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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ean 검색 사용법 

Boolean 검색은 검색 결과를 좁히거나, 확장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Boolean 검색에 이용되는 연산자는 AND, OR, 

NOT, 따옴표, 괄호입니다. 키워드, 직함, 이름, 회사 항목 등으로 검색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 

검색어를 순서 그대로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 

검색어 앞뒤에 따옴표를 넣으세요. 따옴표에 

묶인 내용 그대로 검색됩니다. 따옴표를 

사용하여 문장부호가 포함된 결과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정자와 따옴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를 쓴 검색어 예시: 

• “Business Analyst”  

• “Product Manager”  

• “Graphic Designer”  

 

 

 

 

 

 

 
 

“Project Manager” 

 

따옴표를 사용할 경우 따옴표 안에 쓰여진 검색어가 그대로 

포함된 결과가 검색됩니다.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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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D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종류가 다른 

개념이나 조건을 합하여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는 

프로필을 검색하고 싶을 때, 두 검색어 사이에 

영어로 대문자 AND을 입력하면 됩니다. 

AND 없이 두 개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시스템은 그사이에 AND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용어의 

교집합으로 검색 결과가 좁혀집니다. 즉 

여기의 결과는 두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결과입니다.  

예시:  

• Business Analyst 

• Business AND Analyst 

• Software Engineer 

• Software AND Engineer 

• Product Manager 

• Product AND Manager 

OR 
OR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연관된 

개념을 모두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검색어를 OR로 연결하면 검색 범위가 

넓어집니다. 검색어 순서에 상관없이, 

프로필에 해당 검색어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검색 결과로 간주됩니다. 즉, 검색 결과에는 

검색어 중 한 개 이상이 포함된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검색어를 OR로 많이 연결할수록 

검색 결과가 많아집니다. 예시: 

• “Business Analyst” OR “System 
Analyst” 

• Help Desk OR “Help Desk” OR 
“Technical Support” Software AND 
Engineer 

 

Project AND Manager 

 

AND는 두 검색어의 교집합을  

 

검색해 줍니다. 

 

 

 

 

Project OR Manager 

OR은 두 검색어의 합집합을 
검색해 줍니다. 

Project  Manager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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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특정 용어를 검색에서 제외하려면, 

제외하려는 단어 바로 앞에 NOT을 영어 

대문자로 입력합니다. NOT이 포함된 

프로필은 검색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색어 두 개를 AND 입력할 경우, 시스템은 

그사이에 AND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용어의 교집합으로 검색 결과가 

좁혀집니다. 즉 여기의 결과는 두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결과입니다.  

예시:  

• “Business Analyst” NOT IT 

• NOT Director 

• (Google OR Salesforce) NOT Apple 

괄호 

검색어가 복잡할 경우, 검색어, 연산자, 

괄호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괄호로 

묶인 검색어 및 연산자는 우선 처리됩니다. 

우선 OR과 여러 검색어를 괄호로 묶은 후, 

괄호 밖에서 다른 Boolean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Project Manager와 

Budgeting 담당자를 모두 찾아주는 검색어 

예시입니다. 

• (“Project Manager” OR PM) AND 
Budgeting 

Project NOT Manager 

NOT은 용어를 제외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프로필에 

프로젝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매니저라는 단어가 없는 결과가 검색됩니다. 

 

(“Project Manager” OR PM) AND Budgeting 

괄호 안 내용(“Project Manager” OR PM)이 먼저 처리됩니다. 즉 

두 검색어 중 하나만이라도 포함된 프로필이 검색됩니다. 

Project Manager 

“Project Manager” PM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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