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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피처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던 시기와는 다른 

사진 이용행태가 관찰되고 있다. 휴대폰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터치 기반의 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동시에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은 사진 이용의 

문화적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촬영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음은 물론, 촬영의 동기, 사진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스마트폰 등장 이후 휴대폰 

사진첩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는데, ‘텍스트를 대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사진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보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텍스트사진’으로 정의 

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첩 내의 사진들을 수집하여 

텍스트사진 분포의 특징과 함께 촬영동기, 활용방안을 조사하고, 

이들 사진에서 나타나는 가상화된 텍스트의 내용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미리보기용 썸네일 사진을 수집한 실험-A와, 이와 

별도로 진행된 원본 크기 텍스트사진만을 수집한 실험-B를 통해 

얻었다. 전자의 실험은 텍스트사진의 분포 및 촬영동기와 활용방안 

전반을 관찰하기 위해, 후자의 실험은 텍스트사진이 선호하는 

대상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A에서는 

연령대에 있어 20~30대, 직업군에 있어 대학생 또는 지식노동자인 

직장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당 160개의 썸네일 사진과 함께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 

분석했다. 이 자료를 통해 관찰하기 어려운 텍스트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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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 실험-B를 통해 22명의 실험참가자로부터 원본 

크기의 텍스트사진 151개와 함께 이용행태와 관련된 개방형 설문의 

답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사진첩 내 텍스트사진은 평균 30% 정도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참고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들이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들중 잊혀진 채 사진첩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가장 많았다. 활용동기별로 보았을 때에는 사진첩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시켜 찾아본 사진들 중 참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이 

가장 많았고,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텍스트사진들의 

경우 애초에 공유를 목적으로 찍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을 정보 표면(information surface), 

매체 종류(media-type), 정보량, 정보 생산방식, 정보 묶음간 

조직화 방향(읽기 방향)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텍스트사진의 

정보 표면으로는 스마트폰이나 PC 스크린과 같은 개인용 기기의 

표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체 종류로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혼합형이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생산방식을 관찰했을 때에는 수기(手記), 타이핑, 프린팅의 

생산방식 중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전자매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이핑을 통한 생산방식이 가장 많았다. 정보 묶음간 조직화 

방향(읽기 방향) 차원에서는 비선형적 읽기 방향을 보이는 

텍스트사진이 선형적 읽기방식의 텍스트 사진보다 많았다.  

또한 텍스트사진의 동기 및 활용 유형 20개중 출현 빈도가 높은 

8개 유형별로 대표 사례를 추출해 관찰해본 결과, 각 유형별로 특정 

종류의 텍스트사진이 많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내용적 특성 또한 

변주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텍스트사진 등장의 기술적, 문화적 

배경 및 사용자들이 텍스트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로 촬영하는 

대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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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높고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휴대성이 좋은 개인용 저장 매체이다. 매체계보학적 관점에서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개인용 PC를 재매개하며, 디지털 사진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을 하나의 기기 내로 통합시킨다. 이에 따라 

문화적 측면에서는 주변 텍스트 환경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일단 소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정보 잉여가 발생한다. 촬영 

대상에 있어 개인화된 정보 기기의 표면이 많으며, 매체 종류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합된 양식, 여러 단계에 걸쳐 생산된 

정보들이 한 표면에 중첩되어 있는 대상이 선호되는 것 또한 

이러한 통합적 정보 소비 양상을 반영한다. 통합적, 잉여적 정보 

생산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현재에서 미래로 유보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텍스트 생산의 측면에서 ‘쓰기’ 행위가 ‘캡쳐링 

(capturing)’ 행위로 전홛되었다는 점은 의미를 되새기며 정보를 

재생산하는 대신에 자동적인 방식으로 글쓰기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텍스트사진 촬영 대상에 있어 무차별적 

숫자나 기호의 배열, 타이핑과 같은 자동화된 쓰기 기술로 생산된 

텍스트들이 많음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스마트폰의 또다른 중요한 기술적 특징인 원활한 네트워크 

지원은 가상화된 텍스트들이 특정 공유 대상이나 기기를 염두에 

두고 생산되는 합목적성을 띄도록 유도했다. 사진첩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기로서의 스마트폰의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계점을 

보완하는 완충판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보다 빠른 접근(quick-access)을 제공하는 정보 저장소 

가 되어주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을 발굴하고, 사진의 

새로운 용도 및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규명했으며, 향후 ‘스마트 

사진첩’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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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진, 스마트폰 사진첩, 스마트폰 이미지, 

스마트폰 이용행태, 텍스트사진  

학   번: 2009-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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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스마트폰 사진이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2012년 7월 8일자에 따르면, 영국 

통신업체 O2가 스마트폰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사진 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3분 28초로, 인터넷 서핑에 24분 40초, 소셜미디어 접속에 

17분 29초를 할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활용도나 인기도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휴대하지 

않는다. 카메라를 탑재한 카메라폰의 등장 이후에도 피처폰의 

시대까지 디지털 카메라는 휴대폰과 함께 휴대하는 보편적인 

개인용 기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에 와서 기술적으로는 

휴대폰 카메라의 해상도가 좋아지고, 저장 용량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데이터 전송을 통한 즉각적인 사진 활용 다양성이 

지원되면서 일상적인 목적으로 쓰는 개인용 촬영 기기의 수요는 

스마트폰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각종 사진 편집 및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현상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 업계 및 서비스 업계 

전반에서 스마트기기의 카메라와 사진첩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업계의 접근과 업계에 리드당하고 있는 

학계의 스마트폰 사진에 대한 접근은 아직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다루던 사진을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 사용자의 사진 이용 

행태를 리드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killer service)를 발굴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소셜 카메라(social camera)’와 같은 신제품의 

등장 및 가상적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된 광고를 통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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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고들을 통해 드러나는 “찍어서 바로 보내는”  촬영 대상은 

가족이나 풍경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기술에 의해 사진의 편집 및 

기기간 싱크(sync), 공유가 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앨범의 단순한 디지털화일 뿐,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이용행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속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는 실제 사용자들의 

사진첩을 들여다본다면 이는 단순히 디지털화된 앨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스마트폰 

사진첩의 폴더관리 기능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폴더 관리의 불편함과 자의적 분류 기준 수립 및 준수에 따르는 

귀찮음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진첩 내 모습은 복잡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사진첩을 활발히 사용하는 사용자일수록 사진 

촬영의 대상과 동기, 활용의 차원에 있어 구분 체계가 없는 혼잡한 

상태에서 사진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돈되지 않은 사진첩의 모습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여러 매체들 내에서 이들을 특정 양식으로 결합해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첩은 스마트폰 내에서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GPS 및 각종 센서 정보가 모두 수렴되는 저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의적 결합 방식들 중에서 여러 

사용자들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변형이 발견되는데, 

<그림-1>과 같이 텍스트를 주 대상으로 찍은 ‘텍스트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텍스트사진의 등장은 사진의 본질 및 정보사회의 속성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사진은 최초의 탈산업적 

대상으로, 그 가치는 사물 자체가 아닌 그 표면 위에 부착된 정보에 

있다. 사물이 아닌 정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사진의 등장 이후로 하나의 사물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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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한 번의 여행, 자녀들의 교육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다. 대상의 소유와 분배의 문제보다 정보의 프로그래밍과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 

사진은 사진 표면에 부착된 정보가 극대화된 동시에 가상화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스마트기기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텍스트사진들 

 

본 연구는 신종 매체로서의 텍스트사진의 실제 이용행태를 

관찰하고, 이로부터 이러한 매체의 등장이 갖는 문화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스마트 사진’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실증적 데이터 및 정성적 방법을 통한 보완으로 

텍스트사진의 등장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탐구한다.  

1. 스마트폰 사진첩 안 텍스트사진 분포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다.   

2. 스마트폰 사진첩 안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 및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알아본다.  

3.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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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사진에 대한 해석과 사진 행위의 분류 
 

  스마트폰 활용에 따른 사진 행위의 변화 양상을 문화적으로 해석

하기 위해 먼저 이 절에서는 사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진 행위

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들을 살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텍스트사진의 활

용 양상을 살펴보고, 문화적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각을 갖는 

데에 있어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사진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1-1. ‘현존(presence, 거기 있음)’으로서의 사진  

 

바르트(Barthes, 1986)는 그의 마지막 저서 <밝은 방(Camera 

Lucida)> 에서 사진의 본질에 대해 “그것이 존재했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르트에게 있어 사진은 ‘반복될 수 없는 일회성’, 

즉 유일무이한 현존에 관한 증명서이다. 그는 사진은 주체로 하여금 

시간적 한계 및 거리의 한계에 의해 사라진 것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주체가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푼크툼 

(punctum)’과 ‘스투디움(studium)’의 개념쌍을 제시했는데, 특정 

사진을 두고 봤을 때 전자는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주관적 느낌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경험이 없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가리킨다.  

바르트의 ‘푼크툼(punctum)’ 개념이 갖는 이러한 존재 현시적 

차원은 퍼스 기호학의 지표성(indexicality)과 맞닿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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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적 재현의 유형을 지표(index)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적 재현을 현존의 증거로 볼 경우 이는 곧 대상의 닮음이나 

상징적 규약에 의해서가 아닌 대상과의 존재론적인 인접성 또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생겨난 지표이다. 사실 지표 기호 자체가 

사진적이면서 도큐먼트적 성격을 갖는데, 지표 기호는 지시 

대상과의 존재론적인 연결을 지니며 이후에 일종의 기호로서 

해독될 수 있는 잠재적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표로서의 사진은 전(前)-기호적 혹은 기호외(外)적 성격을 

갖는다.  

손택(Sontag, 2005)은 사진 이미지를 현실에 대한 존재론적 

지표로서 이해하는 입장이 사진을 현실의 시각적 모방으로서의 

도상으로 보거나 문화적 코드로서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에 비해 더 

근본적이고 축자적 의미를 가지는 관점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진이란 하나의 이미지, 곧 현실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나 발자국처럼 현실을 직접 등사한 

현실의 흔적이다. 사진은 도상 성격의 회화나 상징적 성격의 언어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고유한 매체이며, 더 나아가 회화나 언어 

이전의 더욱 원초적인 재현의 매체성을 가진다. 이 때의 사진은 

발자국이나 지문, 의학적 징후(symptom)에 비유되는 현실의 

직접적인 자국이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는 19세기 기억 심리학의 엔그램 이론과도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 이론은 실제 현상의 흔적이 두뇌의 물질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사진판의 은염에도 기입된다고 가정한다.   

현존의 증거로서 사진을 보는 관점은 이후 인지적 문법으로서 

사진을 보는 관점과 함께 본 연구에서 이미지화된 텍스트 등장의 

기저에 있는 사용자의 동기 및 욕구를 추적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많은 이미지화된 텍스트들이 실제 현상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따다 캡쳐해 두는 목적 및 이의 근저에 있는 

사진 콘텐츠 구성요소의 배열 및 위치, 주변 맥락 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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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정보를 반추하려는 동기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용자의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2. ‘반추(reflection)’로서의 사진 

 

사진의 등장 초기에 주로 촬영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인물이었다. 

