 지리적 특성과 관

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남동 커피'라고 검색하

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한남동 지역 내에 위치한 카페를 가고자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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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표현된 것이다. Jones et al. (2008)13은 전체 웹 검색의 질의어를 분석

한 결과, 질의어의 12.7%가 지리적 정보(장소명)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모바일 검색의 경우 지리적 정보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Sohn et al. (2008)14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검색 중 34.6%이 실시간 교통 

상황, 근처의 주유소, 방향 등 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인 것으로 나

타났다. 검색엔진, 디지털 지도, 지역 검색 등 현존하는 다양한 장소 정보원

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 기술에 주목하여 '거리'라는 정보에 기반을 둔 

장소 검색 결과를 중심적으로 보여준다. 사용자의 검색 질의어에 담긴 지

리적 의도에 관해 연구한 Yi et al. (2009)15에 따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

색 질의어의 절반 가량은 지리적 요소가 없는 형태를 보이지만 그 경우에

도 사용자는 현재 자기 위치 주변의 장소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다. 예를 들

어, 모바일 사용자가 '이자카야'라고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기 위치 주

변의 이자카야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찾을 때 고려하는 요소는 지리적인 요

소만이 아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데이트 하기 좋은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를 찾고,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도 하며, 일요일에 

문 여는 약국'을 찾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바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장소

는 단순히 사용자의 위치와 얼마나 가까운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모바

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은 장소가 가진 '장소 정보'에 대한 지식 획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장소 정보란, 어떤 장소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와 

                                            
13 Rosie Jones, Wei Vivian Zhang, Bejanmin Rey, Pradhuman Jhala and Eugene Stipp. Geogra

phic Intention and Modificaiton in Web Search, 2008. p. 5. 
14 Timothy Sohn, Kevin A. Li, William G. Griswold and James D. Hollan. A Diary Study of M

obile Information Needs, 2008. p. 9. 
15 Xing Yi, Hema Raghavan and Chris Leggetter. Discovering User's Specific Geo Intention in 

Web Search, 2009.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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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카페라고 분류되는 장소

는 장소명, 주소, 위도와 경도와 같은 지리적 정보와 그 장소에 대한 블로그 

리뷰, 평점 등의 평가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 그리고  '조용한', '무선 인터넷

이 사용 가능한', '의자가 편한' 과 같은 사용자의 표현 등 다양한 장소 정보

를 가질 수 있다. 검색 질의어에는 사용자의 관심과 정보 요구가 체화

(embodiment)되어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 상의 

정보 요구가 곧 그들이 장소를 찾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목적 행동 성취를 위해 장소 정보를 이

용하여 장소를 찾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며, 모바일 사용자의 새로운 '장소 

찾기' 행동에 주목한다. 정확한 장소명과 주소가 아닌 방법으로 장소를 찾

는 과정은 장소 정보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장소 정보는 사용자의 장소 정보 요구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장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색 행동과 검색 전략 또한 장소 정보와 장

소에 관한 많은 맥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

해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며, 실험 결과 분

석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찾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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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행동과 장소 간의 관계 

 

장소가 행동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왜 중요한가? Norberg-Schulz 

(1971)16에 따르면 장소는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며 실제의 의미있는 사건

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이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행하는 사건과 행위는 

장소의 맥락에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다. 이때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특징

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는 역으로 그 장소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건과 행

위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장소 개념에 관하여 고찰한 Relph (1976)17에 따

르면,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통합된

다’. 그가 말하는 의도라는 용어에서 의도성(intentionality)이란 모든 의식

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의

식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떤 

장소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의도는 그저 어떤 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있는 우리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관

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Relph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장소는 의도적

으로 정의된 사물 또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맥락이며 또는 장

소 그 자체만으로도 의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elph에 따르면, 장소가 그 

자체로 사물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때 장소는 본질적으로 의도의 초점이며 

                                            
16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 Architecture, 1971. 

17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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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특징들을 가진다18. 

장소가 행동의 목적 성취에 중요한 이유는, 그 장소에 우리의 의도, 태도, 

목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과 

행위들은 장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장소 맥락에 있을 때에야 그 의미를 갖

게 된다. 장소는 그 자체로 의도성을 가지고, 모든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결

합되어 있으며, 우리의 존재 또한 장소와의 관계로 기술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소 정보와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장소는 장소 정보 획득의 형태로 검색되는 것이다. 

즉,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 정보를 이용해 장소를 찾고, 그렇게 찾은 장소에 

가는 것으로써 행동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장소와 행동 간의 관계에 주목한 Dearman et al. (2011)19은 이전 연구

들을 정리한 결과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정보 요구

가 증가했음을 알아내었다. 이들은 모바일 사용자가 목적한 행동을 수행하

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장소명이 아닌 행동(action)으로 장소를 검

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동 키워드로 장소를 검색하는 인터페이스를 가

진 'Opportunities Exist'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실험하였다. 이 애플

리케이션은 모바일 사용자가 의도하는 행동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

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구체적인 행동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

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사용자는 '

자전거'라는 질의어보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곳'과 같은 질의어를 입력함으로

                                            
18 Ibid. p. 103. "인간의 의도는 단순히 신중하게 선택된 방향이나 목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

니라, 의미 있는 인간과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세계 

속에 있는 사물과 특징은 그 의미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지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사물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19 David Dearman, Timothy Sohn, Khai N. Troung. Opportunities Exist: Continuous Discovery 

of Places to Perform Activiti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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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용자가 의도하는 행동 그대로 표현하여 장소를 검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전거'라는 질의어의 검색 결과는 자전거 판매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정비소 등과 같은 결과가 나오며 이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행동 기반의 장소 검색은 장소 발견의 새로운 기회

를 만들어냈다. 한 실험참가자는 '농구하기(Play basketball)'이라는 행동 

키워드 검색을 통해 그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농구장이 있는 줄은 몰랐

던 운동 시설에서 '농구하기'라는 그의 목적 행동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

을 발견했다. 겉보기에 축구장 밖에 없는 운동 시설로 알고 있었지만, 행동 

검색을 통해 장소의 또 다른 기능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예로, 실험참가자

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또는 'ATM'으로 검색했을 때와 '현금 인출'

이라고 검색했을 때에도 검색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은행과 ATM

이라는 장소에 한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만, 후자는 현금 인출이 가능

한 장소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현금 인출 장치가 있는 편의점과 같은 장

소도 보여줄 것이다. 일반 키워드로 검색한 모바일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 

행동을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키워드가 아닌 행동 키워드로 검색한

다면 사용자의 목적 행동 성취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모

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태 변화를 일부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의 정보 요구는 '행동'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장소 정보 요구는 '조용한 카페', '일요일에 문을 여는 마트' 

등과 같이 행동 이외의 요소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

소 정보의 범주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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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과 공간 인지 변화 

 

1.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 

 

De Certeau (1984)20는 장소와 공간을 비교하며 장소와 공간을 각각 

지도(map)와 여정(tour)으로 구분한다. De Certeau의 구분에 따르면, 

지도는 존재론적으로 '어디에'를 기술하는 유형이고, 여정은 '어떻게'를 

기술하는 유형이다. 그의 구분에서 지도가 '각각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장소의 질서에 대한 '지식'이라면, 여정은 '각각의 장소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는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행위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 장소의 개념이 변화했음을 언급하려고 한다. 이제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꺼내 들여다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들어 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곧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장소를 검색한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우리에게 

장소의 위치와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한 경로 등을 알려준다. 정보의 층위가 

단계적으로 겹쳐진 디지털 지도를 보며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장소의 

위치만이 아니다. 그 장소의 기능, 그 기능의 탁월한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내용 모두가 지도와 연동되어 표시된다. 과거의 지도는 대강의 

지형을 조망하게 하고 사람들이 찾는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구였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지도는 그 장소의 존재론적 위치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한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이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중대한 지표이다.  

                                            
20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1984.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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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한 de Certeau의 개념으로 돌아가보자. 본 연구는 de 

Certeau의 장소와 공간 개념이 디지털 시대에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는 de Certeau의 구분대로 장소와 공간은 지도와 여정으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소의 존재론적 위치와 그 장소를 

향해 가는 사람의 행동이 스마트폰에 의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그 구분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지도를 도구로 하여 장소를 찾았을 때와는 다른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보여지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찾는 '장소'는 과거의 '지도'와 '여정'이 결합된 

개념으로서의 장소이다.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은 지도와 

여정의 구분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결합된 '지도-

여정(map-tour)'으로 일차적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장소는 

'어디에'(장소의 지리적 위치)라는 지식과 '어떻게'(장소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정보들의 결합이며, 사람들이 ‘장소 검색’을 할 때에는 그 

결합에 이차적으로 '어떤'(장소의 기능, 그 기능의 탁월한 정도, 그에 대한 

평가 정보)이라는 정보들까지 결합된다. 그렇다면 이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 요구는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 개념은 '지도-여정'에, 그 장소에 대한 이차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은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행동을 사전기술(pre-

describe)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사용자가 많은 장소들 중에 

‘주변의 괜찮은 음식점’을 찾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를 

찾고 '어떤' 음식점인지를 찾는다. 장소의 검색은 즉각적으로 '어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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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검색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사람들의 검색 행동은 

반복적인 행동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를테면, 그 음식점에 대한 평가 

내용을 찾고, 음식점의 분위기, 친절도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소 찾기 행태는 디지털 지도에 반영될 것이고, 결국 

지도의 장소는 장소의 위치-경로 정보에 내용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들의 결합은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행태를 사전기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은 그 개념에 많은 정보의 층위들이 겹쳐져 있으며, 그 자체로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소검색 

실험들을 분석한 후에 최종적으로 장소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장소 

찾기'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안은 디지털 시대에 이같이 

변화한 장소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시대의 공간 인지 변화 

 

디지털 시대 모바일 환경의 대표적인 장소 장보원인 디지털 지도의 사

용에 관하여 조사한 Ishikawa et al. (2008)21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지

도의 사용은 사람들의 공간 인지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디지털 지도와 종

이 지도를 가지고 친숙하지 않은 거리를 내비게이션하는 비교실험을 하였

다. 디지털 지도를 이용한 집단은 종이 지도를 이용한 집단보다 더 느리게, 

더 많은 거리를 움직였고,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공간 인지 변화가 실제 행동능력의 저하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았다. 디지털 지도 사용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인 Delikostidis와 

                                            
21 Toru Ishikawa, Hiromichi Fujiwara, Osamu Imai and Atsuyuki Okabe. Wayfinding with a G

PS-based Mobile Navigation System: A Comparison with Maps and Direct Experie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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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zakker (2008)22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지도 사용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심상 지도(mental map)를 그리는 능력과 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가 관찰되

었다. 특히 작은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도시를 내비게이션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파악하기 힘들어 했으며, 또한 이들은 경로를 정확히 묘

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바일 기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지도로 

인해 사람들은 덜 정확한 심상 지도를 가지고 되었고, 이는 실생활에서 행

동 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지도를 사

용하는 경험의 빈도가 증가하면, 그 경험이 심상 지도를 그리는 능력과 공

간 인지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양하게 존재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도구들은 디지털 지도 기반의 형태를 가진다. 

Church et al. (2010)23은 지역 검색에 있어 디지털 지도를 시각적으로 보

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검색의 결과를 디지털 지도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 인터페이스로 보여주

며 어떤 것이 정보를 보여주는 데 적절한지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이 연구

는, 지역 검색 결과의 적절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 상황적 맥

락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바일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

기를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행태는, 과거 물리적 환경에서의 공간 인지와

는 분명히 다르다. 이전의 장소 정보는 제한적인 지리적 정보만으로 구성

                                            
22 Ioannis Delikostidis and Corné P. J. M. van Elzakker. Geo-Identificaiton and Pedestrian 

Navigation with Geo-Mobile Applications: How Do Users Proceed?, 2008. 
23 Karen Church, Joachim Neumann, Mauro Cherubini and Nuria Oliver. The "Map Trap"? An 

Evalation of Map Versus Text-based Interfaces for Location-based Mobile Search, 2010. 



 

 16 

되어 있었으며 종이 지도와 같은 형태의 도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했다. 그

러나 다양한 장소 정보가 존재하는 지금, 지도의 형태로만 장소 정보를 구

성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도를 사용하여 장소를 찾았던 이전 관습은 모

바일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해진 장소 정보에 대응하여, 

이제 장소 찾기는 그에 적절한 구성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에

서의 공간 인지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간 인지를 비교하여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대중화된 이 시대에 모바일 사

용자의 새로운 장소 찾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제 3 절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소 검색 

 

1.  장소 검색과 지리 검색 

 

장소 검색은 일반 검색이 아닌 지리적 정보를 입력하는 지리 검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리 검색의 질의어 연구에서 Henrich와 Lüdecke 

(2007)24은 질의어가 갖는 개념과 질의어의 지리적 참조(reference)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리 검색의 질의어는 ‘거주(habitation)’, 

‘거처(accommodation) ’ , ‘공간(경로)과 공간 시간(space time) ’ , ‘정보

(information)’ 등 네 가지 개념과 ‘거기까지(to there(어떤 장소))’ 등 네 가

지 지리적 참조의 조합25으로 이루어진다. 이 설명에서 ‘거기(there)’를 장

                                            
24 Andreas Henrich and Volker Lüdeck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Information Needs, 200

7. 

