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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블링은 웹 사이트의 요소가 되는 로벌 네비게이션, 서  메뉴, 컨텐츠 등에 명칭을 붙이고 체

계를 확립해 주어 사용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취업 정보 시스템에서 이력

서나 채용공고 등과 같은 정보 입력 항목의 이블로 사용하는 용어는 정확한 측과 빠른 이해가 있

어야 입력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다양한 요구와 사고들을 충족

하면서 많은 입력 정보 항목의 이해도를 높여 이력서나 채용공고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 시 정확한 

측과 빠른 이해를 도와 입력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블명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으로는 국내 취업사이트  상  랭킹에  있는 사이트를 심으로 정보 입력 항목의 이명 이블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이블  사용자가 친숙하면서도 직 으로 생각하는 이블을 설문 조사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에서 벤치마킹한 최빈도 사용 이블명이 높은 친숙도 평가값

을 받은 항목의 이블과 비교하여, 향후 취업 정보 시스템을 구성 할 경우 정보 항목의 이블을 효

과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키워드 : 이블, 취업사이트, 친숙성

Key Words : Labeling, Job Site, Familiarity

1. 서론

 이블링은 웹 사이트의 요소가 되는 로벌 네비게이션, 

서  메뉴, 컨텐츠 등에 명칭을 붙이고 체계를 확립해 주

어 사용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취업 정보 시스템에서 이력서나 채용공고등과 같은 정보

입력 항목의 이블로 사용하는 용어는 정확한 측과 빠

른 이해가 있어야 입력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각기 다른 사고와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블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시  

변화를 잘 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블링 체계는 사용자 입장에서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웹 기획자나 리자에 의해 생각

나는 로 이블을 붙이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한 

웹에서의 피드백은 오 라인처럼 즉각 이지 못하므로 처

음 이블을 결정짓는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요한 이블이 쉽게 에 띌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이블을 상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블명과 혼돈을 

일으키면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취업사이트  상  랭킹에  있는 

사이트를 심으로 정보 입력 항목의 이명 이블을 벤치

마킹하고 다양한 이블  사용자가 친숙하면서도 직

으로 생각하는 이블을 설문 조사하 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에서 벤치마킹

한 이블명의 빈도수와 비교하여, 취업정보 시스템에 구

성될 정보 항목의 이블을 효과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련연구 기술, 3장에서는 연구 모

형  방법 논의, 4장에서는 설문조사에 하여 설명하

으며, 5장에서는 결과분석, 6장에서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 련연구

  

  장로사(2006)은 어린이 도서   웹사이트의 기  개념

을 연구문헌을 통해 고찰하 으며, 국. 내외 으로 연구자

들이 제시한 컨텐츠 분석기 과 이블 분석기 에 한 

분석 요소를 종합하여 어린이 도서 의 웹사이트 컨텐츠 

 이블 분석기 을 선정하 다. 비교,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 인 어린이 도서  웹사이트 설계를 한 

컨텐츠 구성과 구조  이블 방안을 제시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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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명
벤치마킹

빈도수(개)

친숙도

설문값(%)

(1)
성명 3 56

이름 3 44

2
화번호 5 82

화 1 18

(3)
수상일자 1 65

수상날짜 1 35

4
공 2 69

공명 1 31

5
회사명 3 82

사업체명 1 18

6
병역사항 4 79

병역 1 21

7
취득일자 4 78

취득년월 1 22

8
연락가능시간 1 54

통화가능시간 2 46

9
팩스번호 3 51

팩스 1 49

(10)
사 질문 2 70

사 인터뷰 2 30

11 모집인원 5 69

<표 1> 이블명의 사용 빈도수와 친숙도 설문값

  최흥식(2000)은 학도서  웹사이트의 효율 인 이용을 

하여 메뉴 구조를 분석하 으며 메뉴의 용어는 빈도순

에 의해 항목들을 정리하여 학 도서 의 웹사이트 메뉴 

구조와 용어를 제안하 다[2].  

  이승민, 김혜경(2004)은 웹사이트에 수록되는 정보는 체

계 이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

어야 한다고 하 으며, 정보구조가 일률 인 체계로 조직

되어 있어 웹사이트의 체 효용성을 하시키고 있으므

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최 한 반 하고 정보 근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정보구조를 제안하 다. 특히 메인메뉴, 

카테고리 메뉴, 서  메뉴 등의 용어를 빈도수에 의해 정

리하여 제안하 다[3].

 정민옥(2005)은 XML 문서의 갱신을 하여 제안된 이

블링 방법들을 분석하고 효율 인 방법을 실험을 통해 제

안하 다. 그리고 응용에 따른 XML 문서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개선 방법이 가장 한 방법인지 확인하 다[4]. 

  이자미, 변승남(2002)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웹 

페이지에 설계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인간공학 인 디자

인 휴리스틱 7가지를 제안하 다. 이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하이라이트, 수집될 정보

에 한 뷰렛화 된 키워드  핵심문장으로 각각의 항목

은 명확한 이블을 가져야 한다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 다[5].