사진 이미지는 최초로 대상 자체와 완벽하게 동일시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현을 제공했기에 자기이미지(self-image) 

인식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진과 회화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어 초상사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과거 교황이나 귀족 등 극소수의 계층에게만 한정되었던 자기 

재현의 특권이 부르주아 계층에게까지 확장되면서 1840년경에는 

수많은 초상화가의 대부분이 직업 사진사가 되었다고 벤야민 

(Benjamin, 1936)은 말한다. 

사진은 자기 반추 및 집단적 기억의 반추를 통한 개인 및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자의식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어떤 매체보다도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매체가 바로 사진이었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료된 나르키소스의 신화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던 자기에 의한 반추, 초상화에 나타나는 타인의 의지에 

의한 반추가 상상적 동일시였다면, 사진을 통한 자기이미지의 

반추는 상징적 동일시를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대타자가 제시하는 ‘나’로, 비록 나 같지 않게 찍힌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미지와 자아의 동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욕구이다. 

또한 사진을 통한 반추 작용 자체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기억 작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진은 가족이나 민족국가와 같은 

집단적 기억의 형성 및 전수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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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의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듯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총체이며, 한 집단의 정체성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 즉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억의 중요 

지점마다 생성된 사진 이미지들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리해 전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반복적인 반추가 

집단 구성원들을 통해 훈련되었고, 이러한 기억의 축적과 계승은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했다.  

  <사진에 관하여(1973)>에서 손택은 사진이 일종의 사회적 

의례이며, 불안감에 맞서는 방어 수단이라고 말한다. 고전적 사진은 

가족 또는 집단 구성원이 이뤄낸 결실을 기념하기 위해 제일 먼저 

널리 활용됐다. 이런 사진은 일단 찍히고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찍혀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또는 집단 생활의 ‘의례(ritual)’로써 작용한다. 

 

1-3. ‘아우라의 붕괴’로서의 사진 

 

벤야민의 에세이 <사진의 작은 역사(1931)>에서 그는 이전 

까지의 예술로서의 사진을 둘러싼 미학적 토론에 대해 비판하며 

사진의 본질은 기술(technology)이라고 지적했다. 벤야민과 

부르디외(Bourdieu, 1965)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이전까지 미학과 

예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던 사진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는 사진을 정신분석에 유비시켜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에 관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특수한 형식의 지각은 기술과 대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며, 이 상호작용의 독특한 점을 아우라 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고 했다. 카메라가 소형화 되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은밀한 

이미지들, 그 충격이 관찰자의 연상 메커니즘을 정지시키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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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을 붙잡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진이 모든 삶의 

상황을 문자화하는 일에 있어 그 표제가 가지게 될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사진 이미지와 문자의 결합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1-4. ‘인지적 문법’으로서의 사진 

 

사진과 기억의 관계에 있어 사진은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 

과거를 상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부재한 대상과 

공간에 대한 ‘기억’을 ‘소유’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사진이 관광과 함께 발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사진은 

일련의 소비 활동의 기록이자 형태가 부여된 경험의 총체다. 때문에 

산업화된 사회는 사진을 통해 시민들을 이미지 중독자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경험한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축소하려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경험하는 등 사진에 일종의 강박감을 가지게 

되었다. 

 

1-5. ‘자동화 장치(apparatus)’로서의 사진  

 

플루서(Flusser, 1983)는 사진기를 하나의 ‘장치(apparatus)’ 

이자‘작업 도구(Wekzeug)’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작업도구들은 자연을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대상의 

형식을 바꿔놓는다. 이러한 변형의 행위가 바로 안으로(in) 

형태화하는(formieren), 즉 ‘정보(informieren)’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러한 산출과 정보 전달을 ‘노동(Arbeit)’이라고 부르며, 

그 노동의 결과가 ‘작품(Werk)’이다. 이러한 작업도구들은 인간 

신체기관의 연장이며,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메타프로그램의 함수 속에서 기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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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는 이러한 메타프로그램의 작동인들이다. 권력은 딱딱한 

대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닌 규칙을 기능하게 하는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에게 옮겨간다.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기계화하는 

블랙박스인 장치에게 사고행위를 맡기고 기계화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플루서는 말한다. 

 

2. 사진 행위의 분류  

 

2-1. 대상에 따른 분류  

 

카인드버그(Kindberg, 2005) 등은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34명의 영국과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첩 안의 이미지를 조사해 분류한 바 있다. 이들은 사진을 찍은 

대상에 따라 사람을 찍은 사진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찍은 

사진으로 나눴다. 그리고 전자의 카테고리를 다시 한 명의 

가족구성원 또는 지인, 여러 명의 가족구성원 또는 지인, 자신이 

포함된 사진, 다른 사람들만 있는 사진으로 나누고, 후자의 

카테고리를 특정 사물, 실외 경관, 실내 경관, 애완동물, 스크린이나 

필기 등으로 분류해 각각의 개수를 조사했다. 

 

2-2. 촬영 동기에 따른 분류 

 

사진 행위의 동기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부르디외가 그의 저서 

<중간예술(Un art moyen, 1965)>에서 사진을 찍는 심리적 이유에 

대해 분류한 것이 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으로부터의 보호, 다른 이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감정의 

표현, 자아 실현, 사회적 위세, 오락 또는 도피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술했다. 사진은 시간이 

파괴한 것에 대한 마술적인 대체물을 제공하거나 기억의 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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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추억을 상기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며, 지나간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정을 보여주도록 

하면서 다른 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진은 예술적 의도를 표현하거나 기술적 조작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면서 사진가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며, 여행 

이나 사건 또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 위세의 만족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사진찍기 놀이와 같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오카베 등(Okabe et al, 2004)은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카메라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임의의 사진 10장씩을 수집하고, 다이어리 기록과 인터뷰를 병행해 

사진 행위를 관찰한 결과 카메라폰 사용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은 피험자들이 사진을 찍은 목적에 따라 ‘개인적 

보관’, ‘친밀감 공유’, ‘일대일 뉴스 공유’의 세 가지 카테 

고리로 분류했다. 개인적 보관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은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사용자 자신의 사진첩 안에만 보관하며, ‘시각적 

필기(visual notetaking)’로써 기능한다. 이들 사진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풍경이지만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대상을 찍은 

부류와 구인 공고 포스터, 책 제목을 적어 놓은 것 등의 기억 

용도의 부류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료가 된다. 

친밀감을 공유하기 위한 사진들은 매우 친한 2~5명의 친구들과 

공유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공유함으로써 ‘시각적 공존(visual 

co-presence)’ 상태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일대일 뉴스 공유를 위해 찍은 사진들은 ‘뉴스거리’가 될만한 

사진들로,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에 업로드된다. 

반하우스 등(Vanhouse, 2005)의 연구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기 표현을 

위해’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기(Gye, 2007)는 반하우스의 

분류에 따라 카메라폰이 개인적 사진의 사회적 활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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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사진 행위와 개인적 

기념 행위의 상관 관계가 공고해지는 한편, 사진찍기가 일상적 

행위가 되었다. 이동호(2005)의 젊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폰 연구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에서와 같이 카메라폰에서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메시자 송신자와 수신자의 발화를 통해 공유되었던 이전의 사진 

행위는 점점 사라졌다. 기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카메라폰이 

지극히 개인화된 기기라는 점에서 찾는다.  

또한 이 연구는 모바일 이미지들은 전통적 사진들에 비해 상황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의 질을 동시다발적으로 향상시키고, 

상황에 부재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를 보는 

자신의 관점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던 사진은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준비된 시각적 접근성’을 통해 자아가 

세계를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카인드버그 등(Kindberg et al, 2005)은 사진 촬영의 동기를 

정서적-기능적 목적과 사회적-개인적 목적의 두 축을 가지고 

분석했으며, 그 분류는 다음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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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촬영 동기에 따른 사진 이미지 분류체계(Kindberg et al, 2005) 

 사회적(social) 개인적(individual) 

정서적 

(affective) 

동시 경험(mutual experience)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현재 

또는 미래에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촬영한 이미지  

개인적 상(personal reflection) 

개인의 반영이나 회상을 

목적으로 촬영한 이미지  

부재한 지인(Absent friends 

or family)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현장에 

부재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촬영한 이미지 

기능적 

(functional) 

동시 작업(mutual task)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촬영한 이미지 

개인적 작업(personal task) 

미래의 어떤 시점에 혼자 

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촬영한 이미지 

원격 작업(remote task)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촬영한 이미지  

 

 

제 2 절 모바일-텍스트(mobile-text)와 사진의 가상화

(virtualizaton) 

 

기존의 사진을 보는 관점들은 사진 자체의 존재에 대해 미학적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진들의 매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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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진은 사진 자체로서보다도 모바일-텍스트의 하나로써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재현(2004)은 모바일 미디어 속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는 디지털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모바일-

텍스트(mobile-text)’라고 명명한 바 있다. 카스텔(Castells, 

2009)도 이동통신 상황에서의 언어를 단지 텍스트 언어나 말로 

하는 의사소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시청각의 다중양식을 갖춘 무선 시스템 내에서 소통되는 모든 표현 

양식과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모바일 하이퍼텍스트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의 탄생에 주목한 바 있다.  

“단일한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구성요소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독특한 감각양식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미디어”라는 멀티미디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고도화된 멀티미디어인 스마트폰은 모바일-텍스트로서 사진 

콘텐츠를 취급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스마트폰이 모바일-

텍스트로서의 사진을 어떻게 가상화(virtualize) 하는지와 관련된 

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모바일-텍스트로서의 

텍스트사진을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시각을 얻고자 한다.  