25 Ibid. Henrich와 Lüdecke가 말하는 지리적 참조의 조합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거기

(there)가 어떤 장소를 지칭한다고 할 때, 지리적 참조는 거기까지(to there), 거기(ther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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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치환하고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면, “장소까지의 경로/거리 및 소요시

간”, “장소의 위치”, “장소에 대한 정보”, “장소로부터 어떤 지점까지의 경

로/거리 및 소요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모바일 환경에서의 검색은 데스크톱 환경의 검색 행동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위치는 검색 

엔진을 통해 입력되는 질의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Wang et al., 

2005)26.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위치 기술로 인해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Teevan et al. (2011) 27는 모바일 검색 행태 연구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입력하는 검색 질의어는 주로 사용자가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Bennett et al. (2011)28은 모바일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모바일 검색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모바일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사용자의 검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방향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검색 행태는 위치 기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장소), 거기에 대하여(about there), 거기로부터(from there), 이 네 가지를 말한다. 
26 Lee Wang, Chuang Wang, Xing Xie, Josh Forman, Yansheng Lu, Wei-Ying Ma and Ying Li.

 Detecting Dominant Locations from Search Queries, 2005. 
27 Jamie Teevan, Amy Karlson, Shahriya Amini, A.J. Bernheim Brush and John Krumm. Under

standing the Importance of Location, Time and People in Mobile Local Search Behavior, 2011. 
28 Paul N. Bennett, Filip Radlinski, Ryen W. White and Emine Yilmaz. Inferring and Using Lo

cation Metadata to Personlize Web Se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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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지역 정보 검색이 모바일 검색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통계 조사29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데스크톱을 통해 디지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수는 정체된 반면,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수는 24%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 검색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치 정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을 통한 장소 검색이 

활발해졌지만, 장소 검색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시대의 장소 개념 변화는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는 적절한 

장소 검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과, 다양한 장소 정보의 획득을 

통해야만 적절한 장소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치 정보만으로 

장소를 검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Lane et al. (2010) 30은 

사용자의 맥락을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그의 연구는, 

현존하는 지역 검색 서비스가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어떤 지역에 있는 우체국과 같이 거리라는 요소를 사용했을 때에만 적절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맥락 정보에 기반한 

장소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사용자가 어디에서 

검색 질의어를 입력했는지뿐만 아니라 검색 당시의 시간, 검색 당시의 

날씨 등 사용자 맥락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단순한 장소 검색의 한계를 넘어, 위치 정보에 

사용자 맥락 정보를 더해 적절한 장소를 검색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29 ComScore. Map Searches Shift from Desktop to Smartphone, 2012. 
30 Nicholas D. Lane, Dimitrios Lymberopoulos, Feng Zhao and Andrew T. Campbell. Hapori: 

Context-based Local Search for Mobile Phones Using Community Behavioral Modeling and Si

milar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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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Amin et al. (2009)31은 이전의 위치 기반 검색 연구들이 로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적인 요소를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min과 연구자들은 다이어리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참가자에게 매일 세 개의 위치 기반 검색을 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각각의 검색에 대하여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들은 

위치 기반 검색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질의어의 

구문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둘째 찾고자 하는 장소의 종류는 무엇인지 

분석했으며, 셋째 검색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정보 추구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들이 밝혀낸 위치 기반 검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위치 

검색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보 

요구가 아닌 집단의 정보 요구가 검색의 동기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6.1%), 사회적인 요소가 검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위치기반 검색 행위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데스크톱 환경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 

덕분에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졌다. 즉 길게는 몇 주 전, 짧게는 며칠 전에 어떤 곳에 가야 할지 

미리 계획하는 단계가 축소되거나 생략된 것이다. 이제 사용자는 어떤 

장소를 가고 싶을 때 방문 직전에 바로 검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장소 찾기와 다르게,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감각적인 물리적 탐색의 과정은 

                                            
31 Alia Amin, Sian Townsend, Jacco Van Ossenbruggen, and Lynda Hardman. Fancy a drink in

 canary wharf?: A user study on location-based mobile se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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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질의어 입력을 통해 목록화되어 전시되는 장소 

관련 정보만이 검색의 결과로서 장소 찾기 과정에 활용된다. 장소명을 

이용해 검색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검색 방법이다. 일차원적 검색에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일차원적 형태의 질의어에는 장소명뿐만 아니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다. 그러나 일차원적 검색 방법은 사용자가 검색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Zhou et al. 

(2005)32는 위치 기반의 웹 검색에 대한 연구에서 장소명 자체는 장소의 

형태나 공간적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장소명을 

질의어로 사용한 검색은 이미 알고 있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 외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 지식 범위 밖의 새로운 장소에 대한 

검색은 그 장소에 관한 장소 정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제 4 절 장소 검색에서 나타나는 질의어와 정보 요구 

 

1. 질의어와 정보 요구  

 

질의어는 웹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중식 (2011)33에 따르면 웹 사용자는 정보 

                                            
32 Yinghua Zhou, Xing Xie, Chuang Wang, Yuchang Gong and Wei-Ying Ma. Hybrid Index St

ructures for Location-based Web Search. In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2005. p. 155 

33 이중식. 웹검색 행태 연구: 사용자가 스스로 쿼리를 뭉치는 방법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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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34가 발생하면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을 시작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정보 요구를 질의어로 형식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정보 요구를 언어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웹 

사용자가 적절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긴 문장을 이용한다면 그의 

정보 요구를 명확히 기술할 수 있겠지만, 검색엔진의 특성상 질의어는 

짧고 단순하며, 모호하기 때문에 정보 요구를 제대로 언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35 그럼에도 질의어는 검색자의 정보 요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웹 검색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떤 

질의어를 입력하는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왜 검색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어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Bainbridge et al. 

(2003)36와 Cunningham et al. (2004)37는 각각 음악 정보 검색 시스템과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입력한 질의어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정보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짧고 단순하며 모호한 질의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는 검색 엔진의 

인터페이스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2. 장소 검색의 정보 요구  

 

                                            
34 정보 요구(information needs)는 학문 분야와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요구를 단순하게 정보 추구의 동기 유발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5 Yiqun Liu, Junwei Miao, Min Zhang, Shaoping Ma, and Liyun Ru. How do users describe th

eir information need: Query recommendation based on snippet click model, 2011. 
36 David Bainbridge, Sally Jo Cunningham, and J. Stephen Downie. How people describe their 

music information needs: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music queries, 2003. 
37 Sally Jo Cunningham, David Bainbridge, and Masood Masoodian. How people describe their

 image information needs: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visual arts queri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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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검색에 있어 정보 요구는 장소의 기술(descrip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소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람들은 장소에 대하여 말할 때, 

기하학이나 숫자를 사용하기보다 이름이 붙여진(labeled) 형태로 장소를 

설명한다. 장소 기술은 언어적 표현이며,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하는 것 또

한 언어적 표현이다.   

 

표 1. 장소 검색에서 나타나는 정보 요구 

정보 요구의 종류 예 

일반적 정보 요구 카페, 일식집, 파스타집 

특정적 정보 요구 서울시청,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추상적 정보 요구 강남역 소개팅 장소, 회식 하기 좋은 레스토랑 

 

Zhou et al. (2005)38은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를 두고 일반적(generic) 

방식, 특정적(specific) 방식, 개인특유적(idiosyncratic) 방식이라는 세 가

지 방식으로 장소를 기술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는 일반

적인 방식으로는 '카페'라고 불리고, 특정적인 방식으로는 '스타벅스'라고 

기술될 수 있으며, '어제 친구와 만났던 곳'이라는 개인특유적 방식으로 기

술될 수 있다. 개인특유적 방식을 따르면 장소의 기술은 개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Zhou et al. (2005)의 장소 기술 체계

를 일부 반영하여 정보 요구를 보편적 정보 요구(generic information 

needs), 특정적 정보 요구(specific information needs), 추상적 정보 요구

(abstract information needs)로 구분한다(표 1.을 참조). 일반적 정보 요구

는 '카페', '일식집', '스포츠센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장소 분류 수준에 해당

                                            
38 Changqing Zhou, Pamela Ludford, Dan Frankowski and Loren Terveen. Talking About Plac

e: An Experiment in How People Describe Plac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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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를 찾을 때 나타나는 정보 요구를 말한다. 특정적 정보 요구는 구

체적인 장소명 또는 주소 등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

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정보 요구는 일반적인 장소 기술에 추상적인 표현

을 더해 검색하는 방식을 취하며 '분위기 좋은 카페', '회식 하기 좋은 레스

토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 5 절 웹 검색에서의 정보 행태 

 

본 연구의 실험 부분에서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에 나타나는 정보 

행동의 모형을 세우기 전에, 관련 개념인 정보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Wilson (2000) 39 에 따르면 정보 행동(information behavior)이란 

능동적 정보 추구와 수동적 정보 추구 모두를 포함하는, 정보원과 정보 

채널과 관련한 인간 행태의 총체를 말한다.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의 요구나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40을 말하는데, 정보 

행동은 이와 같은 능동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정보 추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 없는 수동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웹 환경에서의 정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정보도 

증가하였다. 웹 사용자의 정보 행동은 나날이 변화하는 웹 환경의 영향을 

                                            
39 Thomas D. Wilson. Human information behavior, 2000. 
40 Donald O. Case.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

s and behavi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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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웹 환경에서의 정보 행동에 관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정보 행동의 

모형은 각각의 웹 환경에 맞게 재정의되어 왔다. 

표 2. 웹 환경에서의 정보 행동 체계 

Choo et al.  

(2000) 

Morrison  

et al. 
(2001) 

Sellen et al. 

(2002) 

Rozanski  

et al. 
(2002) 

Kellar et al. 

(2006) 

Cui and Roto 

(2008) 

Informal 

Search 
Find Finding 

Just The 
Facts/ 

Quickies 

Fact Finding Fact Finding 

Formal 

Search 
Collect 

Information 

Gathering 

Information 

Please/Single 
Mission 

Information 

Gathering 

Information 

Gathering 

Undirected 

Viewing 
Explore Browsing 

Surfing/ 

Loitering 
Browsing 

Casual 

Browsing 

Conditioned 

Viewing 
Monitoring N/A Do It Again N/A N/A 

N/A N/A 

Transacting/ 

Communicating/ 
Housekeeing 

N/A Transaction 

Communication 

/Content Object 
Handling 

 

이전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정보 행동의 분류 체계는 표 2.와 같다. 

Choo et al. (2000)41의 연구는 웹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정보 행동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후 웹을 둘러싼 환경의 다양한 변화 요인들로 

인해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행동을 다룬 

Cui와 Roto (2008)42의 연구는 모바일 환경과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정보 

행동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치 기반 정보들이 이용가능해지면서, 장소까지의 경로와 소요시간을 

알아보는 등 사용자의 정보 추구에 있어 그 표현과 내용이 달라졌다. 

정보의 종류,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 환경 등 각각 다른 수준과 분야에서의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41 Chun Wei Choo, Brian Detlor, and Dan Turnbull. Information seeking on the Web: An integr

ated model of browsing and searching, 2000. 
42 Yanqing Cui and Virpi Roto. How people use the web on mobile devi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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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장소의 유형 

 

사람들이 찾는 장소는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많은 장소에는 그 

장소에 특정적인 장소별 요소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찾는 장소는 이 

특정한 장소 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소의 분류에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1. 일반적인 장소 유형  

  

Sanderson과 Kohler(2004)43의 연구는 지리 검색을 할 때의 주제별 

질의어를 분류해 지리 검색어의 각 분류별 인기도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익사이트(Excite) 웹사이트에 입력된 검색어 로그 중 지리 용어를 사용한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는데, 특정한 장소명으로 검색한 경우가 

15.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업 서비스업으로 

검색한 경우가 14.7%를 기록하였다. 특정 장소명과 상업 서비스업, 이 두 

가지 분류가 나머지 분류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검색 순위의 상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장소와 지역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이 지리 

검색 중 가장 빈번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지도 서비스 빙 지도(Bing Maps)의 전신인 

라이브 지도(Live Maps)는 미국 표준 산업 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43 Mark Sanderson and Janet Kohler. Analyzing Geographic Queri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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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에 의거한 장소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Sanderson 과 

Kohler의 연구에서 본 것과 같이 웹 사용자의 지리 검색의 대부분은 

장소와 지역 비즈니스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류는 지리 

검색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Xiao et al. (2007)44는 

2007년 11월 한 달 동안 라이브 지도의 검색기록을 추출하여 라이브 지도 

사용자가 검색했던 모든 검색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그들은 15개의 

주제로 표 3.과 같이 전체 검색어를 분류할 수 있었다. 

 

표 3. 미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거한 장소 관련 검색어의 주제별 분류 

(Xiao et al., 2007) 

 Topic Categories Example Queries in Categories 

1 Health & Personal Services hospital, salon, massage 

2 Eating & Drinking Places Starbucks, bakery 

3 Automotive Trade & Services auto shop, car dealer 

4 Shopping & Retail Wal Mart, florist 

5 Real Estate real estate, apartments 

6 Recreation & Arts & Sports theater, museum of art 

7 Educational Services high school, Boston university 

8 Government & Organization embassy, public library 

9 Travel Services & Lodging Places Disney world, hotel 

10 Home & Garden furniture store, plumber 

11 Finance & Legal Services bank, legal services 

12 Social Services job, advertising agency 

13 Sex & Adult sex 

14 Agriculture farm 

15 Trade & Business business service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45 되고 있는 장소 평가 서비스 

옐프(Yelp)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분류를 

                                            
44 Xiangye Xiao, Qiong Luo, Zhisheng Li, Xing Xie and Wei-Ying Ma. A Large-Scale Study o

n Map Search Log, 2007. 