  련 연구에서 보듯이 웹 내비게이션이나 웹 컨텐츠의 

구조화된 이블링 방법과 필요성은 두되었으나 입력 

정보 항목의 이블명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이력서나 

채용공고를 등록하기 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직 이고 친숙한 이블명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랭키닷컴[8]에서 제공하는 국내 상  순

의 취업정보 사이트를 심으로 정보입력 항목을 벤치

마킹하여 요한 입력정보에 한 이명을 수집하고 이명 

 사용자가 직 이면서도 친숙한 이블명이 어떤 것

인지 설문조사를 받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이블명은 취업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업그

이드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친숙

한 이블명의 선택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취업사이

트의 방문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벤치마킹할 취업사이트는 국가 고용 취업사이트를 비롯

하여 상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를 심으로 

수집하 다. 인재정보  채용정보를 입력할 때 정보입력 

항목  뚜렷한 이명을 가진 항목은 총 30개가 수집되었

다. 수집된 항목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상으로 친숙

하면서도 직 인 이블을 선택하는 설문을 받았다. 

  벤치마킹에서 다수의 취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블 

항목이 친숙성 설문에서도 다수가 선택하 다면 이 항목

의 이블명은 사용자들에게 친숙성이 있다고 단한다. 

  한 취업사이트에서 수집된 이블명의 빈도수와 사용

자 친숙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률의 유효성을 검토

하기 하여 랜덤 값을 인 으로 발생하여 확률분

포함수를 사용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실험

  

  본 연구는 국내 6개 사이트의 정보 입력 항목을 벤치마

킹 한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20  학생을 심으로 

‘07년 9월부터 약 2달간 구조화된 설문지법을 통하여 설문

이 이루어졌다. 설문 상자는 총 257명으로 집계되었다. 

  취업사이트에서 정보 항목의 이블로 사용하고 있는 

이명의 빈도수를 정리하고 설문 후 친숙도 설문값은 표 1

과 같다.

 ‘성명’이라는 이블을 사용하는 취업사이트는 3곳, ‘이름’

이라는 이블을 사용하는 취업사이트 3곳이었으며 두 

이블명  사용자가 더 친숙하다고 답한 설문 답변자는 

‘성명’이 56%, ‘이름’이 44%로 ‘성명’ 이라는 이블이 더 

친숙하다고 답하 다. 한 ‘회사명’이라는 이블을 사용

하는 경우는 3곳, ‘사업체명’이라는 이블을 사용하는 곳

은 1곳이었으며 사용자의 82%가 ‘회사명’이라는 이블명

이 더 친숙하다고 답하 다. ‘마감일’ 이블은 ‘ 수마감

일’보다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았지만 설문답변자의 88%가 

‘ 수마감일’의 이블이 더 친숙하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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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인원 1 31

12
최종학력 1 70

학력 4 30

13
나이 3 66

연령 2 34

14
인근 철역 2 56

주변지하철 1 44

15
수마감일 1 88

마감일 2 12

(16)
모집기간 1 51

수기간 1 49

17
수방법 4 58

지원방식 1 42

18

외국어능력 1 67

어학 1 8

외국어 2 25

(19)

검색키워드 1 68

태그 1 2

키워드 1 30

20

경력사항 1 67

경력조건 1 12

경력 4 21

21

근무지역 3 44

근무 정지 1 38

근무지 1 18

22

보훈 상여부 2 63

보훈여부 1 33

보훈상태 1 4

23

희망연 4 62

희망 여 1 30

희망임 1 9

(24)

결혼유무 1 56

혼인여부 1 20

결혼여부 1 25

25

주요업무내용 1 48

담당업무 1 28

직무내용 1 8

업무내용 2 16

26

여사항 1 33

월 1 30

여조건 3 29

여 1 9

27

자격증 2 63

자격유형 1 11

자격내용 1 16

자격항목 1 10

28

휴 폰 1 37

휴 화 1 28

핸드폰 4 27

이동 화 1 7

29

E-mail 5 77

자우편 1 5

이메일 1 11

메일주소 1 7

30

근무희망지역 2 63

희망지역 1 7

근무희망지 1 24

근무지역 1 5

5. 결과 분석

  

  표 1에서 다양한 웹 취업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블

이 ‘성명’, ‘이름’처럼 사용 빈도수가 같은 경우 사용자의 

친숙도가 높은 항목과의 일치도 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번호에 ( )로 표시하 으며,  (성명, 이름), (수상일자, 수

상날짜), (사 질문, 사 인터뷰), (모집기간, 수기간), 

(검색키워드, 태그, 키워드), (결혼유무, 혼인여부, 결혼여

부)로 모두 6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취업사이트에서 같은 사용 빈도수를 나타

내므로 어떤 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친숙도 설문 평가에서는 ‘성명’ 56%, ‘수상

일자’는 65%, ‘사 질문’ 70%, ‘모집기간’ 51%, ‘검색키워

드' 68%, '결혼유무’ 56%로 다른 이명보다 친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웹 기획자나 리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단 기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락가능시간, 통화가능시간), (최종학력, 학력), ( 수

마감일, 마감일), (외국어능력, 어학, 외국어), (경력사항, 

경력조건, 경력), (주요업무내용, 담당업무, 직무내용, 업무

내용), ( 여사항, 월 , 여조건, 여), (휴 폰, 휴

화, 핸드폰, 이동 화) 항목들은 사용빈도수와 친숙도 설

문값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통화가능시간’의 사용

빈도는 2, ‘연락가능시간’은 1이지만, 사용자들은 ‘연락가능

시간’이 더 친숙하다고 54%가 답하 다. ‘마감일’도 ‘ 수

마감일’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88%가 ‘

수마감일’ 이블이 더 친숙하다고 답하 다. 