 

1. 이동성(mobility)의 측면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고도화된 모바일 미디어로써, 모바일 

미디어의 본질적 속성인 이동성(Mk,yobility)을 갖는다. 이재현 

(2004)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동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을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사진, 음악, 텍스트 메시지 등 콘텐츠가 모바일 상황에서 전달되고 

경험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둘째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셋째 모바일 테크놀로지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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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에 의해 어떻게 인지적·실천적으로 변화되는가의 측면이 

그것이다. 모바일 미디어에서의 이동성 개념은 ‘움직이고 있다(on 

the go)’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특정 맥락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성을 개념화한 연구로 

가키하라와 소렌슨(Kakihara & Sorensen, 200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기존의 ‘육체 이동(corporeal)’이라는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이동성을 

정의했는데, <표-2>와 같이 이동성을 공간적. 시간적, 상황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본 이동성의 차원(Kakihara & Sørensen, 2002) 

이동성 차원 상호작용 개념의 확장 

공간적 어디에서 인간의 지리적 이동 

물체, 상징, 이미지, 음성 등의 지리적

이동  

시간적 언제 시계 시간/사회적 시간(객관성/주관성) 

단일시간성/복합시간성 

상황적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의 다중양식 

-강요적/비강요적 

-일시적/지속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약한 유대  

 

공간적 이동성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획득되는 지리적 

움직임의 자율성을 뜻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리(Urry, 2000)는 

비단 육체의 여행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공간적 이동에 대해 다룬바 있다. 첫째는 물체(object)의 

이동성인데, 소니의 워크맨과 같이 이동성을 갖춘 물체는 노마드 

(nomad)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육체 여행과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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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상징(symbol)의 

이동성으로서, 인터넷을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로 

가상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가상 공간성이 

창출되면서 ‘이곳(here)’과 ‘저곳(there)’의 경계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 이동성과 관련해 시간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 

순서, 지속시간, 시간적 위상, 발생 빈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조적(structural) 측면(시계 시간)과, 사람들이 이러한 

구조적 측정치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interpretative) 측면(사회적 시간)이다.  시간적 이동성의 또다른 

축으로는 시간의 조직화에 있어 엄밀성과 순차성이 강조되는 

단일시간성(monochoronicity)과 동시성이 강조되는 복합시간성 

(polychoronicity)이 있다.  정보통신 테크놀로지가 확산시키고 

있는 최근의 멀티테스킹(multi-tasking)과 같은 현상은 복합시간성 

의 확대이며,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시간성의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상황적 이동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황적 제약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다원화시키고 있는 상호작용의 양식은 강요적-비강요적 차원과 

일시적-지속적 차원으로 나뉜다.  

이러한 이동성의 개념을 통해 볼 때, 스마트폰 카메라는 공간적 

이동성의 차원에서 카메라, 앨범뿐만 아니라 메모장, 통신기기의 

지리적 이동성이 결합된 활용 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적 이동성의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시점과 이를 

활용하는 시점의 자유도를 높였는데, 피처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던 때까지도 즉각적인 편집이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사진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이르러 

디바이스 내에서 편집은 물론 전송이나 업로드가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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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지게 되면서 역으로 활용 자체가 사진촬영 동기를 설명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2. 가변성(variability)의 측면  

 

가상화된 디지털 콘텐츠로서 모바일-텍스트가 가지는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복제와 편집, 형식 변환이 자유로운 가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마노비치(Manovich, 2001)에 의하면 텍스트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특별한 구성과 순서로 손수 모았던 인간 

제작자에 의해 가능했던 옛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 객체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서로 다른 무한한 판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복사본들이 모두 동일했던 반면, 뉴미디어는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변형가능성(mutability)’,‘유동성 

(liquidity)’과 같은 뜻을 지닌다.  

가변성은 멀티미디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으로부터 

기원하는데,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상황을 설명하는 인간-

상호작용성(person-interactivity) 보다는 인간과 미디어(기계) 

사이의 상호작용 상황을 특징짓는 기계-상호작용성(machine-

interactivity)의 핵심 원리가 바로 가변성이다. 마노비치는 이러한 

가변성의 대표적 예로 축척가능성(scalability)을 제시하는데, 

동일한 미디어 객체가 크기나 상세함 측면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노비치는 이러한 가변성의 원리가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역사적인 사회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옛 

미디어의 논리가 산업사회의 논리에 상응하는 것인 반면 

뉴미디어의 논리는 개성을 존중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으로부터 사진의 맞춤 생활방식을 구축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텍스트, 콘텐츠, 광고 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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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제작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이르러 디바이스 내에서 사진의 즉각적인 

편집 및 형식 전환, 복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 손가락 터치를 활용한 확대 기능을 통해 사진의 

확대 및 축소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이 기능을 통해 즉시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잘라내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 원거리에 

있거나 책과 같이 밀도가 높은 대상을 촬영해도 확대 기능을 통해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3. 공유가능성(sharability)의 측면  

 

사진을 다른 기술적 영상과 구분 짓는 특징은 사진의 배포과정에 

드러난다고 플루서(Flusser, 1983)는 말한다. 사진은 움직임이 

없고 소리도 내지 않는 평면으로, 재생산을 통해 배포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플루서는 이러한 배포를 위해 어떠한 복잡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손에서 손으로 건내질 수 있는 종이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사진의 보존을 위해 기술적으로 완벽한 

데이터 저장장치도 필요치 안하고 했는데, 사진은 서랍 속에 처박혀 

보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가 저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1994)>를 출간할 때까지는 사진이 

잠정적으로 하나의 종이(Flugblatt)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동 저서에서 사진이 조만간 전자기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점령당해 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와 같이 디지털 사진의 시대를 

지나 모바일-텍스트로서의 사진의 시대에 이르러 그림 메시지는 

기존의 종이를 대체하여 장소, 시간, 콘텐츠의 제약에서 벗어나 

MMS를 통해 전송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카메라폰으로 찍는 즉석 사진은 현상, 인화, 전달이라는 

아날로그 사진기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촬영과 전송 양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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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즉각성을 실현함은 물론 경험의 즉각적 공유까지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재현(2004)은 이에 대해 

휴대폰이 더 이상 ‘듣고 말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쓰고 읽는 

미디어’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모바일 미디어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통신 기기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정보 처리 및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보, 신호,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등을 처리하고, 다른 기기와의 통신 

또한 가능하게 한다(이재현, 2004). 디지털 카메라나 액정 TV,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노트북, 전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PDA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성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통적 

피처폰의 경우도 제한적인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대표적 예로 통신 기능을 탑재한 

PDA, 스마트폰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모바일 미디어의 속성 중 하나인 이동성 

때문에 무선 통신을 전제로 한다. 무선통신은 역사적으로 무선 

전화와 무선 인터넷으로 나뉘어 구별되며, 무선인터넷은 무선 고정 

인터넷과 무선 이동 인터넷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이동성이 제한된 

환경에서 블루투스나 무선LAN에 의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이동성이 높은 휴대전화나 PDA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이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와서 활발히 

지원되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은 후자의 무선 이동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의 사진 공유는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 및 서비스 요인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트북, 휴대폰, 패드와 같은 개인용 기기간 

매끄러운(seamless)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cloud) 서비스 및 각종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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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적으로 

다른 기기에 저장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Instagram), 핀터레스트 

(Pinterest), 패스(Path)와 같은 소셜 사진 어플리케이션(App)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사진의 사후 공유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사진 앱의 등장 이전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스마트폰 사진의 집단적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 공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제 3 절 가상화된 텍스트의 존재론적 변화 

 

스마트폰의 시대에 와서 이러한 가상화된 사진 표면에 이전의 

피처폰 사진첩에서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대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바로 텍스트를 주 대상으로 촬영한 

텍스트사진이다. 모바일-텍스트 중의 하나인 사진에서 나타난 

변종(variety)인 텍스트사진은 형태상으로는 사진의 하위집합 

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의 하위집합으로서 기존의 

모바일 사진 이미지와 구별되는 존재론적 양상을 띄고 있다.  

가상화된 텍스트로서의 텍스트사진은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을 드러내며, ‘사회적(social)’인 것의 의미를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까지 확충시키는 텍스트의 

존재론적 변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모바일-텍스트와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  

 

포르투나티(Fortunatti, 2003)는 이탈리아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지형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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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글쓰기가 탁월한 말하기 도구인 

이동전화 영역에 침투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무선통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문자메시지가 언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신기술의 

도입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문법의 법칙과 어휘를 포함한 언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언어 사용 양식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표현이 생성되는 것은 하위 문화의 

신호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Castells, 2007). 그는 본래 제한적인 수단이자 개인적 용도로 

쓰였던 ‘속기(면담이나 강의를 듣는 동안 빠르게 필기하는 것 

등)’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무선 문화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틀을 갖춘 언어 체계로 진화한 것과 같이 이미 관찰된 일상 행위를 

토대로 볼 때, 문자메시지에서 사용되는 글쓰기의 양식들이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카스텔은 무선통신 기술의 멀티미디어적 성능이 여러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자, 영상, 소리 등 다양한 양식의 통신 

형태를 보임으로써, 젊은 사용자들이 특히 이러한 다양한 통신 

양식을 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소리와 영상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문자메시지는 개인적인 

촌평이나 강조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할당된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발견이었다.  

멀티미디어로서의 텍스트사진에도 이러한 맥락이 적용 가능하다.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활용 

맥락 안에서 특정 하위집단 또는 새로운 사용을 선도하는 집단이 

각각의 매체 종류를 어떻게 결합해 사용하는지의 양식을 관찰하는 

것은 무선통신의 확산에 관련된 문화적 변화의 과정을 유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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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가 된다.  

 

2. ‘소셜(social)’의 의미 변화  

 

휴대폰 이용 행태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시작이었던 링과 

이트리(Ling & Yttri, 1999)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사용은 

크게 표현적 사용(expressive use)과 도구적 사용(instrumental 

use)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링과 이트리는 표현적 사용에 대해 

휴대폰을 정서적, 사교적 커뮤니케이션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았으며, 자아 표현의 일종으로서의 ‘하이퍼-조정(hyper-

coodination) 이라고 지적하였다. 도구적 사용은 전화를 응급 

상황에서 안전 장비로 사용하거나, 약속시간· 장소의 미세한 조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미시-조정(micro-coordination)’이라고 

부른다. 전자의 예로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항상적인 접촉 및 연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항상 켜 두거나, 부모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래집단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며 고정전화의 대안 채널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약속시간에 늦는다고 

전화하거나 대강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시점에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는 행위(Plant, 2001) 등이 있다.  

스마트폰 사진의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도 표현적 사용과 도구적 

사용의 구분은 유효한 것으로 관찰된다. 인물이나 풍경, 사물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 사진의 정의에 가까운 사진들은 여전히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표현하고 저장하는 친교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반면, 텍스트사진류의 경우 현재나 미래의 실용적 활용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폰 사진의 ‘소셜(social)’한 활용은 

일견 텍스트사진류보다는 인물이나 풍경 사진의 범주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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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는 ‘소셜’의 의미를 인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친교적인’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정의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잇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1) 

그러나 본래 ‘소셜’의 의미는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사교적’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쓰인다(이재현, 2012). SNS와 

같은 맥락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지만, 스마트폰 사진 활용의 

맥락에서는‘사회적’ 활용이 보다 적합한 의미로 보인다. 이때의 

사회적 활용은 친교적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체화 

(concretization)를 전제로 하는 가상화된 사진들의 도구적 

활용까지를 포함하는 공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화된 사진 표면에 나타난 텍스트, 즉 텍스트 사진에 

나타난 텍스트의 내용적 변화는 ‘소셜’의 의미 변화를 수반한다.  

