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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자기 표현이 중요한 시대이다.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해짐에 따라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각자료의 역할이 매우 커 

졌다. 특히, 사람들의 이미지 리터러시가 높아진 현대에서는 

내용전달을 위해 텍스트보다 정보량이 높은 ‘이미지’를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는지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이미지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프레젠테이션을 저작하는 데 있어 

이미지 검색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이미지 검색은 

여전히 어렵고 적절한 이미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은 ‘함께 사용되는 

텍스트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징을 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목적의 이미지 검색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상용 검색 엔진에서는 내용기반(content-based) 이미지 

검색의 요소들 외에 이러한 특징적인 행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의 과정을 

1단계: 초기 질의어화 단계, 2단계: 질의어 정교화 단계, 3단계: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단계의 3단계로 정의하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검색 과정, 사용자의 세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관찰하였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들의 유형을 알아보았고, 이 관계에 따른 이미지 검색 전략과 

행동의 차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의 결과 이미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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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작용하는 내용적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정보 

전달력이 좋은, 잘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이미지 사용, 검색 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대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특정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는 실험을 통해 

수집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결과물 프레젠테이션 

파일로부터 추출한 이미지-텍스트 쌍 993개와, 각각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록된 검색 로그, 그리고 사후 

설문을 통해 얻은 검색 과정에 대한 회상적 자기보고와 고려했던 

형태 요인에 대한 자료이다.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을 미리 

분류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하나의 이미지-텍스트 쌍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1개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코딩 결과 총 1,269개의 관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얻었고, 

이것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 결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의 

관계 16개를 도출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미지 검색 행동을 질의어 관점과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 ‘관계’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와 검색 

전략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의 형태적 정교화 단계에서 특히 고려되는 15개의 

요소들을 도출하여 원시적, 표상적, 내용적 요인으로 분류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력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미지 검색과 사용에서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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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에 내장된 형태의 이미지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안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접근이 미비했던 프레젠테이션과 시각 

보조자료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존에 없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검색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다 학제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로써의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실험 연구의 한계를 방법적으로 해결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의 변형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마지막으로는 실 생활에서의 불편함에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이며,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실용화의 

허들을 낮추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이미지 검색, 프레젠테이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검색 

행동, 검색 로그 분석 

학   번 : 2011-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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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통한 자기 표현의 

시대이다. 이런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만큼 ‘침묵의 가치’보다 

‘웅변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받는다. 최근 서점의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분야 서가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방법 등 타인에게 생각 말하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기술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몇몇 대기업 면접에만 

등장했던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필수 면접 

전형으로 채택할 만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2009년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4개의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5.7개의 수업을 수강했으며 그 중 3.2개의 수업이 

발표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조선일보, 2009). 즉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56%)이 학생들의 발표로 꾸며진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다수의 청중에게 생각을 대화나 글보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 초등학교의 말하기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의 

스피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발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시각 보조자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시각 보조도구는 1945년 오버헤드 프로젝터(overhead 

projector), 1950년 35mm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slide 

presentation)을 거쳐 1987년 맥킨토시(Macintosh) 용 

파워포인트(PowerPoint)가 출시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달해왔다(Duarte, 2008). 하지만 지금의 프레젠테이션에 주목할 

점은 이전에 비해 ‘이미지’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전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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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파워와 인프라가 갖추어짐으로써 마련된 풍부한 이미지 

소스들,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기와 검색 도구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 소스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이미지 리터러시가 높아졌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시각자료는 이미지와 글이 함께 쓰이는 

다른 형태의 문서들에 비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슬라이드간의 시퀀스를 부여함으로써 생각의 덩어리, 즉 

스키마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다수의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에 

부합하는, 정보의 밀도가 매우 높은 특수한 형태의 문서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언어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은 선형적인 면이 

강하다면, 이미지는 수용자가 총체적인 윤곽에서 선별적으로 

읽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다. 이미지는 한번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은 함축적인 시각 기호이다. 이미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 기호로써 제시해준다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가지는 정보력은 월등히 높아진다.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라비안의 연구에서는 말의 영향력은 7%, 

음성의 영향력은 38%, 시각의 영향력은 55%로 나타났으며(김진모, 

이용환, 2008, 재인용), 정보 전달 방법과 기억에 관한 브루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들은 것의 10%, 읽은 것의 30%를 

