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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의 시대
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검색(mobile search) 기
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모바일 검색이
갖는 특징과 유선 인터넷 환경의 검색과의 차별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차별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구글, 야후, MS를 포함한 국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의 모바일 검색 관련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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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색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환
경에 맞게 제어(search engine and content con-

세계의 모든 IT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들이 모두

trol)하는 모듈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입력

스마트폰 관련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기술에

모듈이 추가로 필요하다.

관심이 뜨겁다. 구글로 대표되는 세계 검색 시장도

모바일 검색은 모바일 단말 사용자가 상시 휴대

예외는 아니어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글로벌 검

성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검색 요구

색 시장도 모바일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이

에 대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동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 시장에서 사용자가 가장

모바일 단말의 특성상, 사용자의 의도를 유선 인터

많이 쓰는 서비스는 구글, 네이버 등을 이용한 검색

넷의 주 단말인 PC의 키보드보다는 다양하고 편리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바일 환경

하게 입력하도록 해야 하며 검색 결과 역시 상대적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으로 작은 단말의 화면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렇다면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시장을 주도하였던 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의 검색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며 무선 인터넷 시

이와 같이 차별점을 갖는 모바일 검색은 유선 인

장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무

터넷 환경의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

선 인터넷 환경의 모바일 검색은 기존 유선 인터넷

은 핵심 기술이 반영되어야 모바일 검색만의 차별점

환경의 검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나타난다[1].

(그림 1)은 구글에서 모바일 검색에 관해 출원한

• 정확한 검색이 되어야 한다. 제한된 모바일 화면

특허의 대표 도면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

에 보다 정확하고 요약된 검색 결과를 제시해야

자가 원하는 질의를 입력하고 이를 파악하여 사용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지식화, 지식 마이

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검색 엔진의 역할은

닝 및 요약, 질의응답 기술이 필요하다.

유/무선 환경을 막론하고 동일하지만, 순수하게 검

• 모바일 단말 사용자에게 딱 맞는 검색 결과를 제
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사용자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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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음성 인식 인터페
이스를 포함하여 이미지, 촉각, 모션 같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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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개인화 검색 기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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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력 수단을 적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입출력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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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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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대 단말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검색은 대부분이 온라인 포털 검색의 모바일 버전
으로 모바일 단말의 특성인 위치정보, 개인화된 정
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모

(그림 1) 구글 모바일 검색 서비스 구성도

바일 지능형 검색은 다음과 같은 기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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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에 최적화된 정보 제공 기술

검색 대상 문서로부터 정답을 찾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입력된 질문에서 사용자가

가. QA 기술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질의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과 유선 검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제
약이다. 따라서, 기존 유선 인터넷의 검색 결과를 재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작은 모바일 환경에서 많은 스
크롤 및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어렵다.

질의유형이나 키워드 등의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기존 정보검색 방법에 의해 질의와 유사한 문서를
추출하고, 문서에서 다시 정답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단락을 추출한 후, 단락에서 질의유형과 동일
한 개체를 찾아내어 사용자에게 정답으로 제시하거
나, 구조화된 지식베이스(KB)에서 직접 정답을 검
색하여 제시한다. 최근에는 단답(factoid) 뿐만 아니
라 서술형 정답, 나열형 정답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중에 있다. 일반적인 QA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금문교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질문유형
질문 분석
키워드
문서 검색
문서집합

(그림 2) 유선 인터넷 검색 결과와 최적화된 검색 결과

단락 검색

(그림 2)의 좌측 화면은 구글의 모바일 검색 결

단락집합

과로 유선 인터넷 검색 결과를 모바일 창에 맞도록

정답 추출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하여
불편하게 정보를 파악하여 획득해야 한다. (그림 2)

정답: 1937년

의 우측 화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포털 서비
스 업체 파란과 공동으로 시범 서비스한 맛집 분야
모바일 지능형 검색 서비스의 결과 제시 예로, ‘파리
여행 정보’라는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파리의 위치,
면적, 개요 등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이
동하지 않아도 한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그림 3) 일반적인 QA 시스템 구조

QA 시스템의 각 모듈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질문 분석: 질문이 요구하는 정답의 유형을 결정
하고, 검색엔진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
• 문서 검색: 키워드를 이용하여 관련 문서를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
• 단락 검색: 검색된 문서에서 키워드와 관련이 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