 

 

 

 

 

 

 

                                            
1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소셜미디어의 정의는 위키피디아 한국판의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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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사진에 대한 문화적 해석 및 사진 이용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방법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2>의 사진 

이용 모델에 나타난 요인들(대상, 동기, 활용) 간의 상관관계가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등장한 텍스트사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며, 

가상화된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와는 다른 어떠한 내용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사진 촬영과 활용 과정의 모델 

 

 

 



 

 24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사진첩 안 텍스트사진 분포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1>에서는 먼저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이미지인 

텍스트사진이 실질적으로 실험대상 집단의 사진첩 내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텍스트사진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인구통계학적 

요소로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을 고려하였다. 또한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 및 활용 방안의 분포와 관련해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그 분포를 살펴보고, 이 요인들에 따라 보이는 텍스트사진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해 본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진첩 내 미리보기 화면의 스크린샷을 수집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동기 및 활용을 기록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2. 스마트폰 사진첩 안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와 활용 

방안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를 통해서는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에 따라 

달라지는 활용 방안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활용 방안별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촬영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실험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한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 및 활용 

방안으로부터 어떠한 동기와 활용의 조합이 텍스트사진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동기로부터 활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요인의 영향 관계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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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텍스트와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사진을 통한 텍스트의 가상화가 

텍스트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해본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1,2>의 

실험과는 별도로 텍스트사진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원본 크기의 

사진들만을 수집해, 정보 표면(information surface), 매체 

유형(media type), 정보량, 정보 생산방식, 정보 묶음의 조직화 

방향(읽기 방향)과 같은 텍스트의 내용적 차원에 있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분석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텍스트사진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텍스트사진’을 개념화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사진 개념과의 비교를 통한 정의를 시도했다. 

인물이나 풍경을 주로 대상으로 한 기존의 사진 개념의 차원을 

<표-3>에서와 같이 사진촬영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대상의 입체성 

여부, 촬영 시점 및 휴대폰 사진첩 내 연달아 등장하는 경향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전통적 사진의 촬영 대상이 주로 인물이나 풍경이었다면, 

텍스트사진의 주 촬영 대상은 텍스트이다. 따라서 전자가 3차원의 

입체적 대상을 대상으로 촬영된다면, 후자는 2차원의 평면적 대상이 

촬영 대상이 된다. 촬영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자의 경우 여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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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과 같은 비일상적 이벤트가 발생할 때 주로 많이 촬영되는 

반면, 후자는 특별한 이벤트 시점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촬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는 휴대폰 사진첩 내에서 

연속적으로 무리 지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경향을 띈다.  

 

표 3. 텍스트사진과 전통적 사진의 특성 비교 

특징 텍스트사진 전통적 사진 

대상 텍스트 인물, 동물, 사물, 풍경 

대상 차원 평면적(2차원) 입체적(3차원) 

촬영시점 일상적 
비일상적(이벤트 발생 

시점) 

연속성 없음(불규칙적) 있음(연속적) 

 

또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20대와 30대 남녀 10명으로부터 사

진첩의 사진 썸네일을 받아 전통적 사진과 텍스트사진의 대상 분류

를 시도해 <표-4>와 같이 텍스트사진의 대상을 크게 디지털과 아

날로그, 아날로그 내에서도 삼차원적인 대상(간판, 책표지 등)과 이

차원적인 대상(포스터, 프린트물 등)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표 4. 텍스트사진의 대상 분류 

분류 설명  

아날로그 

(analog) 

3차원적 간판, 안내판, 포장, 책표지 등  

2차원적  
포스터, 프린트물, 노트, 카드 및 티켓류 

등  

디지털(digital) 프로젝터·PC·휴대폰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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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 분류체계 

 

   <연구문제-1,2>에서 살펴볼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 및 활용방

안을 조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용자 스스로도 아직 이러한 

사진들의 촬영동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막연히 ‘필요해서’ 

찍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실험-A를 위한 파일럿 실험

을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후 실험-B를 통해 텍스트사진만을 수

집할 때 촬영 동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함께 실시

해 이 결과를 토대로 동기 및 활용의 분류체계를 <표-5,6>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5.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 분류 

 

 

 

 

 

 

분류 약어 설명 

인상깊어서

(Impressed) 
I 

“재미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상기

시키려고” 등 

쓰기 귀찮아서 

(quick Write) 
W 

“쓸 시간에 집중하려고”, “메모장을 안 가지

고 다녀서” 등  

참고하려고 

(to Refer) 
R 

“나중에 찾아보려고”, “나중에 읽어보려고”, “~할 

때 참고하려고” 

공유하려고 

(to Use/SNS) 
US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려고”, “페이스북에 올

리려고” 등  

(2차 가공물의) 재료로 

쓰려고(to Use/DOC) 
UD “PPT에 쓰려고”, “보고서에 넣으려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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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텍스트 사진의 활용 방안 분류 

 

 

3.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 정의  

 

<연구문제-3>에서 살펴 볼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내용적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매체 내용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을 <표-8>과 같이 변형

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8.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 정의  

특성 조작적 정의 예 

정보 표면

(information 

surface)  

텍스트사진의 발현된 구체적 정보

표면 관찰 
PC화면, 종이책 등  

매체 종류

(media-type) 

텍스트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매체

의 유형. 텍스트형 또는 텍스트와 이

미지 혼합형  

혼합형의 사례:  

도표, 표, 마인드맵 

등 

정보량 및  

정보생산방식 
정보량 

텍스트의 분량이 한 문

장 이하/한 단락 이하)/ 

한 단락 이상 

- 

분류 약어 설명 

저장해 두고 잊음

(Forgot) 
F 

촬영 후 잊어버린 채 그냥 사진첩에 저장해 

둠  

찾아봄 

(Looked up) 
L 

특정 사진을 보기 위해 사진첩을 한 번 이상 다시 

실행시켜 찾아봄  

타 자료에 삽입 

(Put into) 
P 

문서에 삽입하는 등 2차 가공물의 재료로써 

활용  

전송 또는 업로드

(Sent) 
S 

MMS, SNS를 통해 해당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거나 

받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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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식 
수기/타이핑/프린팅 - 

정보 묶음의 조

직화 방향(읽기 

방향)  

한 텍스트사진 내에서 하나의 내

용을 지시하는 텍스트들을 하나의 

정보 묶음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구성된 방식. 선형적 또는 비선형

적으로 읽기 가능 

선형적 관계: 직렬 

또는 병렬로 읽기 

가능, 

비선형적 관계: 무

차별적 순서로 읽

기 가능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사진의 스마트폰 사진첩 내 구성비율 및 촬

영 동기, 활용 방안 분포를 조사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인공가공물의 

수집 및 코딩과 같은 정량적 방법과 함께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

성 분석 및 이용자들의 촬영동기 도출을 위해 면담, 개방형 설문과 

같은 정성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1. 스마트폰 사진첩의 정량적 분석  

 

사진은 대표적으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구자료인 동시에 

분류를 통해 양적으로도 분석 가능한 데이터이다. 대표적인 양적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로그데이터 수집, 설문 등의 방식이 있으며, 

질적 자료수집 방법은 다시 면담이나 참여관찰과 같은 상호주의 

방법과 비참여관찰, 인공가공물의 수집, 행위의 연속적 기록과 같은 

비상호주의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해 피험자와의 면대면 

만남을 통한 상호주의 방법과 인공가공물을 수집하는 비상호주의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개인적 기록물로서의 스마트폰 사진첩은 

피험자의 평소의 경험과 생각이 기록된 자료로서, 실증적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료의 복사성과 반복적인 사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비상호주의적 또는 간접적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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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방법이 가지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사진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관찰되는 현상을 한 단계 

추상화시켜 수량화 및 분석 가능하게 하는 관찰의 고도화 방법을 

이용해 사진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였다.  

 

2. 텍스트사진의 내용 분석  

 

사진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 발견을 위해 질적 연구인 내용 분석을 함께 시도하였다. 

텍스트사진의 세부 구성요소 및 요소 간 관계의 관찰을 위해서는 

내용이 식별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하였으며, 이 분석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진행되었다.  

내용분석 방법론은 원래 메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해 메시지에 

담긴 명시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까지 분석하는 

방법론이었으나, 근래에는 미술작품이나 사진, 만화 등으로 그 적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사진 내용분석이 문화분석 방법론의 한 줄기로서 주로 

구도, 앵글, 선, 색, 질감 등의 심미적 요소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매체로서의 사진의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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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제 1 절 실험 방법 
 

실험 방법은 <그림-3>과 같이 실험환경설정, 자료수집의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다시 스마트폰 

사진첩 썸네일 전체를 수집한 실험-A와 텍스트사진만을 수집한 

실험-B로 나뉘어, 전자의 수집자료에 대해서는 텍스트사진의 

구성비율과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과 같은 이용행태 분석을 하고, 

후자의 실험에서 수집된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표면 

(information surface), 매체 종류(media type), 정보량, 정보 

생산방식, 정보 묶음의 조직화 방향 등의 내용 분석을 한다.   

실험환경 설정 단계에서는 사진첩 썸네일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 사진첩의 캡쳐 이미지들을 인쇄할 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와 사진첩 공개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킬 도구로서의 사생활 스티커, 사진 썸네일로부터 텍스트 

사진과 전통적 사진을 구별해내고 각각의 썸네일에 대해 

촬영동기와 활용방안을 코딩할 수 있는 매칭 시트를 준비하였다.  

실험환경이 설정된 후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실험-A를 통해 

40명(온라인 20명, 오프라인 20명)의 피험자로부터 인당 160개씩 

총 6,400개의 사진첩 썸네일을 수집하였고, 실험-B를 통해서는 

22명의 피험자로부터 원본크기의 텍스트사진을 총 151개   

수집하였다.  

실험-A의 오프라인 실험에서 연구자는 피험자와 면대면으로 

만나 피험자의 사진첩을 관찰하였는데,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휴대폰 사진첩의 특성상 직접적인 관찰 대신 인쇄된 자료를 함께 

관찰하는 방식을 고안하였고, 화면 크기의 사진이 아닌 작은 크기의 

썸네일을 관찰 대상으로 했다. 피험자가 스마트폰 내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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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켜면 먼저 전체 화면 크기의 약 1/20에 해당하는 

크기의 썸네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피험자에게 한 

화면에 4x5개(iPhone 기준,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의 경우 

4x4개)의 썸네일이 들어가는 스크린샷을 겹치지 않도록 랜덤으로 

여덟 장(안드로이드의 경우 열 장) 만들도록 하였다. 이후 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로 이 스크린샷들을 인쇄하기 위해 

피험자의 휴대폰에 해당 프린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스크린샷들을 모아찍기 해 인쇄하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험자가 인쇄 초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험자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진들에는 사전 배치해둔 사생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 인쇄물에 사진첩과 동일한 크기와 배열로 만든 

매칭시트를 부착해 피험자가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코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실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험자가 여덟 개의 

사진첩 스크린샷을 만들고, 사생활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급된 매칭시트에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을 매칭해 코딩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썸네일 수집시 텍스트사진의 세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연구문제-3>에 해당하는 

내용분석을 위해 실험-B에서는 실험-A의 표본과는 별도로 20명을 

모집해 인당 5장에서 10장 사이의 원본크기 텍스트사진을 수집하는 

동시에 이들 사진의 촬영동기와 활용, 내용에 관한 개방형설문을 

수행하였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그림-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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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및 결과분석 방법 

 

 

1. 실험 환경 설정 

 

1-1. 실험 도구 제작 및 설치 

 

실험에 필요한 도구는 (1)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 

(2)사생활 침해 방지용 스티커, (3)매칭시트(matching sheet) 로 

나눌 수 있다. 