45 옐프는 2014년 1분기 기준, 월간 순방문자는 1억 3천만 명을 기록했다(http://www.yelp

-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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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분기 통계에서 가장 많은 평가가 남겨진 

장소 종류는 표 4.와 같다. 평가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장소의 이용률로 분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가장 많은 평가가 남겨진 장소 종류 (Yelp) 

 Business Category  

1 Shopping 23% 

2 Restaurants 20% 

3 Home & Local Services 11% 

4 Beauty & Fitness 9% 

5 Arts, Entertainment & Events 7% 

6 Health 6% 

8 Auto 4% 

9 Travel & Hotel 4% 

10 Nightlife 4% 

11 Other 12% 

 

 

그렇다면 국내 사용자의 장소 검색은 어떤 장소 분류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 지도의 분류를 보자. 

2013년 8월 현재 1,8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2,000만 건을 넘은 국내 디지털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 지도는 총 47개의 

지도 공통 범례를 가지고 장소를 표기하고 있다. 공통 범례에 포함된 

항목은 표 5.와 같다. 네이버 지도는 이와 같은 공통 범례 중에 사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상위범례를 재구성하여 지도 검색 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주변 검색에 포함되는 범례는 표 

6.과 같이 버스/지하철, 음식점, 카페, 숙박, 은행, 병원/의료, 주차장, 

주유소, 마트/슈퍼, 편의점, 생활/편의, 영화/공연, 스포츠 시설, 관공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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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5. 네이버 지도의 지도 공통 범례46 

 범례  범례  범례 

1 우체국 17 주차장 33 아파트 

2 구/읍/면/동/리 18 터널 34 연립 

3 법원 19 능묘 35 자연부락 

4 국회의사당 20 약국 36 계곡폭포 

5 안전(소방서/경찰서) 21 한의원 37 숙박 

6 초/중/고 22 골프장 38 음식점 

7 대학교 23 대형유명유적 39 어린이집 

8 교회/성당 24 호텔 40 선착장 

9 사찰 25 백화점 41 도서관 

10 물놀이 26 마트 42 방송국 

11 은행 27 극장 43 공원 

12 전화국 28 산 44 카페 

13 주유소 29 스키장 45 베이커리 

14 놀이공원 30 병원 46 아이스크림 

15 동물원 31 예식장 47 대중교통 

16 식물원 32 자동차정비   

 

표 6. 네이버 지도 주변 검색 항목47 

 항목  항목 

1 버스/지하철 8 주유소 

2 음식점 9 마트/슈퍼 

3 카페 10 편의점 

4 숙박 11 생활/편의 

5 병원/의료 12 영화/공연 

6 은행 13 스포츠시설 

7 주차장 14 관공서 

 

장소 검색과 선택 과정은 장소 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46 네이버 지도 범례. http://help.naver.com/ops/step2/faq.nhn?fcatid=10442. 
47 네이버 지도. 주변 검색 항목.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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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단순히 지리 검색어를 분류하는 것에 그쳤으며, 

그동안 장소의 주제별 차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식점을 

찾을 때와 체육관을 찾을 때, 그 각각의 장소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요소들은 다를 것이다. 또한 장소 유형이 다를 때, 각 장소들과 

연관된 정보가 갖는 각각의 정보량과 정보의 범위는 다를 것이다. 이같이 

장소 분류에 따라 검색과 선택 과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사용자의 ‘최적의 장소 찾기’ 전략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2. 장소 기술에 따른 장소 유형  

 

표 7. 장소 기술에 따른 장소 유형 

일반적/기능적 장소 공항, 주유소, 자동차 판매소, 식료품점 

잘 알려진 대중적 장소 맥도날드, 타코벨, 카리부 커피, 오피스맥스 

구체적인 대중적 장소 반즈앤노블스 에덴프레리, TJ MAXX 로즈데일 

개인적/사회적 장소 집, 부모님집, 친구집 

활동기반적 장소 수업, 전시 오프닝, 주차, 수영 

 

장소는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장소에 대하여 기술할 때 나타나는 장소의 유형은 일반적인 장소 분류를 

따르지만은 않는다. Zhou et al. (2005)48의 연구는, 실제 사람들이 장소를 

기술할 때 분류되는 장소의 유형은 옐로우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장소의 

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장소 

기술을 분석하여, 장소 기술에 따라 장소를 1) 일반적/기능적 장소, 2) 잘 

알려진 대중적 장소, 3) 구체적인 대중적 장소, 4) 개인적/사회적 장소, 5) 

                                            
48 Changqing Zhou, Pamela Ludford, Dan Frankowski and Loren Terveen. Talking About Plac

e: An Experiment in How People Describe Plac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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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반적 장소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표 7.을 참조). 또한 Ritcher et al. (2012)49는 사람들의 장소 

기술에 있어 구체적인 구성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장소 기술에 있어 구성과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으며, 장소 기술에 따른 장소의 유형은 주소, 지리적 

명칭, 장소명, 장소의 기능적 측면, 개인적인 측면50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Zhou et al. (2005)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의 두 

연구들은 디지털 시대의 장소 검색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기능과 주제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장소 유형에 따른 장소 검색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또는 활동 기반적인 

측면에서 분류되는 새로운 장소 유형의 등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7 절 장소 정보원의 유형 

 

모바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장소 정보의 획득은 다양한 장소 

정보원으로부터 가능하다. 장소 정보원은 각각의 정보원이 갖는 특성이 

달라 그 정보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한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각의 정보원들이 가진 성질을 이해하고 정보원 간 차이점을 알아야 

적절한 장소 검색 전략을 취할 수 있다. 

 

                                            
49 Daniela Richter, Kai-Florian Richter, Stephan Winter and Lesley Stirling. How People Descr

ibe Their Places: Identifying Predominant Types of Place Descriptions, 2012. 

50 축약어로 장소를 기술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는데, 스타벅스를 '스벅'이라고 줄이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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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엔진 

 

검색엔진은 웹 검색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검색엔진은 장소 

정보에 특화된 형태의 정보원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다수의 장소 

정보원에 접근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글의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검색하면 그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여준다. 구글에서 장소를 검색하면 검색결과는 지역 정보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스(Google Places)와 디지털 지도 서비스인 구글 지도와 연계되어 

이들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정보가 제공된다. 정확한 장소명을 입력하지 

않고 '강남역 맛집'과 같은 질의어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맞는 

목록을 나열해준다. 검색엔진은 장소 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검색과 마찬가지로 질의어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며 지역 정보, 

블로그, 커뮤니티 등 다른 장소 정보원들의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에도 구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디지털 지도 

 

디지털 지도는 지리 정보에 기반한 장소 정보원의 대표적인 예다. 

장소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디지털 지도의 일차적 

기능이다. 구글 지도가 서비스를 시작한 2005년, 초기 디지털 지도는 앞서 

예로 든 ‘강남역 맛집’과 같은 질의어로 검색하여 적절한 결과를 

얻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원이었다. 디지털 지도 서비스 시작 초기에, 

디지털 지도는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요소 중에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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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 '위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 파악에 지도의 

사용 목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정확한 장소명이나 주소명을 입력하여 

장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초기 디지털 지도 사용자의 적절한 장소 찾기 

행태였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지도는 지리 정보 제공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넘어 다양한 장소 정보 제공 기능까지도 갖게 되었다. 기존 정보에 

사용자 평가나 사진, 홈페이지 등의 구성적 요소가 증가하고, 실내 공간에 

대한 탐색, 장소 정보의 공유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 요소가 

더해졌다. 디지털 지도가 제공하는 정보는 장소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교통 상황 등 그 정보의 층위가 다양해졌다. 

 

3. 지역 정보 서비스 

 

지역 정보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스와 옐프, 야후 

로컬(Yahoo! Local)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장소 정보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른 정보원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광범위한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최근의 지역 정보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장소에 대해 평점을 주고, 사진을 올리고, 

구체적인 평가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소 경험을 공유한다. 

지역 정보 서비스의 사용자는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일차적인 장소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장소를 방문했거나 그 장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보다 생생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지역 정보 

서비스에는 하나의 장소 분류에 집중하는 사례도 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윙스푼51은 음식점이라는 장소 정보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바일 

                                            
51 음식 평가 사이트. 2013년 12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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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인 서울버스와 같은 교통관련 서비스들은 대중교통 이용 

장소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정보 서비스 중 사용 비중이 큰 음식점 관련 서비스의 경우, 국내 

서비스는 국외의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옐프,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와 같이 장소들을 안내 

책자와 같은 형태로 목록화하여 나열해 보여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이용률이 크다. 반면 국내 서비스의 경우, 이 같은 음식점 평가 사이트가 

적을 뿐더러 서비스 이용률이 낮으며, 전화번호, 주소, 위치, 영업 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 정보 외에 평점, 평가 내용 등의 주관적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사전 조사에서도 드러난 대로, 

음식점 평가 사이트에는 순수한 사용자보다 고의적으로 조작된 평가를 

남기거나 사이트 평가를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용자들간의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사용자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무선 위치 

기술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의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 정보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주변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스퀘어를 들 수 있다. 포스퀘어는 포스퀘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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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소에 방문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인(Check-In)'52 

기능을 가진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그가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평가나 그 장소의 사진을 남기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의해 축적된 장소 

정보는 서비스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체크-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장소 정보를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때 

위치 정보를 콘텐츠와 같이 삽입하여 간접적으로 장소 정보를 남기는 

방법도 있다. 위치 정보가 삽입된 트위터의 콘텐츠들은 주변 장소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장소라 불리는 곳 이외에 기존의 장소 개념에서 벗어난 지점에도 정보를 

남길 수 있다. 사용자들은 공원 앞 벤치, 움직이는 버스 안, 건물 내 화장실 

등에도 사진과 평가를 남긴다. 이렇게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소와 장소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다. 

 

 

 

  

 

 

                                            
52 PewResearchCenter(2013)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12%가 ‘체크-인’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 포스퀘어는 2013년 9월 현재 4천 만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누적 총 

45억 개의 체크-인과 매일 100만 개 이상의 체크-인이 일어난다.  

http://foursquare.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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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와 가설 

 

 

제 1 절 용어의 정의 

 

장소라는 개념은 그 의미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Canter 1977, 

Tuan 1990, Harrion and Dourish 1996, Jordan et al. 1998, Nova 2005). 

그러므로 연구 문제의 설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소 관련 용어

에 대해 설명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장소 정보, 장소 정보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장소' 개념은 POI53 중 목적지 검색에 사용되는 지점으로, 어떤 행위

가 일어나는 곳이자 사용자가 향해 가는 곳이다. 둘째, '장소 정보' 개념은 

장소에 대한 관찰이나 측정, 평가를 통해 모인 특정 장소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다. 마지막으로 '장소 정보원' 개념은 관찰이나 측정, 평가를 통해 모인 

장소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의 출처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찾기는 '검색-해석-

실행'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대한 본 연구에서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색'은 어떤 목적 행동을 위해 사용자가 POI를 검

색하는 것이다. '해석'은 사용자가 검색한 장소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들(장

소 정보)을 사용자 관점에서 재배열하고 그 중 목적 행동에 적합한 자료에 

주목한다. '실행'은 사용자가 적합한 장소 정보들에 근거하여 POI로 향하는 

것이다. 

 

                                            
53 POI(Point of Interest)는 장소를 디지털 지도에 좌표로 표시하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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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와 가설 

 

장소 정보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

로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장소가 생겨나고 복합적 기능을 갖는 장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장소 정보는 새로운 장소의 발견 기회를 제공해준

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지식에 장소 정보 이용결

과를 더하여, 이전에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장소에 대한 지식

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정보 검색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 정보 요구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색 행동의 

패턴은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 문제에 대한 세부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 정보 요구는 무엇인가? 

 

1.1. 장소 검색 질의어 상의 정보 요구는 무엇인가? 

1.2. 장소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특질은 무엇인가? 

 

가설)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정보 요구는 그가 입력하는 

질의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장소 검색 정보 요구는 몇 가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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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며, 이 장소 특질들은 검색 질의어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사용자는 그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각각 다른 질의어를 입력할 것이며, 입력된 질의어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검색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검색의 맥락에 따라 중요한 장소 정보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말에 약국을 찾을 때에는 영업 요일과 시간에 관련한 정보를 

찾기 위해 질의어를 형성할 것이고, 주말에 계획한 데이트 동선에서 갈 

만한 음식점을 찾을 때에는 그 동선과 일치되는 지리적 정보와 관련된 

질의어를 입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장소의 특질은 각각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장소의 이용가능성, 즉 

내가 해당 장소의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장소의 위치가 계획한 동선에 

일치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지리적 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검색 맥락에 따라 장소에 

대한 각각 다른 정보 요구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검색 과정에 각각 다른 

질의어가 표현될 것이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색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1. 모바일 사용자 각각의 장소 검색 행동 분석 결과, 반복적 검색 

행동 패턴이 관찰되는가? 

2.2.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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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모바일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검색 과정은 패턴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장소 검색의 과정은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과 비교하여 장소 검색 특유의 패턴을 가질 것이다. 패턴의 

형태는 장소 검색의 목적과 의도, 동행인 여부, 검색 위치,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검색 목적에 따라 

패턴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모바일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찾을 때, 사용자는 해당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 정보를 접하게 된다. 장소의 사진, 장소에 관한 리뷰, 장소에 

대한 평가점수, 장소의 교통 편의성 등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장소 정보의 

유형은 다양하다. 검색 행동 패턴별로 모바일 사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 정보 유형은 다를 것이다.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목적으로 어떤 음식점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는 장소 평가 내용에 

적힌 '조용한 분위기', '데이트하기 좋은' 등의 표현을 보고 분위기를 

판단하여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사용자는 해당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장소의 지리적 정보를 찾는다. 이 

상황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평가 정보들은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지리적 

정보만이 사용될 뿐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검색의 목적과 

맥락적 요소들에 따른 반복된 패턴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모바일 사용자들이 장소 검색을 통해 얻으려 하는 정보는, 검색 

결과에 있어 양화된 형태54를 취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그 자료를 검색한 

                                            
54 장소 정보를 검색한 결과 중 양화된 형태의 예로는 장소에 대한 평점 (예: 9점, 10점), 체

크-인 수(예: 1,5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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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점에서 '해석'되는 정보이다. '해석'은 정보의 지각에 주관이 

개입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검색-해석-실행' 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장소 정보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실행'은 장소의 선택, 

그 장소로의 실제 이동 또는 이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상대적인 특성들을 검색하는 사용자 각각의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반복적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장소의 상대적 특성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행태에 대한 적절한 질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최적의 

장소 찾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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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정보가 증대된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서, 모바일 사용자들이 그들의 목적 행동 성취를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검색 활동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목적 행동에 부

합하는 ‘최적의 장소 찾기’를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

점적으로 볼 것이다. 