는 단락을 검색

하기 위해서는 정보 추출, 자동 요약, 질의응답(Que-

• 정답 추출: 단락에서 질문이 요구하는 정답유형

stion Answering, 이하 QA) 등의 기술이 필요한데,

과 관련이 있는 개체를 정답으로 추출하여 사용

QA란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후,

자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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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생활 정보 검색 기술

개인 소비자의 필요나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개인이 항상 휴대하는 모바일 단말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이동하면서 검색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최근 출시
되는 모바일 단말에 GPS 정보추출 기능이 기본으
로 포함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폰을
포함하여 10대 중 9대에 GPS가 기본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에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모바일 검색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33%), 지역 정보(29%), 네비게이션 정보(26%)
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역 생활 정보에
대한 검색이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 네이
버, 구글 모두 기본적으로 유선 환경의 지도 서비스
를 변형하여 스마트폰의 GPS 혹은 측위 정보와 결
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유선 환경
서비스의 단순한 변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3월 구글은 이러한 위치 정보 서비스 사
업을 위해 국내 ‘위치 정보 사업자’ 인가 신청을 하
였고, 구글이 허가를 받게 된다면 아이폰 출시를 앞
두고 국내 허가를 획득한 애플이 이어 두번째 글로
벌 기업이 된다. 구글은 허가를 받게 되면 해외에서

것으로, 모바일 단말은 사용자가 항상 휴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
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하며, 검색 서비스에서
도 개인화 검색이 효과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바일 단말의 작은 화면에서 많은 검색 결과를 보
기는 힘들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에게 적합한 요약
된 검색 순위화가 필요하다. 이는 검색어 히스토리
및 사용자 프로파일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결과를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개인화 검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모
델링하여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검색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용자
의 취향이나 선호도는 곧바로 모바일 맞춤광고의 중
요한 정보로 연결된다.
개인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그림 4)와 같이 사용
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batch process 부분과 이러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online process로 구분할 수 있다. Batch process
를 좀더 세분하면 사용자의 개개인의 행동을 수집,
저장하는 기술,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는 프로파일

스를 국내에도 도입을 할 것이며, SNS 서비스인 버
즈 모바일(Buzz Mobile), 친구찾기(Google Latitude)와도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은

Usage Mining

Data Preparation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Google Maps의 다양한 서비
Site Files

Usage Preprocessing
Data Cleaning
Session Identification
Pageview Identification
Episode Identification
Support Filtering

Frequent
Itemsets

Domain Knowledge

Batch Process

기술, 기존 콘텐츠와 위치 정보의 융합 기술이 필요
하며 이를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QA
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ession/Episode File
Association Rule
Discovery

킬러 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의 결과와 융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에 최적

Usage
Profiles

Server Logs

모바일 분야에서 지역 생활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이러한 지역생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측위

Session Clustering
Pageview Clustering

Recommendation Engine

Online
Process

2. 개인 맞춤 기술

Active Session

Recommendations

HTTP Server Client Browser

개인화(personalization)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그림 4) 웹 환경 개인화 서비스의 일반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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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기술, 이러한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행동
을 파악하는 사용자 모델링 기술로 나눌 수 있다[2].

한다. 인식부에서는 입력된 음성을 음성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훈련한 기준 단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초까지 각광을 받아왔으나 PC를 주 사용 단말로 하

가능성 있는 단어를 인식결과로 출력하게 되며, 단
순 명령어가 아닌 문장을 인식할 때는 언어모델을

는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이용하여 비교 단어를 제한하여 인식성능을 높이게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단어나 문법을 수많은 반복훈련 과정을

실제 개인화 기술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외면되었고 기술이 더 이상 상용화되지 못했으나 사
용자가 명확히 식별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되면

통해 두뇌 속에 패턴화하는 학습과정과 학습된 패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을 새로 입력된 음성과 비교하여 입력 음성이 무엇
인지를 알아내는 인지과정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3.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술
유선 인터넷 환경의 주요 단말인 PC에서는 키보
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면 입력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
지 못하지만 모바일 단말에서는 입력은 여전히 불편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판되는 스마
트폰에서 필기 인식, 터치, 가상 키보드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는 있으며, 인간이 가장 편하게 입
력을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음성 인터페이스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있다. 따라서 음성인식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은
패턴인식에 의한 방법이나, 일반적인 패턴인식과 달
리 음성은 동일인이 동일 단어를 발성하더라도 발성
마다 단어의 시간적 길이가 달라 입력패턴과 기준패
턴을 단순히 비교하면 시간축 상에서 올바른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길이가 다른 두 패턴을 비교하기 위한 최
적의 정합경로가 필요하며, 이것은 동적 프로그래밍
(dynamic programming)에 기반한 비선형 정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음성인식 시스
템은 동적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디코딩과 은닉 마코
프 모델(HMM)에 기반한 통계적 음향모델을 이용하