 

(1) 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  

 

스마트폰 사진첩 썸네일 데이터 수집 장치로는 <그림-4>의 

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를 사용하였다. 상세하게는 Bolle 

Photo 프린터기 BP-100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가로 17Cm, 세로 

15cm, 높이 10cm 정도로 휴대가 가능해 피험자와의 면대면 

실험에 용이하였고, 카트리지 일체형 방식으로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같이 인쇄되어 피험자들의 흥미 및 관심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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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olle Photo BP-100 프린터기(사진) 

 

(2) 사생활 침해 방지용 스티커 

 

  기존의 사진 연구 및 개인 디바이스 기록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였다. 본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화하고, 실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프린터기에서 

출력된 사진을 일차적으로 실험참가자가 검열하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진에는 사전에 배부한 사생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사생활 스티커로는 A4크기의 스티커 용지를 가로 1cm, 세로 

1cm의 썸네일 크기로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그림-5>는 

피실험자가 사용한 사생활 침해 방지 스티커의 예이다.  

 

  

그림 5. 사생활 보호 스티커와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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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칭시트(matching sheet) 

 

실험참가자가 출력한 썸네일 사진들로부터 텍스트사진들을 

식별해 내고, 이 사진들의 촬영 동기 및 활용 방안을 매칭시켜 

코딩하는 것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출력된 용지와 동일한 크기와 

배열의 매칭 시트를 준비했다(<그림-6>). 촬영 동기와 실제 

활용을 인지적으로 유사하게 매칭시켜 코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실제 활용을 코딩하는 우측 면을 

접어두고 좌측의 촬영 동기를 코딩하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좌측의 촬영 동기를 코딩한 면을 접어두고 우측의 실제 활용 

방안을 코딩하도록 하였다. 

 

 

그림 6. 매칭 시트의 사용 예 

 

 

1-2. 피실험자 모집 및 선정 

 

실험-A의 피실험자 선정은 스마트폰 이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개념은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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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커가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수공노동자와 지식노동자를 구분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드러커는 지식노동자를 기계 대신 상징을 다루는 상징분석가라고 

규정하고, 구체적 예로서 건축가, 은행원, 약품연구원, 교사, 

정책연구자 등을 들었다. 미국 등 선진자본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이 지식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지식을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20세기 후반 이래 정보컴퓨터기술(ICT)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첨단과학기술과 같은 지적 자본이 물적 자본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보·지식의 경제는 21세기 경제무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총 국내생산의 

50% 이상이 지식의 생산, 분배, 소비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실험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활용,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뉴미디어 학습 속도가 빠른 지식노동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한 상징체계이자 미디어로서의 

텍스트사진 활용 초기의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령대에 있어서는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여주는 <그림-7>에서도 볼 수 있듯, 스마트폰 이용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7.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대별 구성(2011년 3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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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A 참여자들의 상세한 표본의 대상은 <표-9>와 같다. 이들 

40명이 각자 160개의 사진 썸네일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표 9. 실험-A의 표본 수집 대상 

 
20대 30대  

학생 직장인 학생 직장인 

남성 5 5 4 6 

여성 5 5 5 5 

  

  실험-B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한 실험참가자 2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A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것과 달리, 

텍스트사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22명의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8명의 남성 참가자와 

14명의 여성 참가자가 실험-B에 참가하였다.  

 

2. 데이터 수집과 검증 

 

2-1. 스마트폰 사진첩 및 사용자 기록 데이터 수집 

 

실험-A에서는 <그림-8>과 같이 스마트폰 내의 사진들에 대한 

미리보기 썸네일 스크린샷들이 수집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2012년 

4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실험 시점의 

사진첩 내 사진들의 촬영시점 및 저장 기간은 피험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험자 개인의 일상적 기록 축적물로써의 

사진첩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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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집된 사진첩 썸네일 스크린샷의 실례 

 

 사진첩 썸네일들에 대한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칭 시트를 이용해 피험자가 직접 기록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의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 분류를 돕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각각의 동기 및 활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진 실례를 

함께 제시했다.  

 

 

그림 9. 피험자에게 제공된 예시가 포함된 동기 및 활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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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텍스트사진 데이터 수집 및 개방형 설문 

 

실험-A와 달리 실험-B의 경우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의 텍스

트사진 원본을 받았으며, 사진첩 전체에 대한 대표성보다는 사용자

의 텍스트사진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반영한 상태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텍스트 내용이 모두 보이는 사진 원본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실험 참가에 대한 거부감을 현격

하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사진 데이터와 함께 해당 사진을 언제, 왜 찍었으며, 어떠한 

경우에 주로 이런 사진을 찍는지에 대한 맥락 정보를 개방형 설문

을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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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데이터 분석 
 

 

제 1 절 텍스트사진 분포의 일반적 특징 

 

 이 절에서는 실험-A를 통해 관찰된 텍스트사진 분포 일반에서 관

찰된 특징을 텍스트사진 분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촬영동기, 활

용방안에 있어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1. 텍스트사진 분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연구문제-1>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텍스트사진의 

분포 일반을 살펴보면, 피실험자 40명의 총 사진첩 썸네일 6,400개 

중 텍스트사진은 2,059개로 나타났다. 이는 피실험자 집단에서 

인당 160장의 사진 중 평균 51장의 텍스트사진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사진첩의 31.9%에 해당한다.  

이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남성 20명의 

사진 중 평균 61장이 텍스트사진이었으며, 여성은 20의 평균은 

42장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사진 개수가 더 많았다. 20대 20명의 

평균은 40장, 30대 20명의 평균은 62장으로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30대가 더 많은 텍스트사진을 사진첩에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19명의 평균이 43장, 

직장인 21명의 평균이 58장으로, 직장인의 사진첩 내 텍스트사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집단별 사진첩 내 텍스트사진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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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텍스트사진 비율  

 구분 텍스트사진 비율 평균 

성별 
남(n=20) 38.3% 

여(n=20) 26.1% 

연령별 
20대(n=20) 25.3% 

30대(n=20) 39.1% 

직업별 
학생(n=19) 27.0% 

직장인(n=21) 36.9% 

 

2. 촬영동기에 있어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를 살펴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참고하려고’ 찍어둔다는 응답(4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상깊어서(20%)’, ‘쓰기 귀찮아서(15%)’,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11%)’, ‘(2차 

가공물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10%)’ 촬영했다는 응답 

순이었다. 이중 ‘인상깊어서’나 ‘쓰기 귀찮아서’라는 촬영 

동기는 현재의 상황 중심적인 동기인 반면, ‘참고하려고’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상황 중심적인 동기로,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는 현재 지향적 

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촬영동기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t-검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텍스트사진 

촬영동기에 있어 남성과 여성, 학생과 직장인, 20대와 30대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텍스트사진의 활용 

동기와 관련해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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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방안에 있어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사진첩 앱을 다시 실행시켜 

한 번 이상 찾아보았다는 응답(36%)과 촬영 이후 그냥 잊어버린 

채 사진첩에 저장해두고 있다(35%)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서 등에 삽입했다(15%),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했다(14%)는 응답 순이었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같이 연령별, 직업별 요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성별 요인에 따른 

네 가지 활용방안 중 두 가지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자 중 텍스트사진 촬영 후 그냥 잊어버리고 

저장해 두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1%인 데에 반해 여자의 경우 

27%만이 잊고 있었으며, 여자들 중 46%가 찍었던 텍스트사진 

사진첩에서 다시 찾아본 반면, 남자의 경우 29%만이 다시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제 2 절 촬영동기와 활용방안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특징 

 

이상의 검증 결과를 통해 피험자 집단의 텍스트사진 생산 동기 

및 활용 행태 전반에 걸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2>의 텍스트사진의 촬영동기와 활용방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후자에 따른 전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1. 촬영동기에 따른 활용방안에 있어서의 특징  

 

촬영동기에 따른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그림-10>)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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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촬영동기를 분류한 각각의 다섯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활용 행태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촬영동기와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사진첩에 저장’해두거나 ‘나중에 

찾아보는’ 활용 행태의 비율은 전 항목에 걸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촬영동기에 따른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 

 

‘인상깊어서’ 찍은 텍스트사진의 약 45%가 잊혀진 채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들 중 약 36%를 다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상깊은 텍스트사진을 공유한 비율은 15% 

정도였다.  

수기(手記)로 ‘적기 귀찮아서’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 

다시 찾아보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잊어버리는 비율 또한 

28%나 되었다. 

‘참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의 중에서는 44%를 다시 찾아본 

반면, 거의 비슷한 비율(45%)로 사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등 2차 가공물에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이나 타인과‘공유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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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이 뚜렷한 맥락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활용방안 또한 

목적과 일치하는 확률이 각각 50%, 63%로 가장 높았지만, 재료로 

쓰기 위해 찍었다가 그냥 찾아보기만 하는 경우(41%)나, 공유하기 

위해 찍었다가 공유하지 않고 그냥 저장해 둔 경우(22%)도 많았다.  

 

2. 활용방안별 촬영동기에 있어서의 특징  

 

활용방안별로 촬영동기를 역추적해 관찰한 결과는 <그림-11>과 

같이 나타났다. 찍어두고 ‘잊어버린 채 사진첩에 저장’ 되어 있는 

사진들의 53%가 참고하려고 찍은 사진이었고, 인상 깊어서 찍은 

사진(26%)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촬영 시점 이후에 스마트폰 사진첩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시켜 ‘찾아본’ 사진들의 절반 정도(50%)가 참고하려고 찍은 

사진들이었고, 다음으로는 인상깊어서 찍은 사진(20%)과 쓰기 

귀찮아서 찍은 사진(19%)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찾아본 텍스트사진들 중 문서 등에 넣기 위해 찍은 사진의 비율은 

10% 정도였고,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1%로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문서 등에 삽입한 텍스트사진 중에서는 해당 사진을 2차 

가공물의 재료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33%로 가장 

많았지만, 참고할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 또한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텍스트사진들의 

경우 애초에 공유를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49%였고, 전송이나 

업로드를 한 활용 행태로부터 직관적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인상깊어서 찍은 사진(21%)이나 참고하려고 찍은 사진(21%)의 

비율 또한 적지 않았다.  