 

제 1 절 연구 계획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과정을 거친다.  

첫째, 이론 연구와 연구의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로서 문헌 연구를 통

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한다. 또한 모바일 사용자의 실제 장소 사용

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실험 개념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예비 실험은 본 실험 전에 몇 차례 실시하며, 예비 실험

의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둘째,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소 검색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

찰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총 50 명을 대상으로 웹 설

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는 4절에 기술하였다. 

셋째,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소 검색 행동을 알아보는 실험 연

구를 실시한다. 본 실험은 로그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실험참가자

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소 검색을 할 때 남겨지는 검색 기록(로그)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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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해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제 2 절 연구문제의 검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기록을 분석

한다. 검색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문이나 직접 관찰을 대신

해 모바일 기기에 누적되는 로그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로그 

분석은 사용 맥락에서 관찰자의 개입을 줄이고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을 기계적인 자취로 기록한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실제 사용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로그 분석

만으로는 내용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그 분석 외에도 검색 일기를 

같이 작성하여, 실험 후 인터뷰와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검색 행동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연구문제 1의 검증 
 

연구문제 1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 나타나는 정보 

요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 연구문제로는 1) 장소 검색에 영향을 

주는 검색 요인은 무엇인지, 2) 검색 질의어 상의 정보 요구는 무엇이며, 정

보 요구에 따라 검색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모바일 사용자가 어떤 질의어를 입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참

가자로부터 장소 검색 로그를 수집한다. 실험참가자 각각에 별도의 실험 

계정을 부여하여 장소 정보원에 남겨진 로그를 수집한다. 실험참가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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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집된 검색 로그를 바탕으로 어떤 맥락적 요인들에 의하여 정보 요구

가 발생했으며, 어떤 장소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 질의어를 입력했는지 알

아본다. 이 과정을 통해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밝혀낸다. 

실험 후 남겨진 검색 기록을 참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집한 내용의 

불분명한 부분과 맥락적 정보에 대해서는 실험참가자가 작성한 설문지 결

과와 인터뷰 내용으로 보완한다.  

2) 검색 질의어를 질의어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가장 구체

적인 질의어부터 가장 구체화 정도가 낮은 질의어까지 단계별로 분류하여 

구체화 정도에 따른 반복적인 검색 전략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연구문제 2에서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

본다. 세부 연구문제로는 1) 사용자 각각의 장소 검색 행동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인 검색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2) 검색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어

떤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실험참가자로부터 수집한 로그를 분석하여 검색 과정의 단계를 살

펴본다. 실험참가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나타난 정보 요구의 표현, 검색 결

과 중 열람한 장소 정보원, 사용한 장소 정보 등의 검색 과정을 분석하여 행

동을 측정한다. 

2) 패턴화된 검색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플로우 차트 형태로 사용자의 

행동 모형을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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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의 목적 

설문 조사는 사람들의 장소 검색 행태 전반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로그 실험에 참여할 실험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그 실험 연

구에 앞서 설문 조사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소 검색 행태에 관해 알아보

았다. 설문 조사는 총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장소를 찾을 때 어떤 장소를 검색하며 사용한 장소 정보원

은 무엇인지, 또 어떤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설문하

였다.  

 

(2) 설문 조사 참가자 

설문 조사는 계획했던 설문 조사 인원에 추가적인 참가자가 더해져 최

종적으로 55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참가자 중 28명은 회

사원, 23명은 학생 그리고 4명은 구직자 등 기타 범주에 해당되었다. 참가

자의 연령은 24세에서 35세까지 분포(M=28, SD=2.46)하였으며, 성별로

는 남성이 34명 여성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로그 수집 실험 

 

실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실험 환경을 설정한다. 

둘째,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는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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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진행 단계 

 

본 실험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사용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검색 

로그 중 장소 검색과 관련된 로그를 활용한다. 검색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설문이나 직접 관찰을 대신해 디지털 기기에 누적되는 로그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55이다. 로그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언

제 어떤 기능을 사용자가 이용하는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로그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어떤 대화가 진행되었는지 또는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범주화 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로그는 그 분석을 

통해 구조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참가자들의 관계망 및 내용간의 

상관성을 그려낼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로그의 출처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이며, 사용자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 분

석의 한계를 보완한다. 본 연구는 로그분석과 사후 인터뷰라는 두 가지 분

석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 장소 검색 행태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55 이중식. 웹검색 행태 연구: 사용자가 스스로 쿼리를 뭉치는 방법으로, 2011. 

56 Bing Liu. Web data min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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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참가자  

장소 검색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모두가 하는 행위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간에 관계 없이 다양한 환경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한 대로,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세대일 

수록 더 많은 이용 통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장소 검색 행위에 있어 모집단

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 같은 통계에 근거해 본 실

험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적합한 대상은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

검색-해석-실행'의 단계를 빈번하게 행하는 사용자, 즉 검색 빈도가 높으

며 다양한 검색 형태를 가진 사용자이다.  

설문 조사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응답을 한 사람들을 본 실

험의 대상자로 삼았다. '검색-해석-실행'의 세 단계 중 '해석'을 제외한 나

머지 두 단계는 설문 조사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검색'과 '

실행' 이 두 단계에 대해 적절히 응답한 사람을 실험참가자로 선정했다. 참

가자 선정을 위해 사용한 문항과 응답 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실험참가자 선정 기준 

항목 문항 선정 기준 

일반 

스마트폰과 데스크톱의 장소 검색 비중은? 

(1: 데스크톱 - 7: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 
4 이상* 

새로운 장소에 가는 편인가, 가봤던 장소에 가는 편인가 

(1: 가봤던 장소 - 7: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경향) 
4 이상* 

인터넷으로 장소 검색이 가능해진 지금과 이전을 비교할 

때, 방문하는 장소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 같은 장소  - 7: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경향) 

4 이상* 

검색 얼마나 빈번히 장소를 검색하는가? 

날마다, 

며칠마다, 

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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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는 편인가? 

(1: 직접 돌아다니다가 - 7: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향) 
4 이상* 

인터넷을 통해 장소를 알게 되는 주요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라. (최대 3개 선택 가능) 

검색 엔진에서 

검색 

이전과 비교할 때, 당신은 낯선 지역에서도 장소를 잘 찾을 

수 있는가? (1: 매우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4 이상* 

방문 

장소를 방문하기 전, 해당 장소를 검색해보는가? 

(1: 매우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4 이상* 

검색 결과로 선택한 장소에 실제로 방문하는 편인가? 

(1: 매우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4 이상* 

*표시가 된 문항의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음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 실험에 적합한 참가자 후보의 목록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후보 모두가 실험 참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적인 실험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참가 의향을 보인 대

상자를 포함, 실험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모집된 실험 참가 후

보는 표 8.의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종적으로 실험참가자는 19명이 모집되었다. 남녀 각각 11명, 8명이 모집되

었으며 25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였고, 평균 나이 28.8세

(M=29, SD=2.1)의 젊은 회사원 또는 학생 두 집단이 주를 이뤘다.  

 

(2) 실험 연구 방법 

실험은 총 20 명을 대상으로 2 주간 실시한다. 실험참가자는 실험 기

간 동안 장소 검색 로그를 남기게 되며, 실험 기간 중간마다 장소 검색에 대

한 일기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실험 후에는 실험참가자에게 추가적인 설

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실험 도구로는 구글 크롬(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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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57 모바일 브라우저가 사용된다. 실험참가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구글 크롬을 설치하고 사전에 부여 받은 실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검색 기

록을 남기게 된다. 실험참가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포털 앱 및 기타 인터넷 

브라우징 앱의 사용을 자제하고 실험 기간 동안 구글 크롬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사전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에서 많게는 네 다섯 번의 장소 검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 검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미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장소 검색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모든 모바일 검색이 구글 크롬을 통해 행해지도록 실험참가자에게 지시하

였다. 또한 실험참가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적인 검색이나 수집을 

원하지 않는 검색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 검색 앱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구글 크롬의 검색 로그 기능을 통해 실험참가자가 직접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9. 실험을 통해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검색 로그 실험 후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검색의 수치적 데이터 검색의 맥락적 데이터 

열람한 웹 페이지의 제목 및 주소, 검

색 날짜 및 시간 

검색 목적, 검색 위치, 검색 만족도, 검

색한 장소의 방문 경험 여부, 검색 결과 

방문할 장소의 선택 이유, 방문 목적, 방

문 동행인, 방문 만족도,  

 

                                            
57 구글 크롬은 다양한 스마트폰 OS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웹 브라우징 애플리케이

션이다. 실험참가자의 기기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검색 기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실험의 도구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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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검색 로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열람한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의 주소(하이퍼링크), 날짜와 시간이다. 이와 같은 검색 기록들을 데

이터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정리하였다. 검색 로그만으로는 검색 

맥락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 후 추가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를 진행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수집 가능한 데

이터의 종류를 정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3) 실험 준비  

실험 준비 과정은 실험 도구로 사용되는 구글 크롬의 설치 및 사용 방

법에 대한 안내, 실험 계정 부여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안내, 실험 

후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실험에 앞서 실험 안

내서를 제작하여 실험참가자에게 배포하였다. 

 

i. 구글 크롬 애플리케이션 설정 

본 실험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

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참가자가 사용하는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단 기존에 검색 도구로 사용되던 각종 검색

엔진 앱 및 인터넷 브라우저는 로그 수집의 한계58가 있기 때문에, 구글 크

롬 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구글 크롬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앱의 위치

에 구글 크롬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가상의 목적을 가진 장소 검색을 몇 회 

                                            
58 구글의 경우 검색 기록을 수정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하지만, 네이버

의 경우 검색 기록을 데이터 형식으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4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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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하여 앱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ii. 실험 계정 부여 

각 실험참가자는 고유의 실험 계정을 부여받는다. 실험참가자는 부여 

받은 실험 계정으로 구글 크롬에 로그인하여 검색 로그를 남긴다. 검색 로

그의 손실을 방지59하기 위해 실험 기간 동안 각 실험참가자마다 몇 차례의 

로그 수집을 진행하였다. 로그 수집 전에 실험참가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

차를 밟았으며, 실험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험참가자 본인

이 원한다면 자신의 검색 로그를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구글 크롬의 

메뉴 항목 중 검색 기록 항목으로 접근하면 원하는 검색 로그를 선택하여 

삭제가 가능하다.  

 

iii. 실험 후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실험참가자는 실험 후 온라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장소 

검색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검색 로그에서 수집이 불가능한 

맥락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실험 기간 동안 수집된 검색 로그 중 장소 검색 로그를 추출하여 태스크별

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친 후 실험참가자는 설

문 조사와 인터뷰에 응하게 된다. 사후 설문과 인터뷰에서 실험참가자들은 

당시의 검색 상황과 방문 여부 및 방문 경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다. 실제로 일부 실험참가자들은 검색 당시의 맥락적 정보를 보고하기 위

해 메신저의 기록, 전화 통화 내역, 당시 촬영했던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

                                            
59 실험 환경 테스트 결과, 데이터 연동 시 예기치 못한 일로 검색 기록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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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3. 검색 로그 수집과 분석 

 

본 실험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9명의 실험참가자로부터 검색 

로그를 수집하였다. 실험참가자는 2주 동안 구글 크롬 앱을 사용하여 모바

일 검색 로그를 남긴다. 본 실험은 실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험 시작일을 

개개인의 일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필요에 

의해 수행된 장소 검색 로그를 수집하는 실험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

어나는 장소 검색 로그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실험참가자에 맞

게 일정을 조율하였다(표 10.을 참조). 또 장소 검색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험 시작일을 각기 다르게 한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

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실험참가자의 실험 기록 

  성별 직업 나이 실험시작 실험종료 장소 검색 

P1 여 학생 29 14/03/01 14/03/14 10 

P2 남 학생 28 14/03/03 14/03/16 3 

P3 남 학생 28 14/03/03 14/03/16 6 

P4 남 회사원 30 14/03/04 14/03/17 18 

P5 남 학생 29 14/03/05 14/03/18 6 

P6 남 학생 25 14/03/05 14/03/18 8 

P7 남 회사원 31 14/03/08 14/03/21 6 

P8 남 회사원 31 14/03/09 14/03/22 7 

P9 여 학생 27 14/03/11 14/03/24 32 

P10 남 학생 29 14/03/11 14/03/24 6 

P11 여 회사원 31 14/03/28 14/04/26 8 

P12 남 회사원 30 14/04/13 14/04/26 20 

P13 남 회사원 34 14/04/15 14/04/28 3 

P14 여 회사원 28 14/04/16 14/04/29 6 

P15 여 학생 27 14/04/16 14/04/29 5 

P16 여 회사원 27 14/04/16 14/04/29 5 

P17 여 회사원 27 14/05/06 14/05/19 3 



 

 51 

P18 남 학생 27 14/05/06 14/05/19 1 

P19 여 회사원 30 14/05/06 14/05/19 1 

남 11 회사원 10 전체 장소 검색 154개 

여 8 학생 9 평균 장소 검색 8.1개 

 

실험 데이터는 검색 로그의 형태로 각각의 실험 계정에 저장된다. 연

구자는 실험 중간 그리고 실험 후 실험 계정에 접속하여 검색 로그를 가져

온다. 구글 크롬과 실험 계정과의 연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상

적으로 검색 로그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실험 시작 전 그리고 실험 기간 중 

몇 번의 확인 과정이 있었다. 로그 분석 작업 이후 실험참가자는 본인의 검

색 기록과 관련한 사후 설문 조사와 인터뷰에 응한다. 설문 조사는 인터뷰 

전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실험참가자는 설문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본 실험 연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검색 

로그, 설문 조사 데이터, 인터뷰 기록 등 크게 세 가지다. 