가.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고 하고 있다. HMM은 대규모의 훈련 데이터로부터

구글에서는 보이스 서치(voice search)를 통해
서 아이폰과 넥서스 원에서 음성을 통해서 제한적으

다양한 화자 변이를 학습하기에 용이하며, 음성 신
호의 시간적인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훈련 데이터

로 모바일 검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체 웹을 대

로부터 이들을 대표하는 모델을 구성한 후 실제 음

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단어에

성신호와 유사도가 높은 확률모델을 인식결과로 채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명령어나 연결어, 연속

있으며 중국어, 일어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다. 국내

어 인식에까지 구현이 용이하며 좋은 인식 성능을

포털 업체 파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나타내어 여러 가지 응용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

으로 음성으로 질의하는 맛집/여행 분야 모바일 지
능형 검색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시범 서비스중이고,
음성 인식 기술의 한계로 인한 현재의 제한된 분야에
서 점차 일반 분야로 확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음성인식의 과정은 크게 전처리부와 인식부로 나
눌 수 있다. 전처리부에서는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
으로부터 인식대상이 되는 구간을 찾아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인식과정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말
22

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는 학습 음성데이터의 확보, 잡음처리, 모델 적응,
미등록어 처리 등이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모델간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음성 신호간의 연관성
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환경, 원거리 음
성, 사용자의 발성변이, 채널 왜곡, 반향음 등으로
인한 잡음은 음성인식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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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모든 환경, 화자를 고려하여 음성인

가 생성한 가상 사물을 실제 환경에 합성하여 원래

식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종 사용자 모
르게 음성 인식기가 사용자 음성에 대한 성능을 높

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음성인식기 개발 당시에 고려하지 않은 어휘는 오인
식을 유발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
를 미등록어라고 하는데, 인식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사용자가 발성할 경우 인식기는 내부에

기법이다. 기존의 정보검색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폰 카메라 화면에서 보여지는 실세계 정보가 검색
질의어에 해당하고, 카메라 화면에 합성되는 디지털
정보가 검색 결과에 해당한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
용하면 P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편한 스마트
폰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스마트폰의 이동

등록되어 있는 어휘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을 출력

성과 카메라 기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는 원인

있다.
증강현실 기반의 정보 검색 기술은 스마트폰 카

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어를 인식과정
에서 제거하거나 인식 후처리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거절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모바일 개인 단말
기상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인식
어휘를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이
런 문제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됨으로
인해 음성인식의 상용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메라에 보여지는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 인식한 객
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 검색한 정보를
카메라 화면에 부가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이 중에
서 카메라 화면에서 보여지는 실세계의 객체를 정확
하게 인식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객
체의 기준점이 되는 마커(marker)를 이용한 객체인

있으며,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터
페이스로 자리잡기 위한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의 기

식 기술은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 응용에서 필

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그림 5) 참조).

수준이 낮은 단계이다. 따라서 최근의 스마트폰 애
플에서는 직접적인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

특징
벡터열
입력음성

음성전처리

패턴인식

언어처리

음향모델

언어모델

인식결과
(단어/문장)

요한 마커를 사용하지 않는 객체인식 기술은 아직

고, 사용자의 위치, 사용자의 방향 정보를 지도 정보
와 결합하여 카메라 화면에 보여지는 장소를 인식하
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준 패턴 기준 패턴
생성
생성
음성
전처리

음성
전처리

(그림 6)은 별자리 정보와 같이 특정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Pocket Universe[3]와, 사용자 주위의

기준 패턴
생성
음성
전처리

Phecda
Alioth
Mizar
Alkaid

(그림 5) 일반적인 음성 인식 엔진 구성도
CANES
VENATICI

나. 증강현실 기술

North

전통적인 키워드 입력방식의 검색 방법을 탈피하
여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검
색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컴퓨터