 이를 통해 텍스트사진의 캡쳐링 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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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만, 개인적 기록물에 대한 사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뚜렷한 목적(2차 

가공물의 재료로써 활용, 타인과 공유)을 가지고 촬영된 사진들은 

많은 경우 목적과 일치하는 활용 행태를 보인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림 11.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별 촬영동기 

 

 

 

제 3 절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  

 

  새로이 등장한 ‘텍스트사진’의 매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써 텍스트사진의 분포 및 활용 행태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 관계를 관찰한 <연구문제-1>을 통해 텍스트사진의 

활용 행태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별이나 연령, 직업을 통해 텍스트사진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한 매체 특징 규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텍스트사진 일반의 내용적 구성 요인들을 

정의해(<표-8> 참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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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표면(information surface)을 통한 관찰  

 

텍스트사진의 정보 표면을 관찰한 결과, <그림-12>와 같이 

스마트폰 스크린이 1/3 정도(3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PC스크린이 16%를 차지해 개인용 전자기기의 표면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뒤이어 프린트물(9%), 

책(단행본, 7%), 잡지류(6%)의 순으로 i-text의 정보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카드/티켓류, 포스터류, 보드류가 각각 5%, 노트류가 

4%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텍스트사진은 안내판(3%), 

포장류(3%), 신문(1%),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정보 표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12. 텍스트사진의 정보 표면 분포 

 

 이는 텍스트사진의 생산 및 소비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 내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휴대성이 좋은 저장 

매체이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장치이다. 앞서 <연구문제-

1>에서 촬영동기 및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각각 11%(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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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위해 찍음)와 14%(촬영 이후 전송 또는 업로드함)의 

사진이 사후 네트워킹을 전제로 촬영 및 활용된 것을 관찰한 바 

있다.  

또한 매체 계보학적 관점에서는 스마트폰이 이전의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및 PC를 재매개하며 디지털 사진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이 기기 내로 통합되는 진화 양상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낮은 해상도와 한정된 저장용량, 데이터 이용에 제한사항이 

많았던 피처폰의 시대까지는 디지털 사진의 생산은 디지털 

카메라와 보조적 기기로서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고, 관리 및 

활용(저장, 공유 등)은 PC, 필름 등 별도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또한 텍스트사진의 정보 표면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전자기기 기반의 디지털 정보표면이 48%, 

종이와 같은 이차원적 아날로그 정보표면 및 간판이나 사물과 같은 

삼차원적 아날로그 표면을 합친 비율이 52%로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기기를 통한 인간의 선택적 시선 부여가 디지털 

텍스트와 아날로그 텍스트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매체 종류(media type)를 통한 관찰  

 

텍스트사진의 매체 종류를 텍스트만 있는 텍스트형과 

텍스트·이미지의 혼합형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그림-13>과 같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유형이 61%,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매체혼합형이 39%로 3:2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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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텍스트사진의 매체 종류 분포 

 

텍스트사진이 선호하는 매체 종류는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다른 기록 장치를 통해 

따로 기록했으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꺼번에, 동시에 기록하는 행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이라는 장치가 기술적으로 터치를 통한 확대 

기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미지의 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텍스트조차 이미지로 보관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사양을 지원한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3.  정보량 및 정보 생산방식을 통한 관찰  

 

3-1. 정보량을 통한 관찰  

 

텍스트사진의 정보량을 한 문장 이하의 텍스트 정보(적음), 한 

문장 이상 한 단락 이하의 텍스트 정보(중간), 한 단락 이상의 

텍스트 정보(많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그림-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단락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전체의 65%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좀 더 상세하게는 한 

문장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13%, 한 문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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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락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5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 단락 이상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 

밀도가 조밀하고, 스마트폰의 터치를 통한 화면 확대 기능을 

통해서만 텍스트 식별이 가능한 사진들 또한 35%나 되었다.  

 

 

그림 14. 텍스트사진의 정보량 분포 

 

이를 통해 의미상 한 단락 내외로 묶이는 정도의 정보량이 

텍스트사진이 선호하는 정보량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찰되는 정보 표면에서의 정보량과 실제 사용자가 하나의 

이미지화된 텍스트 사진을 촬영하거나 다시 찾아볼 때 주목하는 

영역 및 그 영역 내의 정보량은 향후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연구 

등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3-2. 생산 방식을 통한 관찰  

 

  속성적 특성 중의 하나로써 텍스트가 생산되는 방식을 

수기(手記), 타이핑, 프린팅으로 나눠 그 구성비율을 관찰한 결과, 

49%의 텍스트 사진이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전자매체 상에서 

타이핑을 통해 생산된 텍스트였다. 근본적으로는 타이핑을 통해 

생산되었을지라도 하나의 인쇄용 판으로 제작되어 종이와 같은 

인쇄매체에 활자 인쇄를 거친 텍스트들은 프린팅 방식으로 

분류되었는데, 프린팅 방식으로 생산된 텍스트사진은 전체중 

적음 

중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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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드·노트 상의 필기나 터치스크린 펜을 

통해 수기로 생산된 텍스트의 비율은 13%로 가장 적었으나, 특정 

동기나 활용방식의 유형에 밀집해 나타났다. 생산 방식을 포함한 

텍스트의 내용적 특성과 동기 및 활용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림-15>를 통해 텍스트사진의 촬영 행위는 수기나 인쇄 

방식보다는 타이핑과 같이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쓰기 기술과 

친숙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텍스트사진의 생산 방식 분포 

 

4. 정보 묶음의 조직화 방향(읽기 방향) 관찰  

 

내용 식별이 가능한 텍스트사진 상에는 의미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정보 덩어리가 최소한 한 개 이상 

관찰되었는데, 이들 ‘정보 묶음’간 조직화가 선형적으로 구성된 

경우 수신자는 가로 또는 세로의 순차적으로 사진상의 텍스트들을 

읽어나갈 수 있다. 전체 텍스트사진 중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진은 38%였다(<그림-16>).   

이에 반해 도표나 표, 마인드 맵과 같이 정보 묶음간 조직화가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얽혀있는 경우 수신자는 사진상의 

텍스트들을 읽기 순서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접하게 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텍스트사진의 비율은 62%로, 전통적인 선형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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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적용 가능한 전자의 텍스트사진 비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텍스트사진의 읽기방향 분포 

 

 

제 4 절 텍스트사진의 동기 및 활용 유형에 따른 내용적 특징  
 

제3절의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장치가 선호하는    

텍스트사진 전반의 내용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 하나의 

텍스트사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진의 내용적 특성에 대해 

예측하기까지는 어려웠다. 제4절에서는 <연구문제-3>의 확장 

연구로써 빈번하게 나타나는 동기 및 활용의 유형별로 

텍스트사진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들의 내용적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텍스트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선호하는 대상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먼저 관찰할 유형으로는 다섯 가지 촬영동기와 네 가지 

활용방안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스무 가지 텍스트사진 유형 중에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한 확률이 높은 여덟 가지 유형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A에서 유형별로 텍스트사진이 

출현했던 횟수를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 중 최장연결법 ① 을 

사용해 작성한 <그림-17>의 히트맵(hitmap)에서 상위의 빈도를 

보인 8가지 유형은, 인상깊어서 찍었으나 잊어버리고 사진첩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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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 둔 유형(I-F), 참고하려고 찍었다가 잊어버린 유형(R-F), 

쓰기 귀찮아서 찍고 나중에 한 번 이상 찾아본 유형(W-L), 

참고하려고 찍어서 나중에 찾아본 유형(R-L), 참고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R-P), 2차 가공물의 재료로 활용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UD-P), 참고하려고 찍어서 SNS를 

통해 공유한 유형(R-S), 전송하거나 업로드 하려고 찍어서 실제로 

SNS를 통해 공유한 유형(US-S)이었다. 실험-B의 자료에서 여덟 

가지 유형의 대표 사례를 추출해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17. 동기 및 활용 유형에 따른 텍스트사진의 출현 빈도 히트맵 

 

1. 인상깊어서 찍었으나 잊어버린 유형(I-F) 

 

인상깊어서 찍었으나 잊어버리고 사진첩에 저장해 둔 유형의 

텍스트사진으로는 롤링페이퍼나 싸인과 같은 싸인류, 성향 검사나 

신체 검사와 같은 검사결과류, 페이스북이나 일상공간 어딘가에 

부착되어 있는 인상적인 글귀류,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류가 

있었으며, 각각의 대표적인 예시는 <그림-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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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F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실험-B의 개방형 설문을 통해 사진을 찍은 상황과 주로 이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 예시 사진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좌측 상단):“친구들이 액자 뒤에 써 준 롤링페이퍼인데, 시간이 

지나서 펜이 지워질까 봐 사진으로 남겨뒀다”  

(우측 상단): “인바디 검사 결과. 같이 다이어트하는데 자극 

받으려고 찍었다”  

(좌측 하단): “좋은 글귀를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 찍어 

저장해뒀다” 

(우측 하단):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하다가 묻힐까 봐 찍었다. 

친구들의 애정을 기억하기 위한 보관용”  

 

이 유형의 텍스트사진의 특징은 촬영 당시의 감정을 기억해 낼 

수 있는 단초(trigger)들이라는 것이다. 사진을 촬영하던 그 순간에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면 당시의 감정과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는 실험참가자들의 대답이 많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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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통적 사진이 수행하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사진의 

대상이 인물이나 풍경이 아닌 텍스트이고, 촬영 시점이 여행이나 

행사와 같은 특별할 이벤트라기보다는 일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사진의 의식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체 종류 특성에 있어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되어 순수한 

텍스트로만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혼합형이 많았고, 속성적 특성 중 

텍스트 생산방식에 있어 타 유형에 비해 수기로 작성된 텍스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참고하려고 찍었다가 잊어버린 유형(R-F) 

 

텍스트 내용을 찍어두었다가 나중에 읽어보고 참고하려고 

촬영했지만 다시 사진첩 앱을 실행시켜 찾아보지 않고 사진첩 속에 

묻혀있는 텍스트사진으로는 카드 혜택 안내문이나 휴대폰 

사용설명서, 사기사례예방법 등의 사용설명서류, 공연이나 강연의 

안내포스터류, 잡지류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시는 <그림-

19>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같다.  

 

  

 

그림 19. R-F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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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을 촬영한 맥락 및 동기에 대한 질문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좌측 상단): “카드 사용설명서인데, 나중에 찾아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종이로 보관하기 불편해서 찍었다”  

(우측 상단):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찍은 공연 포스터다. 가게 

되면 일시,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    단): “미용실에서 잡지를 찍어둔 것. 체조 동작을 

기억했다가 따라하려고”  

 

이러한 텍스트사진 중에는 불특정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염두에 

두고 혹시 활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정보들을 담아둔 것이 

대다수였다. 공연을 가거나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체조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진상의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사건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텍스트사진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현재에서 미래로 유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경향성 또한 관찰되었다.  

이 사진들의 정보 표면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인쇄물이 많았다. 