구글 크롬에 남겨지는 검색 로그는 표 11.과 같이 수집된다. 하나의 로

그는 웹 페이지 제목, 해당 웹 페이지의 출처, 웹 페이지 열람 시간과 날짜, 

총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표 11. 검색 로그 데이터 

웹 페이지 제목  출처 시간 날짜 

시청 초밥 - Google Search www.google.co.kr 10:08 PM 14/03/06 

시청 :: 초밥이 정말 정말 맛있는 집 스시 화정 m.blog.naver.com 10:09 PM 14/03/06 

[오가와/광화문] 최근 인기몰이 서울시내 초밥집 m.blog.daum.net 10:10 PM 14/03/06 

광화문 회전초밥 맛집 - 쿠마이 하라하라 | 빅데이

터 맛집검색, 다이닝코드 
m.diningcode.com 10:10 PM 14/03/06 

스시 화정 : 네이버 통합검색 m.search.naver.com 10:11 PM 14/03/06 

남대문/광화문 맛집 : 고품격 스시요리 스시화정

(sushi hwajung)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 10:11 PM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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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검색 로그의 분류 방법 

본 실험은 실험참가자의 구글 크롬 앱에 남겨진 모바일 검색 기록을 

모두 수집하기 때문에 장소 검색과 관련이 없는 로그를 삭제하고 장소 검

색 로그만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험에서는 특히 질의어를 입

력하여 장소를 찾는 정보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뉴스 및 미디어 사이트에서 열람한 장소 정보는 제외하였다. 질의어의 입

력은 장소 검색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것은 전체 로그에서 장소 검색 로그

를 추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장소 검색 로그를 분류하는 중요한 방법은 연관된 로그들끼리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중식 (2011)60은 검색 정보 활동은 일회성 활동이 아

닌, 연속적이며 적극적인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개별 행동(single instance)

을 분석 단위로 삼기보다는 일련의 행동 집합(뭉치, bundled instances)으

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본 실험은 이 같은 분석 방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장소 검색 로그를 일련의 행동 단위로 분류하였다. 로

그에 남겨진 검색 시간과 입력한 질의어의 정교화 과정 등을 참고하여 연

구자가 집합화한 행동 단위를 만들고, 실험 후 설문 조사를 통해 실험참가

자로 하여 만들어진 행동 단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행동들을 나누는 기

준은 검색 목적이다. 검색 목적에 따라 어떤 행동 단위는 아주 적은 수의 로

그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여러 개의 질의어가 포함된 다수의 

로그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검색 로그를 표 12.와 같

이 가공된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 

 

 

                                            
60 이중식. 웹검색 행태 연구: 사용자가 스스로 쿼리를 뭉치는 방법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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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공된 검색 로그 데이터 

질의어 과정 웹 페이지 제목  정보원 시작시간 종료시간 

시청초밥, 

스시 화정 

1 시청 초밥 - Google... 포털 10:08 PM 10:11 PM 

2 시청 :: 초밥이 정말... 블로그 소요시간 날짜 

3 [오가와/광화문] 최근.. 블로그 4분 14/03/06 

4 광화문 회전초밥 맛집.. 음식평가 검색시간대 

5 스시 화정 : 네이버 통.. 포털 22H 저녁 

6 남대문/광화문 맛집... 블로그  

 

 

(2) 장소 검색 로그의 수 

실험참가자로부터 수집된 전체 모바일 검색 로그 중 장소 관련 로그를 

선별하여 정리한 결과 총 652개의 장소 검색 로그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들을 일련의 행동 단위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154개의 장소 검색 행동 단

위를 얻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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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장소 검색 행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설문을 통

해, 장소를 찾는 목적과 동기, 장소 유형 등이 달라지면 정보원의 이용 또한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이후 로그 실험 계

획에 참고가 되었다. 

 

1. 장소 검색의 빈도 

 

얼마나 자주 장소를 검색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모바일 사용자는 며칠

에 한 번(62%, 2~6일), 매일(18%), 매주(16%), 매월(4%) 순으로 답하였

다. 장소 검색의 빈도에 관하여 실험 연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장

소 검색은 집이나 회사, 학교와 같이 일상의 삶과 연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설문 조사 결과, 모바일 사용자는 일상 외적인 모임이나 데

이트와 같은 사교 활동, 또는 취미나 여가 활동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장소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소 정보원의 종류 

 

새로운 장소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관해 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

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장소 찾기와 그 이전의 장소 찾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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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으로 검색이라는 정보 활동이 보편적이고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는 있지만, 사람들이 검색 이전의 장소 찾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

니다. 두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주어진 응답 항목 또는 기타 항목을 직접 적어 응답하도

록 하였으며, 최대 3개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장소를 알게 되는 방법으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언급 또는 추천을 받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45%), 선택한 복수 

개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

자 중 78%가 '주변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61 그 이유로는 정보원에 대한 접

근성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가

장 많았다.62  

일반적인 검색 과정과 마찬가지로 검색엔진은 장소 검색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원이다.63 그러나 검색엔진을 통한 장소 검색은 다

른 정보원으로의 연결을 위한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의 경우 검색엔진을 시작으로 다른 정보원에서 장소 찾기 과정을 마쳤다. 

반대로 디지털 지도는 검색 과정의 마지막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

소 선택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장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가 사용되

                                            
61 주변 사람들(친구, 동료, 가족 등)이 장소를 추천 또는 언급(45%), 길을 돌아다니거나 교

통 수단을 이용할 때 장소를 목격(26%),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통해 장소를 알게 됨(17%), 

TV/라디오 광고를 통해 장소를 알게 됨(8%), 전단지를 통해 장소를 알게 됨(2%), 기타

(2%). 

62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 또는 언급'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43) 

중 79.1%(34)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정보원 사용 이유를 밝혔다. 

63 포털에서 검색(3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글을 보다가 발견(21%), 지도에서 검색(1

5%), 특정한 목적 없이 (구독하는) 블로그 글을 보다가 발견(10%), 특정한 목적 없이 카페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보다가 발견(8%), 맛집 정보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됨(5%), 뉴

스 및 미디어 컨텐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됨(3%),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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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장소 검색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기도 했다. 한 실험참가자는 자신

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라온 맛집 관련 글을 읽고, 해당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또 웹 쇼핑을 하다가 장소를 찾는 경우

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소셜 커머스 페이지에 올라온 음식점 할인 쿠폰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장소 정보를 보기 위해 블로그를 통해 장소를 검색했다

고 말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친구들의 음식 사진과 그에 달린 

장소 태그도 장소 검색의 동기가 되었다. 한 실험참가자는 페이스북을 보

고 친구가 올린 음식점을 메모해 두었다가, 이후 식사 약속이 있었을 때 메

모해 뒀던 장소가 떠올라 그 장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검색했

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정보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이다. 예상했던 것과 같

이 검색엔진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장소를 알게 된다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21%

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높은 신뢰도'(54.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비인터넷 정보원을 묻는 문항에서 '주변 사람들'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장소 정보 제공자는 정보 수용자와 친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 받는 정보의 신뢰도가 검색엔진으로부터의 정보보다 높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원으로 검색엔진을 택한 이유에는 '높은 접

근성'(44%),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36%) 등이 있었지만 '높은 신뢰도'를 

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64 이는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장소를 찾을 

                                            
64 포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 '유용한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로는 '높은 신뢰도', '최신

의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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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검색결과로 나온 다양한 장소 정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용자는 장소 평가와 같이 주관적인 정보를 찾는 경우 하

나의 정보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정보들을 두고 적절한 장소

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터뷰를 진행한 한 실험참가자는 음식점을 

찾을 때 블로그로부터 장소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답했다. 블로그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참가자는 실제 방문했던 

사람이 작성한 평가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더 생생한(현장감 있는) 정보(사

진, 방문 에피소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3. 장소의 종류와 방문 

 

설문참가자에게 최근 검색한 장소 두 곳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참가자는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했는지, 검색할 때 사용한 정보원은 

무엇이며 실제 방문은 했는지, 방문했다면 검색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 방

문했는지 등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설문참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음식점을 찾는 데 장소 검색을 이용한

다고 답했다. 표 13.과 같이 설문참가자가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음식과 

관련된 장소였다. 음식점과 카페, 베이커리를 합치면 전체 검색 중 65.6%

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다. 조사 대상이 된 장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전체를 반영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연구 초기 단계의 예

비 실험과 이후 실험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

다.65 검색 항목 중 '음식점', '카페와 베이커리' 두 항목이 다른 항목들과 큰 

편차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들도 간헐적으로 검색되었다. 

                                            
65 예비 조사 결과, 장소별 검색 이용 수는 음식점, 버스/지하철, 카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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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장소의 종류와 검색 시점으로부터의 방문일 

장소의 종류 응답 수 응답 예 방문일 

음식점 52 을지로입구역 초밥, 가까운 치킨 집 0.71 

카페와 베이커리 20 원서동 카페, 서촌 Fab Cafe, 0.16 

쇼핑 11 동대문 단추시장, 광교 안경 0.09 

교통 5 망원역,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0.2 

오피스 3 삼성전자 중앙문, 광교 테크노벨리 0 

문화, 예술 3  롯데시네마 강남역, 순천만정원박람회 0 

교육 2 동국대학교, 한국애니고 3.5 

스포츠, 오락 2 안산 올림픽기념관, 안국역 pc방 0.5 

여행, 명소 2 운형궁, 오사카 관광지 10.5 

건강, 의료 2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율한의원 30 

경조사 2 남부터미널 예식장, 양재역 예식장 0 

미용 2 네일샵, 아이디헤어 원마운트점 0 

자동차정비, 수리 2 태릉입구역 오토바이센터, 기아 부품대리점 0 

공공, 사회기관 1 신림동 우체국 - 

주택 1 서현역 시범단지 아파트 0 

전체 110  0.67* 

(단위: 일, *=60일 이후 방문할 병원 검색 기록 및 잘못 기재된 네 개의 응답 제외) 

 

검색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 방문하였는가를 묻는 문항을 통해 검색 당

일인 경우 0, 그 다음 날인 경우 1, n일 후인 경우 n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방문일이 검색 시점에 가까운 이유는 Amin et al. (2009)의 연

구 결과와 같이 계획하는 시간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

른 이유는 이미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로 향하는 중 지리적 정보

(위치 재확인)를 한 번 더 검색하기 때문이다. 한 설문참가자는 "지하철로 

이동 중에 몇 번 출구로 나가야 약속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검색해보았

다."라고 답하였다.  

장소 검색 후 해당 장소의 방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항을 조합하여 

설문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검색 결과에 적당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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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 대해 

검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2. 장소의 방문과 관련한 문항과 응답66 

 

실제 방문했을 때, 검색 결과 기대했던 정도로 만족스러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로

는 '실제 장소가 검색 정보와 일치했으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장소

의 분위기 등)이 있었다(56.9%)', '검색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

았다(18.1%)', '검색으로 알 수 없었던 정보(월요일 휴무 등)가 존재하였다

(8.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장소를 인터넷 장소 정보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장소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선호와 기대치, 가중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제 2 절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본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장소 검색은 총 154개였으며, 모바일 사용자는 

                                            
66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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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8.1개의 장소 검색을 수행하였다. 평균치를 상회하는 세 명의 

모바일 사용자67를 제외하면 평균 값은 5.1개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사람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고려해 볼 때, 집과 회사, 학교와 같은 일상의 장소가 

방문 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말이 되어야 식사, 데이트, 사교 활동 등

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실험 결과 

장소 검색은 주말 또는 휴일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8 

실험 전 사전 조사의 결과와 같이 사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장소

의 종류는 음식점으로 나타났다.69 전체 154개의 장소 검색 중 절반인 50%

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카페와 베이커리 항목까지 포함하면, 음

식 관련 장소가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그 외의 장소 검색은 쇼핑/마트, 

여행/숙박/명소, 생활/편의, 스포츠/취미, 예식장 순이었다. 검색하는 장소

의 종류는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을 비교했을 때, 사용자들은 주말에 조금 

더 다양한 장소들을 찾으며 특히 여행/숙박/명소 관련 장소와 예식장을 더 

많이 찾았다.70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을 좀 더 맥락적인 측면에서 보기 위해 방

문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실험참가자에게는 장소의 방문 목적

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으며, 연구자는 이를 유목화하여 분류 체

계를 만들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목화 과정에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

                                            
67 실험참가자 P4, P9, P12는 각각 18개, 32개, 20개의 장소 검색 수행. 

68 월(11%), 화(7%), 수(18%), 목(9%), 금(14%), 토(26%), 일(15%). 주중(38%), 주말(6

2%).  