Lat: 55˚ Long: -6˚
7:33 PM Jan. 14, 2010

(그림 6) 별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Pocket Univers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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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2%
98%

Mobile Search Engine ▼

(그림 7)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Layar 서비스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iNeedCoffee[4], (그림 7)의
Layar[5] 등이 잘 알려진 스마트폰 애플이다. 한편
소셜네트워킹과 증강현실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

97.57% - Google – Global
1.94% - Yahoo – Global
0.25% - Ask – Global
0.05% - MSN – Global
0.03% - AOL – Global
0.03% - AltaVista - Global
Total Market Share ▼

Google – Global
Yahoo – Global
Ask – Global
MSN – Global
AOL – Global
AltaVista – Global
Microsoft Live Search
All the Web – Global
Excite – Global
Lycos - Global

97.57%
1.94%
0.25%
0.05%
0.03%
0.03%
0.01%
0.01%
0.00%
0.00%

<자료>: http://www.webdevelopersnotes.com, 2010. 2.

(그림 8) 모바일 검색 세계 시장 점유율

태의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Sekai Camera[6]는
카메라로 찍힌 사진과 그 사진을 찍은 위치 정보, 사

1. 해외 기술 동향

용자의 설명이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되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된다. 이 서비스는 특정 위치
또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외 시장과 기술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주도하
며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의 엔진을 탑재하고 애
플과도 협력하여 아이폰에도 자사 엔진을 탑재한
구글을 중심으로 MS, 야후 등 기타 업체의 동향을
살펴본다.

Ⅲ. 국내외 기술 동향
가. 구글
국내 유선 인터넷 검색 시장은 세계 검색 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약 5% 정도의 미미한 점
유율을 보일 만큼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시장 상황
을 보이지만 이는 국내 포털 업체가 기술적으로 구
글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국내 사용자가 “한국
형” 포털 검색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구글이 세계 최
초로 한국에서만 검색 결과 페이지를 바꾸며 현지
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
율 면에서는 한 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8)에서도 보듯이 현재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은 97% 이상이라는 맞수가 없는 압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는 2월 16일 스페인 바
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 기조 연설에서 “향후 구글의 사업은 모바일이
가장 우선될 것”이고 “앞으로 모바일은 가장 인기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글은 현재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3월 중순 구글의 모바일 사업전략 발
표회에서 한국어 음성 검색을 곧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글이 차세대 시장으로 진작부터 모바일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구글의 입장에서 진입 장
벽이 될 수 있는 한국어 처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앞세워 국내 모바일 검색

일 검색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리라고

초기 시장을 겨냥해 여러 가지 선점을 해가고 있는

보장하기는 힘든 여러 가지 시장 흐름이 있다.

중이다. 아이폰은 물론 최근 나온 모토롤라의 모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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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출시예정인 삼성전자나 LG전자 안드로이드폰
의 경우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

하고자 구글처럼 MS 폰을 2010년 4월 중 출시하여

재되어 있으며,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들에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

재하여 OS 시장 및 검색 엔진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MS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

신 자사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만들어 모

으려 하고 있다. 야후는 2007년 야후 One Search
를 시작으로 발빠르게 모바일 검색 시장에 대처했으

바일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나 시장 장악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된 구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유선
인터넷 검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모바일

의 서비스들이 있다. 구글 서치(검색), 구글 크롬(웹
브라우저), G 메일(이메일) 유투브(동영상) 등을 비
롯해 위성사진 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 인터넷전화

검색 시장에서는 72.1%의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인 구글 보이스까지, 구글 소프트웨어가 모두

바일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야후는 또한 이
를 기반으로 한국의 LGT, 대만의 타이완 모바일 등

모여 있다[7].
이 밖에도 구글은 비주얼 검색의 일환으로 (그림
9)와 같이 구글 고글스(goggles)라는 서비스를 하
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촬

모바일 검색 엔진으로 선택하여 시장의 주도권을 모

아시아 6개국 이동통신사들과 모바일 검색 서비스
제휴를 맺고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영해 즉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수십

최근 추세로는 텍스트 형태의 질의를 이용한 검

억 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로드된 사진에

색 서비스보다는 구글의 Open API를 사용하여 구
글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증강 현실과 결합한 이미지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준다. 현재는 특정 카테고리
의 특정 사물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검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검색 서비스를 하는
Layar, Acrossair 제품들이 스마트폰 사용자로부
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 해외의 검색 시장을 살펴봤다. 모바일
OS와 함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이러한 시장
주도권 싸움은 모바일 검색 시장 자체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 새로이 열릴 모바일 광고 시장 확보를 위