이는 많은 양의 고화질 사진 보관에 유용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진 스마트폰의 기기 특성상 

선별적이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일단 소유하려는 주변 

텍스트 환경에 대한 개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정보 표면에 드러난 텍스트의 정보량 또한 많아 

정보의 잉여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텍스트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인쇄판본을 따로 제작해 인쇄한 방식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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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귀찮아서 찍고 나중에 다시 찾아본 유형(W-L) 

 

쓰기 귀찮아서 찍고 나중에 다시 스마트폰 사진첩 앱을 실행시켜 

한 번 이상 찾아본 텍스트사진들은 <그림-20>의 대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금해야 할 계좌나 연락해야 할 전화번로를 

찍은 번호류, 모델명이나 암호, IP 주소 등을 적은 코드류, 

포스트잇이나 보드 등 회의 결과물을 찍은 회의내용류, 보드나 노트 

등에 적힌 수업 필기를 대체하는 수업필기류의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림 20. W-L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W-L 유형에 대해 실험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촬영 맥락 및 

동기를 언급하였다.  

 

(좌측 상단): “지마켓 인터넷 쇼핑 결과다. 입금하려고 계좌랑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적기 귀찮아서”  

(우측 상단): “냉장고 사러 가서 찍었다. 모델명을 메모하려고”  

(좌측 하단): “프로젝트 도중 진행 상황이라서 필기하는 것보다 

사진이 빠르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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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 “수업 칠판인데, 수업했던 내용을 나중에 정리하려고”  

 

번호류나 코드류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쓰기 귀찮아서 

찍어뒀지만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 텍스트사진에는 숫자나 코드의 

무의미한 나열로 구성된 텍스트가 많았다. 이전까지는 메모지에 

수기로 적거나 휴대폰 메모에 타이핑으로 기록해두었던 이러한 

임의의 코드 배열을 이제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한 번의 단절적 

동작을 통해 기록해두는 것이다. 플루서(1987)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형적, 연속적인 글쓰기 행위는 의미를 되새기며 재생산하는 

행위인 데 반해, 카메라 장치에 의한 자동적인 텍스트 생산 행위는 

촬영 주체로 하여금 대상 텍스트에 대한 암호 해독과 의미화의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용 양식은 코드 배열의 

무작위성과 더 맞는 자동적 생산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인 회의내용류나 수업필기류에서는 읽기 방향에 

있어 비선형적인 텍스트의 관계적 특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 

텍스트사진이 선형적인 텍스트 읽기에 부적합한 이유 중 하나는 

텍스트의 생산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계의 층위가 한 

화면에 겹쳐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회의 결과로 정리된 

포스트잇이나 필기를 한 위에 덧입혀 다른 색으로 필기를 한 

보드화면의 경우 같은 시점에 생산되지 않은 텍스트들이 한 공간에 

겹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참고하려고 찍어서 나중에 찾아본 유형(R-L) 

 

텍스트 정보를 나중에 찾아보고 참고하려고 찍은 후 사진첩을 

다시 실행시켜 해당 사진을 찾아본 유형에 해당되는 

텍스트사진으로는 자필로 메모를 쓰고 다시 이를 사진으로 찍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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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나 기차 티켓, 쿠폰, 영화표와 같은 발권류, 지도앱이나 

PC화면의 지도를 캡쳐한 지도류, 지하철이나 버스 시간표나 환승 

정보를 찍은 교통정보류가 있었으며, 그 실례는 <그림-21>와 같다.  

 

  

  

그림 21. R-L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위 대표사례에 대해 실험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촬영 맥락 및 

목적을 언급했다.  

 

(좌측 상단): “여행 일정 노트.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사진으로 저장했다”  

(우측 상단):  “토익 수험표를 출력하기 귀찮아서, 시험장에 

가서 빨리 찾아보려고”  

(좌측 하단): “자주 가는 노선은 사진으로 찍어둔다. 얼마나 

걸리는지 항상 헷갈려서” 

(우측 하단):  “모임 장소에 가기 위해 주소 및 위치, 전화번호 

저장용”  

 

스마트폰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앱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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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는 통신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정 맥락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도나 교통 앱을 실행해 원하는 경로를 

검색하거나 웹 브라우저를 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고, 수험표나 

티켓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한 상황에 해당된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상황이 좋은 곳에서 필요 정보를 미리 찾아 

텍스트사진으로 남겨두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사진첩을 

통해 접근하는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R-L 유형의 

사진은 스마트폰의 통신기기로서의 한계와 빠르게 접근(quick 

access) 가능한 개인정보 저장소로서의 장점을 매개하는 

완충판으로써 작용하는 사진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의 텍스트사진 정보 표면은 기기 외부가 아닌 스마트폰 

스크린 표면이 많았으며, 티켓이나 수험표와 같이 사진 그 자체로서 

실재의 물리적 존재를 대체하는 복사본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매체혼합형인 동시에 비선형적 읽기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5. 참고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R-P) 및 재료로 

사용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UD-P) 

 

 텍스트의 내용을 참고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해 

활용한 유형과, 텍스트사진 자체를 2차 가공물의 재료로 활용하려고 

찍어서 실제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에는 회의사진류, 종이책의 

도표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유형의 텍스트사진들은 W-L 

유형 중 회의사진류가 가지고 있던, 텍스트와 이미지의 

매체혼합형이며 읽기방향이 비선형적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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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하려고 찍어서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유형(R-S) 

 

참고하려고 찍어서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유형의 

텍스트사진으로는 <그림-22>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이나 행사 

초대카드와 같은 초대장류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사진촬영 

맥락 및 동기와 관련된 실험참가자들의 언급은 아래와 같았다.  

 

  

그림 22. R-S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좌측): “요즘은 직접 만나 전달하기 번거롭고, 비용 문제 등으로 

청첩장을 사진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우측): “조카 돌잔치 초대장인데 사촌언니가 보내줬다”  

 

  R-S 유형 텍스트사진의 특징은 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 유형의 매체 종류 특성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매체혼합형이라는 것이다.  

 

7. 공유하려고 찍어서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유형(US-S) 

 

 처음부터 카카오톡, 라인(LINE) 등의 메신저나 문자메시지(MMS)

를 통해 타인에게 보내주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Path, 카

카오스토리 등 사진공유 SNS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촬영하고, 실제 

활용 또한 이들 경로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사진 중에서는 <그림-23>과 같은 수업시간표, 날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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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스케줄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실험참가자들은 특정 지인과 

일정이나 공통의 맥락을 공유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진들을 찍고, 보

낸다고 답했다.  

 

  

그림 23. US-S 유형 텍스트사진의 대표적 예 

 

(좌측):  “학기 초에 남자친구와 스케줄을 맞추려고 강의시간표를 남자

친구에게 보내줬다” 

(우측):  “네이버 디데이 계산 결과. 공유해야 할 사람에게 전송

하기 위해 찍었다”  

 

이러한 사진들은 처음부터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공유 기능을 가

진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앱 내부에서 촬영되는 경우도 많아 정보 

표면에 있어 스마트폰 스크린이 많았고, 정보량 자체는 한 문단 이

하로 많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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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새롭게 관찰되는 ‘텍스트 

사진’의 매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및 이미지, 텍스트의 

문화적 해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진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해 

텍스트사진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이다. 상세하게는 텍스트사진의 

사진첩 내 분포양상, 촬영동기와 활용방안 간 상관관계, 내용적 

특성 등을 관찰하고,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텍스트사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사진첩 썸네일 전체를 수집한 실험-A와 

원본 크기의 텍스트사진만을 수집한 실험-B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의 실험은 40명의 피험자로부터 인당 160개씩 총 6,400개의 

사진첩 썸네일 자료를 수집해 텍스트사진의 구성비율과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과 같은 이용행태 분석을 하였다. 촬영동기의 

분류체계는 ‘인상깊어서’, ‘쓰기 귀찮아서’, ‘참고하려고’, ‘(2차 

가공물의) 재료로 쓰려고’, ‘공유하려고’ 의 다섯 가지였고, 

활용방안으로는 ‘저장해 두고 잊음’, ‘다시 찾아봄’, ‘타 자료에 삽입’, 

‘(SNS를 통해) 전송 또는 업로드함’의 네 가지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후자의 실험에서는 22명의 피험자로부터 원본크기의 

텍스트사진을 총 151개 수집해 정보 표면(information surface), 

매체 종류(media type), 정보량, 정보 생산방식, 정보 묶음의 

조직화 방향(읽기 방향) 등의 내용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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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의 결과로, 텍스트사진 분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참가자들의 사진첩 속 텍스트사진은 평균 31.9%(인당 

160장의 샘플 중 51장)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평균 61장, 여성 평균 42장으로 남성의 텍스트사진 개수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평균 40장, 30대 평균 62장으로 30대의 

사진 개수가 더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평균 43장, 직장인 평균 

58장으로, 지식노동자인 직장인들의 사진첩 내 텍스트사진 비율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촬영동기에 따라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참고하려고’ 

찍어둔 텍스트사진이 가장 많았으며(44%), ‘인상깊어서’, ‘쓰기 

귀찮아서’, ‘공유하기 위해서’, ‘(2차 가공물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뒤를 이어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는 현재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촬영동기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t-검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직장인이 

학생보다 더‘쓰기 귀찮아서’텍스트사진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인보다 학생이, 30대보다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2차 

가공물의‘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촬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활용방안 중에서는 촬영과 저장 시점 이후에 사진첩 앱을 다시 

실행시켜 한 번 이상 ‘찾아보았다’고 답한 비율(36%)과 그냥 

‘잊어버린 채 사진첩에 저장해 두고 있다’고 답한 비율(35%)이 

비슷한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 등에 삽입했다’와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했다’는 활용방안이 뒤를 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활용방안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t-검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네 가지 활용 

방안 중 두 가지 경우에서 성별 요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촬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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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리고 그냥 저장해두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촬영했던 텍스트사진을 다시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문제-2>의 결과로, 텍스트사진 촬영동기와 활용방안간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동기에 따른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인상깊어서’ 찍은 텍스트사진들의 경우 잊혀진 채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비율(45%)이 가장 많았고, ‘적기 귀찮아서’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 다시 찾아보는 경우(44%)가 가장 

많았으며, ‘참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의 중에서는 44%를 다시 

찾아본 반면, 거의 비슷한 비율(45%)로 사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가공물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이나‘공유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은 활용방안 또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각각 50%, 63%), 재료로 

쓰기 위해 찍었다가 찾아보기만 한 경우나, 공유하기 위해 찍었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저장해 둔 경우도 많았다. 