69 음식점(50%), 카페 & 베이커리(17%), 쇼핑/마트(9%), 여행/숙박/명소(6%), 생활/편의

(3%), 스포츠/취미(3%), 예식장(3%), 영화/공연/전시(3%), 학교/회사(2%), 관공서(1%), 

은행(1%), 기타(2%). 

70 장소의 분류 기준은 네이버 지도의 장소 분류법을 참고하였으며, 본 실험 결과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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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참고하여 본 실험에 적합한 형태로 사용하였다. 가

장 많은 방문 목적은 교제 활동이었다. 교제 활동은 가족, 친구, 애인, 동료 

등과 친교의 목적으로 만나는 활동을 포함한다. 실험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장소인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교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교 활동에 이어 물품 구입 활동이 두 번째로 많은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물품 구입 활동은 쇼핑/마트에서의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등

의 서비스 이용까지를 포함한다. 이외에 장소방문 목적에는 스포츠 및 레

저 활동, 관람 및 문화 활동, 취미 활동, 업무 활동 등이 있었다.71 장소 검색

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려는 장소에 누구와 같이 

방문할 예정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혼자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같이 

방문하는 사람이 장소 검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

다. 실험 결과 혼자 가는 경우가 22%, 동행하는 경우가 78%를 차지하였다. 

동행하는 경우는 친구와 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72 혼자 방문하는 경

우 쇼핑/마트, 생활/편의, 스포츠/취미 등의 장소가 많았고, 음식점을 찾는 

경우는 네 건73에 그쳤다. 그에 반해 동행인이 있는 경우는 음식점이 절반

이 넘는 58.1%을 차지했으며, 음식점이라는 장소의 방문은 사회적인 활동

에 가까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1 교제 활동(61%), 물품 구입 활동(20%), 스포츠 및 레저 활동(9%), 관람 및 문화 활동

(3%), 개인 유지 활동(3%), 업무 활동(2%), 취미 활동(2%), 참여 및 봉사활동(1%). 

72 친구(38%), 애인(30%), 혼자(22%), 가족(5%), 동료(4%), 기타(1%). 

7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혼자 식당을 찾는 경우, 대학교 기숙사 식당을 혼자 이용하는 경우. 



 

 62 

 

그림 3. 시간대별 장소 검색 로그 수 

 

장소 검색 로그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았으며, 일일

을 크게 4등분했을 때 장소 검색은 오후(오후 12시 부터 오후 5시 59분까

지)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후 4시대와 5시대에 장소 검색이 많

이 일어났는데, 실험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저녁식사 장소를 찾기 위해 

사전 검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점심 시간대(오후 12시부

터 오후 12시 59분까지)와 저녁 시간대(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59분까지)

를 기점으로 주변 시간대에 많은 수의 장소 검색 로그가 수집되었다. 

본 실험은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소 검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동 상황과 비이동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두 상황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사용자가 집이나 학교에 있을 때의 검색 수와 

교통 수단으로 이동 중에 발생하는 검색 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주목

할 점은 '해당 장소'에서 검색한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설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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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방문 전 해당 장소에 대한 '검증' 과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강한 것

을 알 수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이 검증이 해당 장소 직전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한 실험참가자는 "길을 가다가 찾은 가게에서 식사를 할까 하고 그 

앞에서 검색을 했다. 검색해 보니 평들이 좋지 않아 방문을 하지 않았다"라

고 말하며 "잘 모르는 음식점을 무작정 방문하지 않는다. 반드시 방문 전에 

검색해 본다"라고 장소의 검증 과정을 강조하였다. 

 

제 3 절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 

 

 

그림 4.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림 4.와 같이 장소 찾기 과정에서의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

었다.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찾기 과정은 정보 요구에 의해 시작되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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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장소 정보 검색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보 요구는 장소 정보 특정적 정

보 요구,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추상적 정보 요구

의 네 가지 정보 요구 분류 체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사용자는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검색'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검색 단계에서 사용자는 지리

적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 장소의 정보 수집, 나중을 위한 장소 정보 수

집, 장소의 공유로 분류되는 정보 추구 행동 중 특정한 행동을 보인다. 사용

자는 정보 추구 행동에 기반하여 특정 장소 정보에 집중하기, 한 장소에 대

해 알아보기, 다양한 장소들을 둘러보고 비교하기로 분류되는 검색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른 질

의어가 형성된다. 사용자는 검색 목적과 검색 전략에 근거하여 입력된 질

의어의 결과들을 탐색하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나간다. 검색을 완료한 사

용자는 수집된 정보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해석 단계로 진입한다. 

사용자는 검색 단계와 해석 단계에서 평가 특질, 지리적 특질, 가용성 특질, 

사회적 특질로 구분되는 네 가지 장소의 특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장소 

정보의 해석을 완료한 사용자는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만약 해석을 완료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는 앞

의 검색 단계로 돌아가 질의어 재입력 등을 통해 다른 장소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 적절한 장소를 찾은 사용자는 해당 장소에 방문하는 것으로 장소 

찾기 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구조화한 위의 장소 정보 검색 행

동 모형은 사용자에 따라 또는 각각의 장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장소 검색이 이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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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장소 검색에서의 정보 요구 

 

<연구 문제 1.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 검색 할 때 나타나는 정보 요구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장소 검색 로그와 각 검색에 사용된 질의어를 

분석하고 사용자 설문 조사와 인터뷰로 분석 내용을 보완하였다. 

 

1. 장소 검색에서의 정보 요구 

검색자의 질의어 형성 과정은 정보 요구의 언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자는 질의어의 입력을 통해 자기의 요구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

고자 한다. 따라서 질의어를 분석하면 검색자의 정보 요구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요구를 보편적 정보 요구, 구체적 정보 요구, 개인 특유적 

정보 요구라고 분류한 Zhou et al.(2005)의 방법을 참고하여 장소 검색 질

의어에서 표현된 정보 요구를 재정립하였다. 검색 로그 데이터와 실험 후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적합한 

분류를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질의어는 각각의 

장소 검색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최초 질의어이다.  

 

표 14. 장소 검색 질의어에 나타나는 정보 요구 

정보 요구의 종류 설명 횟수 % 

특정적 

정보 

요구 

장소 정보 

특정적 
특정 장소의 특정한 장소 정보를 찾음 10 6.8 

장소 특정적 특정 장소에 대한 다양한 장소 정보를 찾음 68 45.9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목정 행동 성취에 적합한 장소와 장소 정보를 찾음 

장소의 종류를 질의어에 사용 
49 38.5 

추상적 정보 요구 
목적 행동 성취에 적합한 장소와 장소 정보를 찾음 

추상적 개념이 들어간 질의어를 사용 
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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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검색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요구는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

(place information-specific information needs),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

(place-specifc information needs),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generic 

information needs), 추상적 정보 요구(abstract information needs)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는 사용자가 특정 장소의 

특정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요구가 드러나는 매우 

구체적인 질의어를 입력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어는 

특정한 장소명과 특정한 장소 정보(주차 여부, 영업 시간)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원하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르게 얻고자 하며, 그 외의 정보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다. 이 같은 정보 요구가 드러나는 질의어의 예로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식

품관 시간', '가로수길 몽슈슈 주차' 등이 있다. 

둘째,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

으려는 요구로서 장소 검색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정보 요구 유형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장소, 즉 장소명을 입력하여 그 장소에 대한 평가, 사

진, 평점 등 다양한 장소 정보를 얻으려 한다. 정해진 장소 정보가 없기 때

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이동하며 정보를 찾는다.  

 

P19: "서래마을을 돌아다니며 저녁 먹을 곳을 찾다가 천상이라는 곳을 발견

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검색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 했다." 

(서래마을 천상 검색) 

P4: "결혼 준비 때문에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던 예식장 

중 한 곳인 아펠가모에 대해서 사진이나 평가, 식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싶

었다." (잠실 아펠가모 검색) 

 

셋째,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는 목적 행동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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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나가는 요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목적 행동은 식사, 수업, 운동 등

의 행동 키워드로 표현되지만 장소 검색에서는 이 행동들이 장소의 종류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시청에서 초밥을 먹고 싶다'라는 목적 행동이 담긴 

문장은 장소 검색에서 '시청 초밥집'이라는 질의어로 나타난다. 장소 검색

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맛집'이라는 질의어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요구를 가진다.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유형은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 행동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많이 관

찰된다.  

넷째, 추상적 정보 요구는 추상적 개념의 질의어를 사용해 목적 행동

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으려는 정보 요구를 말한다. 장소 검색의 경우, 보편

적 정보 요구와 같이 목적 행동이 장소의 종류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종종 목적 행동 자체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용자는 '봄 

데이트',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곳' 등의 추상적 질의어를 입력하여 

장소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 경우 사용자는 검색 결과들을 열람하면서 요

구에 부합할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 

 

P6: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갈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다. 내가 아는 

곳은 애견 카페 밖에 없어서 그 외에 어떤 곳들이 강아지와 함께 출입이 되

는지 알고 싶었다." (강아지 같이, 강아지 같이 외출 등 검색) 

 

 

2. 장소의 특질 

모바일로 장소 검색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어떤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인지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모바일 사용자에게 

있어 공간의 인지는 이제 물리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에 관련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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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질들이 개입되어 다층적으로 일어난다. 그 장소가 위치한 지점도 중

요하지만, 그 장소가 사용자의 목적 행동에 적합한지 또는 원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한지 등이 그 공간을 인지하고 그 장소를 찾는 행동의 주요 원인

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 검색 행

동의 원인이자 동기가 되는 요인을 '장소 특질'로 정의하고 이것을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장소 특질의 종류 

장소 특질 설명 예 

평가 특질 장소에 대한 의견 장소 평가, 사진, 댓글, 지인의 추천(평가) 

지리적 특질 장소의 지리적 특성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 경로, 지역 

가용성 특질 장소의 이용 가능성  이용 가능 시간, 주차 가능 여부 

사회적 특질 같이 방문하는 동행인과의 관계 동행인이 선호하는 장소 

 

첫째, 평가 특질은 장소 검색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특질이다. 모바

일 사용자는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

우 장소의 평가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가적 정보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방문 후기, 사진, 장소의 평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리적 특

질은 장소의 지리적 정보를 장소 검색에 고려할 때 이용되는 특질이다. 지

리적 정보는 '가깝다', '멀다' 등과 같은 거리적인 측면과 '내가 사는 곳 주변', 

'가려고 하는 곳 주변', '데이트 코스 동선에 있는' 등과 같이 지역적인 측면

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셋째, 가용성 특질은 장소의 이용가능성을 검색에 고

려할 때 이용되는 특질이다. 장소를 검색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주차가 가능한지를 고려할 때 그 

검색은 가용성 특질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특질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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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같이 방문하는 동행인을 고려할 때 이용되는 특질이다. 장소 검색을 

시작할 때부터 동행인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거나 검색을 이미 완료했지만 

동행인의 의견을 고려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사회적 특질이 장소 

검색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평가 특질의 예: 

P6: "예약한 숙박 업소를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 주변 맛집을 검색해보았

다. 처음 와 본 동네라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몰랐다. 검색 결과 나온 맛집들의 

평가들을 비교해보고 사진으로 보기에 괜찮은 곳을 선택해 방문했다." (태

안터미널 맛집 검색) 

P4: "친구랑 다음 날 저녁 먹기 위한 음식점을 찾아보았다. 적당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맛이 좋다고 해서 장소를 선택하

였다."  (시청 초밥, 스시 화정 등 검색) 

 

지리적 특질의 예: 

P4: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대리점을 찾아봤다. 회사 점심 시간에 잠깐 

나와서 사려고 했기 때문에 회사 주변 가까운 곳을 찾아 방문했다." (분당 

LG 유플러스, 서현 LG 유플러스 등 검색) 

P13: "데이트 코스를 계획 중에 식사할 장소를 찾았다. 미리 계획한 동선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으려고 했다." (남한산성 맛집 등 검색) 

 

가용성 특질의 예: 

P17: "점심 시간에 시간을 내어 안과를 방문하려고 했다. 안과 진료 시간이 

점심 시간이랑 겹칠까봐 걱정해서 검색해서 알아봤다." (숙대 안과 등 검색) 

P14: "식사할 장소를 찾다가 가려고 했던 가게 앞에 주차가 가능한지 알아

봤다. 주차가 어렵다는 것을 봐서 방문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았다." 

(가로수길 오비야 주차 검색) 

 

사회적 특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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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친구와 식사할 곳을 찾았다. 괜찮은 곳을 찾았지만, 같이 갈 친구가 다

른 메뉴를 먹고 싶어 했다. 결국 친구가 추천해 준 다른 곳으로 방문했다." 