<자료>: http://www.google.com/mobile/goggles/#landmark

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강하며, 유선 인터넷 시장과
마찬가지로 검색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가 모바일 광

(그림 9) 구글 Goggles 서비스 화면

고 시장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기타 글로벌 업체 동향
MS는 유선 검색 시장에서도 Bing을 출시함과 동
시에 모바일 검색 서비스도 출시를 하며 구글을 따

2. 국내 기술 동향

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시장 장악력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들도 애플의 아이폰 출
시 이후,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모바일 인

과 검색 기술의 격차로 인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

터넷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

으며 설상가상으로 MS의 최대 장점인 OS 분야에서

고 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현재 모바일 검색 이

도 애플의 아이폰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밀

용률은 유선과 마찬가지로 77.4%의 검색 이용률을

려 Windows Mobile OS는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타파

보인 네이버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다음
(25.4%)과 네이트(21.5%)는 20%대에 머물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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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3호 2010년 6월

(단위: %, 1월 기준)

구글

검색

적화된 한메일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모바일 웹

야후 0.1

사이트도 먼저 구축했다. 2009년 2월부터는 자사의
지도 서비스를 애플 앱스토어에 무료로 공개했다.
2010년 3월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

15.6
네이트
21.5

답에 가까운 검색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
77.4

25.4

이며 모바일 입력을 고려한 초성 검색, 지역 정보와
네이버

다음

연동되는 지도 검색, QA와 비슷하게 불필요한 내용
은 배제하고 정답만을 제시해주는 스마트 앤서의 모
바일 확대 적용을 진행하였다.

<자료>: 매트릭스

하지만 현재 네이버나 다음은 다양한 모바일 애

(그림 10) 모바일 검색 이용률

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

구글은 15.6%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선 웹 검색 이용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직까지 모바일 전용

률 94.1%인 네이버가 다음(64.8%)과 네이트(51.9%)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빼고는 구글과 같은 해

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양상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외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전체 모바일 웹을 대상으로

알 수 있으나 유선 웹 검색 서비스 이용률이 미미한

하는 모바일 검색이나 모바일 광고에 대해선 아직

구글이 모바일 검색 이용률에서는 15.6%로 강세를

뚜렷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

보인 것은 한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구글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다. 검색이 포함된 네이버나 다음의 모바일 전용 웹
페이지의 트래픽 수치도 아직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열어 두었다.

보니 네이버나 다음은 모바일 검색 및 모바일 광고

네이버[8]는 스마트폰 시장 확산에 맞추어 지도
와 오픈캐스트, 웹툰, 실시간 검색어, 미투데이 등을

와 관련해서는 현재 초기 시장을 지켜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함한 총 10종류의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고 있다. PC와는 다른 모바일 단말 환경에 맞춰
검색과 지식iN, 블로그, 카페, 뉴스, 메일 등 이용가

Ⅳ. 맺음말

치가 높은 서비스들을 전면에 배치시킨 ‘모바일 웹’
도 운영중이다. 모바일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연동 개인화 웹 서비스, 미투데이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시장이 본격적으
로 열림에 따라 모바일 검색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

SNS 서비스 등을 검색으로 수렴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구글이 도입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도 모바일

리고 있으며, 국내외 검색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

검색에 반영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개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작은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정

화 검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

보를 제공하기 위한 QA 기술, 사용자의 휴대성을 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려한 지역생활과 밀착된 정보 검색 기술, 사용자에

다음[9]도 검색시장에 대한 뒤늦은 대처로 포털
업계의 주도권을 네이버에 내준 실수를 다시 되풀이

대한 개인 맞춤 기술 그리고 불편한 입력을 극복하
기 위한 음성 인식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모바일

하지 않기 위해 검색 성능 향상에 모든 역량을 투입

검색 분야에 필요한 기술임을 살펴보았다.

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선 웹 검색 기술과 시장

하는 한편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도 네이버보다 발

현재 모든 모바일 환경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모바일 인터넷이
관심을 끌기 이전인 2008년 4월, 아이팟 터치에 최

이 모바일 검색 시장 또한 태동기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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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며 시장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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