2. 촬영동기에 따른 텍스트사진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잊어버린 채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의 과반수(53%)가 

참고하려고 찍은 사진이었고, ‘다시 찾아본’ 텍스트사진의 절반 

가량(50%)이 참고하려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문서 등에 삽입한 

사진들 중에서는 해당 사진을 2차 가공물의 재료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33%로 가장 많았지만 참고할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 또한 비슷한 비율(30%)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텍스트사진들의 경우 애초에 

공유를 목적으로 찍었던 사진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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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의 결과로,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1. 텍스트사진의 정보 표면 (information surface)을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스크린(31%) 이나 PC 

스크린(16%)과 같은 개인용 전자기기의 표면이었으며, 이는 

텍스트사진의 생산 및 소비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 내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전자기기 기반의 디지털 

정보표면과 종이, 사물 등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정보표면이 거의 

절반씩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기기를 통한 인간의 선택적 시선 부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텍스트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텍스트사진의 매체 종류(media type)를 텍스트형과 

텍스트·이미지의 매체혼합형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텍스트형과 

매체혼합형의 구성 비율이 3:2 정도로, 텍스트사진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매체 종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텍스트사진의 정보량과 정보 생산 방식을 관찰한 결과, 사진들 

중 한 단락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전체의 

65%(한 문장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13%, 한 

문장 이상 한 단락 이하의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이 

52%)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기(手記), 타이핑, 

프린팅의 텍스트 생산 방식 중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전자매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이핑을 통해 생산된 것이 가장 많았다(49%). 

텍스트사진의 촬영 행위는 수기나 인쇄 방식보다는 타이핑과 같이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쓰기 기술과 친숙한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4. 정보 묶음간 조직화 방향 차원에서는 비선형적 읽기 방향을 

보이는 텍스트사진이 62%로, 전통적인 선형적 읽기 방식이 적용 

가능한 텍스트사진 비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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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의 확장 연구 결과로, 텍스트사진의 동기 및 활용 

유형 20개 중 출현 빈도가 높은 8개 유형별로 대표 사례를 추출해 

각각의 내용적 특징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상깊어서 찍었으나 잊어버리고 사진첩에 저장해 둔 유형 

(I-F)의 텍스트사진으로는 싸인류, 검사결과류, 글귀류, SNS 

대화류가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촬영 당시의 감정을 기억해 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사진들이었다. 매체 종류 측면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매체혼합형이 많았고, 타 유형에 비해 수기로 작성된 

텍스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참고하려고 찍었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유형(R-F)에는 

사용설명서류, 안내포스터류, 잡지류 등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현재에서 미래로 유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진들의 정보 표면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인쇄물이 많았고, 평균 이상의 정보량을 담고 있었다.  

3. 쓰기 귀찮아서 찍고 나중에 다시 찾아본 유형(W-l)에는 

번호류, 코드류, 회의내용류, 수업필기류 등이 있었으며, 숫자나 

코드의 무작위적 배열로 구성된 텍스트가 많았다. 정보 묶음간 

조직화 방향 차원에서는 비선형적인 읽기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의 결과로 정리된 포스트잇이나 필기를 한 위에 덧입혀 다른 

색으로 필기를 한 보드화면처럼 같은 시점에 생산되지 않은 

텍스트들이 한 공간에 겹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하려고 찍어서 나중에 찾아본 유형(R-L)에 해당되는 

텍스트사진으로는 자필메모류, 발권류, 지도류, 교통정보류가 

많았으며, 이러한 R-L 유형의 사진들은 스마트폰의 통신기기 

로서의 한계와 빠르게 접근(quick access) 가능한 개인정보 

저장소로서의 장점을 매개하는 완충판으로써 작용하는 사진첩의 

단면을 보여준다.  

5. 참고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R-P) 및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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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려고 찍어서 문서 등에 삽입한 유형(UD-P)으로는 

회의사진류, 종이책의 도표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텍스트사진들은 W-L 유형 중 회의사진류가 가지고 있던, 텍스트와 

이미지의 매체혼합형이며 읽기방향이 비선형적이라는 특성을 

공유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6. 참고하려고 찍어서 SNS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유형(R-

S)에서는 초대장류의 텍스트사진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사진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매체혼합형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7. 처음부터 공유를 목적으로 촬영하고, 실제로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유형(US-S)에는 수업시간표, 날짜계산기 등의 스케줄 

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텍스트사진들은 처음부터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공유 기능을 가진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앱 

내부에서 촬영되는 경우도 많아 정보 표면에 있어 스마트폰 

스크린이 많았고, 정보량 자체는 한 문단 이하로 많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텍스트사진 등장의 기술적, 문화적 

배경 및 사용자들이 텍스트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로 촬영하는 

대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기술적으로 피처폰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휴대성이 좋은 개인용 저장 매체이다. 따라서 

매체계보학적 관점에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개인용 PC를 

재매개하며, 디지털 사진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기 내로 통합되는 진화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문화적 측면에서는 주변 텍스트 환경에 대해 선별적이라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일단 소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정보 

잉여가 발생한다. 촬영 대상에 있어 개인화된 정보 기기의 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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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매체 종류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합된 양식, 

여러 단계에 걸쳐 생산된 정보들이 한 표면에 중첩되어 있는 

대상이 선호되는 것 또한 이러한 통합적 정보 소비 양상을 

반영한다. 통합적, 잉여적 정보 생산은 사회문화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현재에서 미래로 유보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텍스트 생산의 측면에서 ‘쓰기’ 행위가 ‘캡쳐링 

(capturing)’ 행위로 전홛되었다는 것은 글쓰기 행위의 문화적 

의미가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의미를 되새기며 정보를 

재생산하는 대신에 자동적인 방식으로 텍스트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텍스트사진의 촬영 대상에 있어 무차별적 

숫자나 기호의 배열이 빈번히 나타나고, 타이핑과 같은 자동화된 

쓰기 기술로 생산된 텍스트들이 많음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스마트폰의 또다른 중요한 기술적 특징인 원활한 네트워크 

지원은 가상화된 텍스트들이 특정 공유 대상이나 기기를 염두에 

두고 생산되는 합목적성을 띄도록 유도했다. 사진첩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기로서의 스마트폰의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계점을 

보완하는 완충판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보다 빠른 접근(quick-access)을 제공하는 정보 저장소 

가 되어주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의 사진첩 속 ‘텍스트 사진’의 분포를 살펴보고, 촬영동기 

및 활용방안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텍스트사진에 나타난 가상화된 텍스트들의 내용적 특성 관찰을 

통해 새로운 사진활용 행태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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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을 발굴했으며, 산업계에 줄 수 있는 함의로서는 

사용자중심적(user-centric) 조사를 통해 잠재적 니즈를 발견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 대상과 관련해 본 연구는 사진이 아닌 사진첩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통적 사진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어 주목 

받지 못했던 텍스트사진을 연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휴대폰 사진 및 그 활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연구들은 적지 않았으나, 사진첩 자체의 양상을 관찰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또한 기존의 사진 연구들이 

인물이나 풍경, 사물을 피사체로 전제한 전통적 사진의 범주 안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했다면, 본 연구는 변종(變種)인 텍스트사진에 

주목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실험참여자의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발굴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개인용 모바일 기기, 그리고 얼굴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사진첩의 특성상 실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연구 

윤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 사생활 스티커와 같은 도구들을 

도입했다. 실험참가자 본인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프린트하고, 

자료를 노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검열할 수 있도록 한 방법론의 

실험참가에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 새로운 용도와 규명되지 않고 있던 사용자의 니즈를 

발견한 것은 디지털정보 융합연구의 결과로써 산업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산업계의 모바일 사진에 대한 접근 방법은 고전적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사용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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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텍스트사진의 비교 

군집으로서의 전통적 사진에 대한 관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텍스트사진의 내용적 특성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전통적 사진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사진첩 내 일반적 분포 양상과 촬영동기,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전통적 사진과의 비교가 텍스트사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실험 설계에 있어서는 실험참가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 

있다. 이는 실험참가자를 직접 만나서 사진을 프린트하고, 이용행태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한계점이기도 하다. 20, 30대의 

지식노동자군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한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보다 많은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행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 분석에 있어서의 한계는 텍스트사진의 촬영 동기 분류가 

가지는 한계성이다. 동기 분류의 체계간 중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텍스트사진의 경우 사진 자체로써 동기를 설명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조차 막연하게 ‘나중에 쓰기 위해’ 찍은 것으로 

생각하는 촬영동기의 분류를 명징하게 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와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그쳤지만,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사진첩의 정보구조 및 인터페이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응용연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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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 카메라를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사진공유 어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카메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포털로서 진화하고 있는 사진첩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 또한 ‘스마트 사진’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연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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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sage Behavior and 

Content Analysis of  

Smartphone 'Textphoto' 

Park, Byeongseon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mart devices like smartphones and smart pads become 

more common, a usage behavior different from that of using 

feature phones with digital cameras is being observe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such as high definition 

and zoom in function based on touch screen brought about 

changes in cultural aspects of photo usage. Not only the  

perception on objects worth taking picture have switched over 

but also the objective of picturing and practical use of photo 

have changed. In smartphone’s age, a interesting phenomenon 

is detected and emergence of ‘photos aimed at text as object’  

In this study, this kind of new media is defined as ‘Textphoto’ 

and photos from users’ smartphone albums are collected as data 

to b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Textphoto distribution in an 

album, objectives of taking the pictures and practical uses of 

them were researched with the content analysis of this 

virtualiz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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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two experiments; experiment-A 

which collected preview thumbnail photos in a smartphone 

album and a separate experiment, experiment-B which 

gathered only original sized Textphotos. The former was 

conducted to examine distribution of Textphotos, objectives of 

taking picture and practical uses of them. The latter experiment 

was carried out for a content analysis of the subject that 

Textphotos prefer. In experiment-A, 6400 thumbnail photos 

with users’ records of objective and practical use of each photo 

were collected from 40 smartphone users in their 20s to 30s in 

age, university students and knowledge workers in job 

occupation.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text in photos which 

was hard to be identified with thumbnail photos, experiment-B 

was conducted additionally. In experiment-B, 151 original sized 

Textphotos from 22 users collected and an open survey about 

the usage behavior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extphoto ratio in a smartphone 

album was average 30%. Concerning the objectives of taking 

picture and practical uses of them, photos taken as a reference 

for sometime in the future was the most but most of them were 

forgotten and just saved in the album. By objectives, among 

photos looked up with another ‘album app’ running, photos taken 

for the reference was the most. Textphotos sent to other 

people or uploaded via Social Network Service were mostly 

taken for sharing in the first place.  

And the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a high portion of   

information surfaces of Textphotos were surfaces of personal 

devices like smartphone screens and PC screens. Regarding the 

media type, mixed type of text and image made up abou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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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xtphotos. As for the production method of Textphoto, 

among handwriting, typing and printing, typing on a electric 

media such as smartphone itself or PC was dominant. Regarding 

the organizing direction of information packets(reading 

direction), the non-linear was numerically superior to the 

linear.  

In this study, 8 most frequent cases among 20 cases classified 

by the objectives of taking picture and practical use of them 

were also analyzed at content level. It has been observed that 

specific types of Textphoto appeared with each different case 

and their characteristics played a variation at content level.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discovered a new object 

and methodology of study and revealed a new use of photos as 

well as users’ underlying needs. It could be a starting point of 

researches that foresees changing aspect of a ‘smart album’.  

 

Keywords : smartphone, smartphone photo, smartphone picture, 

smartphone image, smartphone usage behavior, Textphoto 

Student Number : 2009-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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