(서현역 맛집 검색) 

P13: "검색해서 찾은 음식점이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다른 곳을 방

문했다. (서울 굴국밥, 김명자 굴국밥 검색) 

 

 

제 5 절 장소 검색 행동 

 

<연구 문제 2.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 검색 행동

의 패턴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장소 검색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행

동을 분석하였다. 사용자가 질의어를 입력하고 나타난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소 검색에

서 나타나는 정보 추구 행동은 사용자의 검색 동기와 목적을 기반으로 분

석할 수 있었으며, 지리적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 정보 수집, 나중을 위

한 정보 수집, 장소의 공유라는 다섯 가지 행동 체계로 정보 추구 행동을 분

류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검색 로그를 기반으로 검색 과정의 행동 패

턴을 분석한 결과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특정 장소 검색, 장소 간 검색 총 

세 가지 검색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보 추구 행동과 검색 전략은 질의

어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검색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바

일 사용자가 보이는 행동들의 근거가 된다(그림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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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장소 검색 행동 

 

1. 정보 추구 행동 

장소 검색에서 관찰된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행동은 표 16.과 같이 다

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모바일 사용자의 정보 추

구 행동 체계는 이전 연구에서 정리된 웹 사용자의 검색 행동 분류 체계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장소 검색에서 특징적으로 행

해지는 몇 가지 정보 행동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표 16. 장소 정보 추구 행동 

장소 정보 추구 행동 설명 횟수 % 

지리적 정보 찾기 장소의 지리적 정보(위치, 경로, 거리 등)를 찾음 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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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보 찾기 
지리적 정보를 제외한  

장소의 특정 정보(가격, 주차 가능 여부 등)를 찾음 
15 10 

정보 수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장소 정보원을 사용해 장소 정보를 수집 
98 65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 
특정한 목적이 없거나 나중에 방문할 목적으로 

장소 정보를 수집 
12 8 

장소의 공유 다른 사람과 장소를 공유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음 2 1 

 

 

(1) 지리적 정보 찾기 

지리적 정보 찾기는 장소의 위치, 장소까지의 거리, 경로와 같은 지리

적 정보를 찾는 행동을 말한다. 위치 정보는 모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

한 정보이다. 지리적 정보 찾기는 일반 검색과는 대조되는 장소 검색의 특

징적인 검색 행동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주차 여부, 영업시간, 음식점 장소

의 메뉴, 가격 등 다른 특정 정보를 찾는 경우(10%) 보다 지리적 정보를 찾

는 경우(16%)가 더 많았다. 일부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주소명을 입력하여 

장소의 위치를 알고자 했다. 지리적 정보 찾기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방문할 예정의 장소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장소의 위치를 재

확인하는 것이다. 이동 중인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에 가까이 갔을 때 정확

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검색하는 행동을 보였다. 둘째, 이미 알고 있

는 장소의 위치를 알기 위해 검색하는 것이다. 특히 은행 또는 대형마트와 

같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여러 지역에 위치한 장소가 대상이 된다.  

 

(2) 특정 정보 찾기 

지리적 정보를 제외한 다른 장소 정보들을 찾는 검색 행동을 말한다. 

지리적 정보 찾기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특정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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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장소 검색에서 찾는 특정 정보의 예로는 영업시간, 주차 여부, 

할인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이 있는데 특히 장소의 이용 시간과 관련된 

정보가 많았다.74 

 

 

그림 6. 정보 추구 행동별 검색 시간, 페이지 수, 질의어 수 

 

 (3)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소에 대해 여러 정보원을 이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검색 행동을 말한다. 검색 행동 중 정보 수집은 

가장 많은 비중(65%)를 차지하며, 정보 수집 행동을 할 때 사용자는 지리

적 정보 찾기와 특정 정보 찾기에 비해 충분한 시간(3분)을 가지고 많은 페

이지(4.9개)를 열람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6.을 참조). 

 

(4)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은 일반적인 정보 수집과 다르게 특정한 목적이 

없는 정보 수집 검색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수집은 장

소 방문이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 검색 행동을 보이는 반면, 나중을 위한 정

                                            
74 시간 관련(46.7%), 주차 관련(33.3%), 기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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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집은 검색 후 나중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검색 시점에 방문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이 같은 장소 검색 행동은 다른 웹 검색 행동에서의 브라우

징(browsing) 또는 서핑(surfing)과 유사하다.  

 

P4: "취미로 배드민턴을 배워볼까 생각하다가 검색하였다. 당장 갈 예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면 방문하려고 배드민턴장을 찾아보았다." 

(성남 실내 배드민턴, 성남 실내체육관 등 검색) 

P7: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정비 센터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았다. 혹시 어

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회사 주변에 있는 정비 센터를 알

아보려고 했다." (판교 현대자동차 검색) 

 

(5) 장소의 공유  

장소를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진 검색 행동이다. 이미 알고 있는 장소

를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검색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장소의 위

치 또는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장소의 평가에 관

한 정보도 공유하려는 행동이다. 

 

 

그림 7. 정보 추구 행동별 장소 방문율과 장소 친숙도 

 

검색 행동과 장소 방문율의 관계, 검색 행동과 장소 친숙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리적 정보 찾기의 경

우 다른 검색 행동에 비해 장소 방문율이 높았다. 이 검색 행동은 방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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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장소로 향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 

정보 찾기의 경우 방문율이 높지 않았는데, 가용성 요인의 영향으로 방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영업 시간 내에 방문할 수 없거나, 주차를 할 수 

없어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검색 행동들의 경우, 검

색 행동만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장소 친숙도와의 관

계를 보면, 검색 행동 중 이미 알고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지리적 

정보 찾기와 특정 정보 찾기, 그리고 장소의 공유 행동이 친숙한 장소에 대

하여 더 많이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2. 검색 전략 

본 실험에서 사용자는 세 가지 각각 다른 검색 전략을 취했다.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전략, 특정 장소 검색 전략, 장소 간 검색 전략이라는 총 세 

가지 검색 전략을 알 수 있었다(표 17.을 참조). 

 

표 17. 검색 전략 

검색 전략 설명 
질의어 

(개) 

페이지 

(개) 

시간 

(분) 
%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한 장소의 특정 정보만을  

찾으려고 함 
1.4* 2 1.3 6.8 

특정 장소 검색 
한 장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찾으려 함 
1.5 3.8 1.9 45.9 

장소 간 검색 

정해지지 않은 여러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장

소를 찾으려 함 

2.2 5.6 3.5 47.3 

(*=질의어를 네 번 입력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검색에서 질의어는 한 번 입력됨.) 

 

(1)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장소 정보 추구 행동 중 지리적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 행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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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 행동이 관찰되는 검색에서 사용자는 특정 장소 정보에 집중하는 

검색 전략을 보였으며 이는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가 드러나는 검색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8.을 참조). 이 같은 검색에서는 사용자

가 목표로 하는 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입력한 질의어 수가 적고(1.4개) 

열어본 웹 페이지 수도 적으며(2개) 검색 소요 시간이 짧은(1.3분) 경향이 

있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 수 차례 질의어를 고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장소 검색의 경우 입력 질의어가 평균 한 개일 정도로 

질의어 수가 적었다. 한 사용자는 질의어를 입력한 후에 나오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정보원으로의 이동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검색을 

끝내기도 했다.75 이 검색 전략에서는 검색엔진, 블로그, 지도 등 몇 가지의 

장소 정보원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전략 

 

(2) 특정 장소 검색  

이 전략은 정보 추구 행동 중 정보 수집 또는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 

행동이 관찰되는 장소 검색에서 이용되는 전략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 대

                                            
75 검색 엔진의 결과 페이지에서 웹 페이지의 제목, 중요한 문장, 내용 등을 제한적으로 보여

주는 document surrogates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검색을 종료.  



 

 77 

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는 전략이다(그림 9.를 참조).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의어 입력은 적었지만(1.5개), 다양한 정보원

들을 이동하며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에 열람한 페이지 수(3.8개)가 많았고 

검색 시간(1.9분)이 비교적 길었다. 이 전략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장소 정

보원을 이용하지만, 특히 블로그(2.9개)에 집중하여 검색하는 모습을 보였

다.76 

 

그림 9. 특정 장소 검색 전략 

 

(3) 장소 간 검색 

이 전략은 '특정 장소 검색' 전략과 동일하게 정보 수집 또는 나중을 위

한 정보 수집 행동이 관찰되는 장소 검색에서 이용되는 검색 전략이며, 정

해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를 찾기까지 사용자는 많은 질의어를 

입력(2.2개)하고, 많은 수의 페이지를 열람(5.6개)하며, 긴 검색 시간(3.5

분)을 소요했다(그림 10.을 참조). 장소 간 검색에서 입력되는 질의어는 장

소의 종류(음식점, 안과) 또는 행동의 종류(도자기 만들기 체험)였다. 검색 

과정에는 검색엔진, 블로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장소의 홈페이지, 지도, 

소셜 커머스, 맛집 검색 사이트 등 다양한 장소 정보원이 이용된다. 

 

                                            
76 블로그(2.9개), 장소의 홈페이지(0.5개), 커뮤니티(0.4개), 지도(0.2개)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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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장소 간 검색 전략 

 

 

3. 질의어 정교화 과정 

 

검색 과정에는 질의어의 정교화 과정이 따른다. 사전 지식이 없는 경

우 질의어의 형태는 구체적이지 않다. '사회봉사 > 서초 교육봉사 > 서초 

대안학교'로 이어지는 장소 검색을 보면, 질의어가 정교화 과정을 거치며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 검색에서의 질의어 

정교화 과정이란 넓은 범위의 장소 종류로부터 범위를 좁혀가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장소 검색이 동일

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

당히 구체적인 형태의 질의어를 입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의나루 신

한은행'이라는 장소 검색은 알고자 하는 장소와 지역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장소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드러난다. 

 

(1) 질의어 구조 

분석 결과 장소 검색 과정에서 질의어는 표 18.과 같이 몇 가지 요소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명은 일반적인 웹 검색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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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검색이 가지는 특징적인 질의어 구성 요소이다. 전체 장소 검색에서 

지역명을 포함하는 질의어를 가진 장소 검색은 80.2%였다. 지역명은 여의

도, 청담동과 같은 행정 구역부터 가로수길, 홍대 같은 상권 지역, 그리고 

현대백화점, 서울대학교, 디큐브 등과 같은 대형 복합 건물까지 다양한 범

위를 가지고 있다.  

 

표 18. 질의어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예 

지역명 여의도, 가로수길, 청담동, 분당, 판교, 현대백화점 

장소명 태번38, 아비뉴프랑, 폴바셋, 밀갸또, 서울숲 

장소의 종류 초밥집, 고기집, 빵집, 안과, 카페, 수영장, 안경점 

장소 정보 영업시간, 주차, 가격, 메뉴 

기타 02-554-4081, 서초동 1308-16 

 

표 19. 질의어 구조 

정보 요구 질의어 구조 예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 [지역명]+[장소명]+[장소정보] 여의도 장어데이 가격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 
[지역명]+[장소명] 띠어리 신세계 경기 

[장소명] 디아망 컨벤션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지역명]+[장소의 종류] 숙대 안과, 판교 맛집 

추상적 정보 요구 [(장소/행동/이벤트)의 종류] 사회 봉사, 웨딩드레스 업체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질의어의 구조는 표 19.

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이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정보 요구 유형과도 유사

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

와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는 특히 장소명을 질의어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 두 유형보다 덜 구체적인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및 추상적 정보 

요구의 경우 장소명 보다는 장소의 종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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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어 정교화 패턴 

본 연구에서는 질의어의 구성과 정교화 패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전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Rieh와 Xie (2006)77은 질의어의 재구성 패턴을 

총 여덟 가지78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패턴은 웹 검색 엔진

에 입력된 전체 질의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결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과정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분류 체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 전 예비 실험

에서 수집된 장소 검색 로그 분석에 기반해, Rieh와 Xie의 분류 체계를 본 

연구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여 표 20.과 같이 분류 체계를 정리하였다. 

 

표 20.  질의어 정교화 패턴 분류 체계 

코드79 정교화 패턴 설명 예 

I 초기 질의어 
검색 시작과 함께 입력된  

첫 질의어 
- 

LG 지역 일반화 
지역 범위 제한을 없애기 위해 

질의어에 지역명을 삭제 

서울 장어맛집 

 > 장어맛집 

LS 지역 구체화 
지역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질의어에 지역명을 포함  

사회봉사 >  

서초 사회봉사 

LC 지역 변경 지역 범위를 변경 광교 빵집 > 수원 빵집  

PS 장소 구체화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기 위해 

질의어에 장소명을 포함  
시청 스시집 > 스시 화정 

PC 장소 변경 장소를 변경 
성남 실내체육관 

> 성남 종합운동장 

CC 장소 종류의 변경 장소의 종류를 변경 
역삼역 뷔페 

> 여의도 순대볶음 

J 
장소 정보로  

바로 이동 

구체적인 장소 정보를  

질의어에 포함 

압구정 현대백화점  

식품관 시간  

OT 기타   

                                            
77 Soo Young Rieh and Hong Iris Xie. Analysis of multiple query reformulations on the web: T

he interactive information retrieval context, 2006. 
78 Specified reformulation, Generalized reformulation, Paralle reformuation, Building-block ref

ormulation, Dynamic reformulation, Multi-tasking reformulation, Recurrent reformulation, For

mat reformulation. 
79 I=Initialization, LG=Location-generalized, LS=Location-specified, LC=Location-change, PS

=Place-specified, PC=Place-change, CC=Place category-change, J=Jumping to place informati

on, O=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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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검색에서 관찰되는 질의어 정교화 패턴은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전체 장소 검색에서 입력된 질의어의 평균 개수는 1.83개였으며, 

전체 장소 검색 중 질의어 입력이 한 번인 경우는 57.6%에 달한다. 질의어 

입력이 한 번인 경우, 장소 검색 질의어에는 모두 정확한 장소명이 포함되

었다. 모바일 사용자는 추가적인 질의어 입력 없이 장소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을 종료했다.  