이러한 이블들은 재 취업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블을 선택할 것인지, 사용자가 친숙하다고 높게 

평가한 값을 선택할 것인지에 한 문제는 웹 기획자나 

웹 사이트의 리자가 사이트 정책  기획 의도에 따라 

신속하게 반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이며 사회  

변화 추이를 잘 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에서 언 된 항목들 외에 취업사이트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항목의 이블명이면서 친숙도 설문 평가값에

서 높은 수가 나온 항목은 표 1에서와 같이 색상으로 

표시한 16개 항목이며 일치도 값은 66.7%로 나타났다. 

를 들어 ‘ 화번호’ 이블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5곳이

었으며, 화라는 이블을 사용하는 곳은 1곳이었다. 

  설문에서도 ‘ 화번호’는 82%가 ‘ 화’보다 더 친숙하다

고 답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 다수의 사이트에서 

같은 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익숙할 것

이며 직 이며 친숙한 이블명도 높은 값을 받았으므

로 향후 화번호를 받기 한 정보 항목의 이블로는 

‘ 화’보다 ‘ 화번호’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유의할 수 있

다. 

  이블명의 빈도수와 사용자 친숙도 설문조사에서 나타

난 66.7% 값의 률 유효성을 검토하기 하여 각 항목

에 랜덤한 값을 200건 인 으로 발생하여 확률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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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 다. 

  랜덤 값의 빈도수와의 일치 평균값은 41.72% 으며 표

본표 편차는 0.0861이었다. 랜덤 확률분포에서 분포

함수로서 66.7% 이상이 나타날 확률은 0.19%로 매우 낮

았다. 이는 5%미만으로 나타나도 95% 유의수 을 만족시

켰으며, 련 있는 사이트의 벤치마킹을 통해 빈도수가 높

은 이블명과 사용자에게 친숙한 명칭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다양한 요구와 사

고들을 충족하면서 많은 입력정보항목의 이해도를 높여 

이력서나 채용공고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 시 정확한 

측과 빠른 이해를 도와 입력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블명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국내 취업사이트  상  랭킹에  있는 사이트를 벤치

마킹하여 정보 입력 항목의 이명 이블을 수집하 고, 다

양한 이블  사용자가 친숙하면서도 직 으로 생각

하는 이블을 조사하기 하여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20

 학생 257명에게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친숙한 이블

명을 설문 조사하 다. 

  설문결과, 30개 항목  사이트마다 상이한 이블명을 

사용하고 있어 어떤 이블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단 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설문을 통하여 사용자가 직

이며 친숙한 이블명이 무엇인지 단할 수 있었다. 사용

자가 친숙하다고 단한 이블명은 ‘성명’, ‘수상일자’, ‘사

질문’, ‘모집기간’, ‘검색키워드’, ‘결혼유무’ 이블명이었

다. 

8개 항목(연락가능시간, 최종학력, 수마감일, 외국어능

력, 경력사항, 주요업무내용, 여사항, 휴 폰)은 취업사

이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목 이블명과 다수의 사

용자가 친숙하다고 선택한 이블명과 일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이러한 항목의 이블은 웹 기획자나 웹 사이트의 

리자에 의해 사이트 정책  기획 의도에 따라 신속하

게 반  될 수 있도록 고민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것

이다. 나머지 16개 항목의 이블명은 웹 사이트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는 항목의 이블명과 많은 사용자가 선택한 

친숙한 이블명이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블명의 빈도수와 사용자 친숙도 설문조사에서 나타

난 66.7% 일치도 평균값의 률 유효성을 검토하기 

하여 랜덤한 방법으로 200건의 값을 인 으로 발생시켜 

확률분포를 조사하 다. 그 결과 확률분포에서 분포함

수로서 66.7% 이상이 나타날 확률은 0.19%로 나타났다. 

이는 련 사이트의 벤치마킹을 통해 빈도수가 높은 이

블명과 사용자에게 친숙한 명칭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친숙한 이블명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고와 다양한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들이 직 으로 이해할 수 있고 친숙한 

이블명을 결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입력정보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취업사이트의 리자가 항목의 이블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한다. 

  향후, 취업사이트를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층이나 직업군

을 조사하여 이블명의 친숙도 평가를 좀 더 다양한 방

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외래어 표기법 이블명 등에 

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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