 

표 21. 질의어 정교화 패턴  

패턴 분류 코드 정교화 패턴 % 
초기 질의어 

제외 % 

- I 초기 질의어 55.3 - 

지역 

LG 지역 일반화 6.6 14.8 

LS 지역 구체화 5.1 11.5 

LC 지역 변경 4 9 

장소 

PS 장소 구체화 11 24.6 

PC 장소 변경 2.9 6.6 

TC 장소 종류의 변경 4 9 

J 장소 정보로 바로 이동 3.7 8.2 

기타 OT 기타 7.4 16.3 

 

  

두 개 이상의 질의어를 입력한 나머지 42.4%의 장소 검색에서 평균 

질의어 수는 2.9개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 검색을 분석해보면 질의

어 정교화 패턴은 지역적인 패턴과 장소적인 패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패턴은 장소 구체화(PS)이다. 장소의 종류로 질의어를 입

력하여 사용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 장소에 대한 질

의어를 입력하여 검색 목표 대상을 좁힌다. '가로수길 주차장 > 신구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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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주차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지역 일반화(LG)도 많이 사용되

는 패턴이었다. 지역 일반화는 지역 구체화(LS) 이후에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사용한다. '서울 장어맛집'이라고 질의어를 입력한 사용자가 검

색 결과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자, '장어맛집'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형

태의 질의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찾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기타에 해당

하는 예로는 검색엔진을 변경하여 검색, 잘못 입력한 장소명을 고친 후 재

입력, 같은 질의어를 재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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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장소 

찾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공간에 대한 감각적 경험

으로 장소를 획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시대의 모바일 사용자는 

그 공간에 대한 검색을 통해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장소를 찾는 과정을 관찰하고, 검색 로그 분석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목적 행동에 부합하는 장소 찾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 분석에 있어<모바일 사용

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 정보 요구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

다. 그리고 이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 연구 문제로는, <검색 질의어 

상의 정보 요구>는 무엇이며, <장소 검색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 장소의 특

질>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문제는 <모바일 사

용자의 장소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색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하는 것

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 연구 문제는 <모바일 사용자 각각의 

장소 검색 행동 분석 결과, 반복적 검색 행동 패턴이 관찰되는가?>, <모바

일 사용자의 검색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

는가?>였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

자의 장소 검색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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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의 전반적인 장소 검색 행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 실험인 검색 로그 실험에서는 총 19명의 모바일 사

용자로부터 그들의 스마트폰에 남겨진 2주 동안의 장소 검색 로그를 수집

하여 총 154개의 장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찾기 과정을 '검색-해석-실행'의 세 

단계로 정의하였다. 장소 찾기 과정은 모바일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의해 

시작된다. 정보 요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어떤 장소의 특정한 

장소 정보를 찾는 장소 정보 특정적 정보 요구, 둘째 어떤 장소에 대한 다양

한 장소 정보를 찾는 장소 특정적 정보 요구, 셋째 목적 행동 성취에 적합한 

장소와 장소 정보를 찾는 장소 일반적 정보 요구, 넷째 장소 일반적 정보 요

구보다 추상적 개념의 질의어를 사용하는 추상적 정보 요구이다. 이 같은 

각각의 정보 요구는 장소를 검색하는 사용자에 의해 검색 질의어로 언어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  

모바일 사용자는 장소 찾기 과정에 있어 다섯 가지 정보 추구 행동을 

보였다. 사용자의 장소 찾기 행동 관찰 결과, 본 연구가 분류한 다섯 가지 

정보 추구 행동은 '지리적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 '정보 수집', '나중을 

위한 정보 수집', '장소의 공유'이다. '지리적 정보 찾기'는 장소의 다양한 정

보 중 특히 위치, 경로, 거리 등과 같은 지리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행동을 말하며, '특정 정보 찾기'는 지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 정보 

중 특정한 정보만을 검색하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정보 수집'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검색 

행동을 말하며, '정보 수집' 행동은 장소 찾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정보 추구 행동으로 전체 정보 추구 행동의 65%에 이른다. '나중을 위한 정

보 수집'은 '정보 수집'과 유사한 검색 행동이지만 특정한 목적이 없거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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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또, '장소의 공유'는 다

른 사람과 장소를 공유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는 행동을 말한다.  

모바일 사용자는 각각의 장소 찾기에 요하는 정보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 검색 전략을 수립한다. 실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검색 전

략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장소 내 특정 정보 검색 전략'은 장소의 

특정 정보(위치, 영업 시간, 주차 여부)만을 찾는 검색 전략으로, 찾고자 하

는 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색 소요 시간이 짧고 열람 페이지 수가 적으

며 입력한 질의어 수도 적다. 또한 '특정 장소 검색 전략'은 어떤 특정한 장

소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검색 전략이며, '장소 간 검색 전략'은 여러 

장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장소들을 비교하는 검색 전략이다. 이 

두 전략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많은 페이지 수를 열람하며, 질의어의 정교

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검색에서 나타나는 질의어 정교화 

패턴을 크게 지역 정교화 패턴과 장소 정교화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지역 정교화 패턴에는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하여 장소를 찾으려는 '지역 구

체화', 범위 제한을 없애는 '지역 일반화', 다른 지역에서 장소를 찾으려는 '

지역 변경'이 있으며, 장소 정교화 패턴에는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여 정보

를 찾으려는 '장소 구체화'를 포함하여, 그 외에도 '장소 종류의 변경', '장소 

변경', '장소 정보로 바로 이동'이라는 패턴이 있다. 이같이 질의어에는 사용

자의 정보 요구가 표현된다. 

이와 같은 검색 단계를 거쳐, 모바일 사용자는 수집된 장소 정보를 해

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찾기 과정의 '검색' 단계와 '해석' 단계, 두 단계

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장소의 특질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장

소 특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특질에는 평가 내용이나 평점 등

과 같이 장소의 평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평가 특질, 장소의 지리적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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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는 지리적 특질, 장소의 이용 가능성과 관계된 가용성 특질, 장소에 

방문할 동행인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특질이 있다.  

장소 정보의 검색과 해석 단계를 거친 모바일 사용자는 이제 장소 찾

기 과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방문할 장

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검색 단계로 돌아가 장

소 찾기 과정을 반복한다.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 모바일 사용자는 그 장소

에 방문하는 것으로 장소 찾기 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를 찾는 과정을 관찰하고, 

장소 검색 로그 분석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목적 행동에 부합하는 장소 찾

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모바일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의 환경 전반

이 급변하여,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양적 이해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질적 이

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인간의 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장

소 콘텐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이 위에 그려졌던 이전의 지도는 크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의 지도는 지리 정보나 행정 구역 단위의 

정보 이외의 것들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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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디지털 지도는 아날로그 지도의 한계를 넘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

었던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냈다. 디지털 지도는 도로, 건물, 지형 등과 같은 

일차적인 정보들은 물론 지도 위 장소들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의 

메타 정보까지 더하여 더 풍성한 정보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다. 장소 정

보의 증가는 단지 지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네이버 지역 정보, 다음 지

역 정보, 구글 플레이스, 옐프 등과 같은 지역 검색과 웹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정보의 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들은 해당 장소에 관한 사진과 평가 등 생

생한 정보를 끊임 없이 생산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

하며 장소 정보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장소 정보를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 콘텐츠의 질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디지털 지도, 블로그 및 커뮤니티, 위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등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존

재하는 환경에서 모바일 사용자의 장소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모바

일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태를 관찰하여 ‘장소 찾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일반적인 검색 행태에 치중하거나 전체 검색의 

일부분으로서 위치 검색을 연구했던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장소 검색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 분석에 더

하여, 인터뷰와 설문 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종합해 질적인 측면에서 사용

자의 장소 검색 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

구들은 위치 기반 검색을 분석하는 데 있어, 표면적인 수치적 데이터 해석

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 연구 중에도 맥락적인 측면의 분석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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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연구들은 사용자에게 조작된 과업 수행을 요

구하여 얻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 중 한 연구는 매일 수 번의 장소 검색을 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였

는데, 이와 같은 조작된 과업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실제 장소 검색 환

경과 다르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분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 정보 행동에서의 정보 요구는 짧은 시간 간격

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장소 정보 행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와 기존의 연구들이 구별되는 지점은 본 연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용

자 정보 요구에 의한 장소 검색 데이터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집하

고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소 검색 로그 데이터의 세부사항

까지 면밀히 관찰하며 모바일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일어나는 질의어 정

교화, 정보 탐색의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장소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장

소 검색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등과 같이 목록화 형태로 잘 정리된 장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국외 사용자들과는 다르게, 국내 사용자들은 '

검색'이라는 정보 행동을 통해 장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본 연구의 조사와 실험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기도 하다. 대부

분의 국내 사용자들은 장소를 찾을 때 주요 포털에 의존하여 장소 검색을 

한다. 이 같은 국내의 장소 검색 환경을 고려할 때, 장소 콘텐츠 또한 사용

자의 검색 행태에 적합하게 가공되고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절하게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 정보와 관련하여 디지털 

지도 상의 콘텐츠 외에도 블로그 등을 통한 장소 콘텐츠 생산이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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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국내 사용자의 장소 검색 행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 연구의 내용은 국내의 장소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국내 모바

일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체계화하고 장소 검색 전략을 분류한 점은 국내

외 모바일 장소 검색 서비스 일반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장소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체 검색 대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험 기간

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보다 적은 수의 장소 검색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방법은 실험실 상황이 아닌 실제 생

활에서 일어나는 장소 정보 요구에 의한 검색 로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수집된 154개의 

장소 검색 로그는 특히 음식점 관련 장소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장소에 

대해 분석하기에는 장소 검색 로그가 충분치 못했다. 또한 실험참가자의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한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험참가자들은 

20대, 3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취미나 관심

사를 가질 확률이 높다. 실험참가자들이 찾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가 대부

분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 등의 범위 내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찾고자 하는 

장소의 종류가 음식점과 카페에 집중된 것은 실험참가자들이 특정 연령층

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계점의 보완을 위해 더 폭넓은 연

령층을 대상으로 실험참가자를 모집하고, 충분히 긴 시간을 사용해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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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과 연구 내용에 대한 질적 이해도가 더 높

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실험 도구인 구글 크롬 

앱의 사용이다. 검색 로그를 원활히 수집하기 위해 구글 크롬을 실험 도구

로 사용했다. 그러나 실험참가자의 대부분이 실험 도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있었다. 실험 도구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 안내서를 통해, 실험참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앱 위치에 구글 크롬 앱을 대체하여 배치하

도록 지시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험 전 구글 크롬 앱을 사용하도

록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험참가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

바일 웹 브라우저 앱과 상이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에 어색함을 호소하

기도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앱과 실험 도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검색 로그의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

험참가자에게 친숙한 도구를 사용해 검색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면, 실험참가자로부터 온전한 실험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로 장소 정보 검색 행동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앞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장소 검색 로그의 대부분이 음

식점 관련 장소들이었다. 장소 정보 검색 행동 모형이 모든 종류의 장소에 

대한 검색 행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류의 

장소 검색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질의어를 입력

해 장소를 찾는 상황에 국한하여 검색 행동을 알아보았지만, 모바일 사용

자의 장소 찾기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소를 찾거나 즐겨 

찾는 커뮤니티의 글을 통해 장소를 찾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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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면 더 광범위

한 장소 검색 행태의 관찰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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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lace Search Behaviors  

of Mobile Users 
: Focusing on analysis of place search log  

of mobile users 

 

Yoo, Jihyung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do people find a place? How do people attain a place? In an 

era when all people use smartphone in virtue of the diffusion of 

mobile digital devices, users can attain a place not only by sensation 

and perception of a place but also by an appropriate searching 

behavior for a place. As most of location-based services have a form 

combined with place information,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mobile users and location-based services has influenced on place 

information needs. In other words, place information needs of mobile 

users have increased rapidly.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understanding Web search 

behaviors of general user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lace search 

behaviors in mobile environment and intends to understand how a 

place search process works. In the result of an experiment of this 

study, search behavior patterns were seen in the place search process 

of mobile users. The information used in place search process is 



 

 98 

comprised of place-related information which is listed as a 

consequence of place search by way of query input of users. Place 

search is different from general web search in terms of information 

needs which are involved in the place search process. Places search 

behavior of users is affected by place attributes, whole search process 

is also affected b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search strategy 

of users in place search process. 

In this study, the research experiment is presented by a log-based 

analysis to collect and analyze search log data of mobile users. Place 

search logs for the experiment were collected from total 19 

participants and analysis proceeded on the base of total 154 of place 

search data. 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two weeks. 

Participants of 19 mobile users were recruited through pre-

experiment survey and they all completed the whole experiment 

successfully.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use 

Google Chrome mobile application.  

This study defined place search process as three steps of 'search-

interpret(interpretation)-implement(implementation)'. A place search 

process starts off with place information needs of mobile users. These 

information needs would be expressed as a form of language in query 

for searching. Mobile users exhibited fiv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 place search process. These fiv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at this study organizes are as follows: 1. looking for 

geographic information, 2. looking for specific information, 3. 

information gathering, 4. saving information for later, and 5. sharing 

a place. 

Users establish a place search strategy which is different in each 

place search.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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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search strategy of mobile users could be organized as follows: 1. 

finding specific information within a specific place, 2. finding a 

specific place, and 3. comparing places. After the step of 'search', 

mobile users move on the next step of 'interpretation'. In this 

'interpretation' step, users understand and interpret gathered place 

in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each user. For these two steps in 

place search process, 'search' and 'interpretation', mobile users are 

influenced by place attributes which consist of an evaluative attribute, 

a geographic attribute, an availability attribute and a social attribute. 

Finally, in the step of 'implementation', mobile users make a decision 

to choose an appropriate place and visit the place. In the case that 

user finds an appropriate place to visit, a place search process is 

completed with the visit of the place. 

This study observed how users find places in mobile 

environment, and identified the place search process which accords 

with behavioral goal of users through log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uld structuralize 'place information search 

behavior' model on the base of understanding of place search 

behavior of mobile users. This study proposes how mobile users find 

places and emphasizes the parts needed to be noted in the place 

search process and in further studies. Also, the study gives qualitative 

understandings of place information, digital contents, which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mobile environment and has 

significance in this regard. 

 

Keywords : place search behavior, log analysis, information needs, place 

attributes, place search strategy, place information search behavior model 

Student number : 2012-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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