기억하며, 본 것은 무려 80%를 기억한다고 한다(Lester, 2006, 

재인용). 때문에 이미지와 언어기호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 해 주는데,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비교나 대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예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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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이미지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검색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미지의 시대에서 나타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상에서 

사용될 이미지를 수급하는 방식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유는 글을 쓰고자 하는 자극의 출발점과 동기의 차이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블로그나 SNS에서 이미지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이미지로부터 받은 인상 자체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눈 앞에 보이는 광경으로부터 

받은 인상이 자극이 되어 사진을 찍어 글을 쓰는 경우, 또는 

정보활동 중 접한 이미지로부터 인상을 받아 그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경우 등이다. 즉, 이미지를 사진을 찍거나, 이미 접한 

이미지 소스를 통해서 수급한다. 반면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 이에 비해 몇 가지 단계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난다. 프레젠테이션은 자극 자체가 블로그와 SNS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임팩트 있는 적절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상하고, 사용할 이미지를 떠올려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SNS나 

블로그에 반해 이 과정에서 이미지 검색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미지를 검색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머릿속의 심상 

이미지를 텍스트의 형태로 구체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의 검색보다 어렵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문서를 위한 이미지 

검색 행동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이미지를 찾는 경우는 말로서 혹은 글로서의 

텍스트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함께 쓰이는 

언어기호와의 의미론적 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검색 엔진을 통해 찾기 위해서 텍스트 형태의 ‘질의어’로 구체화 

하는 과정에 이 관계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검색을 통해 찾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재 생산 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 

과정에서 기존의 내용 기반(content-based) 이미지 검색에서 



 

 4 

시스템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며 

탐색해 나가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 검색 행동을 관찰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의 어려움을 해결할 키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상업적 검색 엔진들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에서 1위의 검색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구글(Google)의 

이미지 검색의 경우 휴먼 컴퓨테이션(human computation)을 통한 

폭소노미(folksonomy)에 의거, 색인의 질과 지시성을 높여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스템적 연산으로 구별 

가능한 이미지의 원시적 정보들을 이용하여 필터링(filtering)하는 

검색 보조도구와 질의어 입력이 없이 이미지 자체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구글 검색 도구 중 

이미지 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설진아, 2011), 많은 경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이 검색 엔진을 통해 일어나지만, 

앞서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문서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이 과정을 돕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검색의 과정, 사용자의 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실증적 데이터와 정성적 방법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1.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파악한다. 

2.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과,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미지-텍스트 관계의 영향에 대하여 탐구한다. 

3.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력이 높고 낮음에 따른 

사용자의 이미지 사용과 검색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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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프레젠테이션은 상황,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르고, 그 

형태에 대한 분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두아르떼(Duarte, 2008)는 슬라이드(slide)의 

종류를 <그림 1>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하고 있다. 텍스트 정보가 매우 조밀하고 토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백서와 같은 형태의 슬라이드인 

‘문서형’, 그리고 발표자의 발표가 자료에 매우 의존적인 경우, 

즉 청중이 발표자의 발표를 들을 때 얻는 정보와, 슬라이드를 

읽음으로써 얻는 정보량이 똑같은 경우의 슬라이드 형태인 

‘텔레프롬프터형(teleprompter)’, 발표자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시각적인 보조재로 쓰이는 효과적인 슬라이드 형태인 

‘프레젠테이션’이 그것이다.  

 

 

 

<그림 1> 프레젠테이션의 정의(Duarte, 2008)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란, 

두아르떼가 말한 ‘프레젠테이션형’ 이면서, 동시에 본 연구의 

문제 제기의 상황인, 정보량이 많은 이미지 형태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형식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칭하고, 프레젠테이션의 각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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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라고 정의하겠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미지 검색 

행동은 일반적인 정보 검색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수한 형식을 

위한 이미지 검색 행동은 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 그리고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특징적이므로 이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과 이미지 검색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탐색해야 한다. 

 

주요 관찰 범위는 이미지 검색 행동이지만, 그보다 선행되는 

단계에 먼저 글과 그림, 그리고 페이지 시퀀스를 구상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구상 단계에서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를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이 형성되고 마음속에 이미지에 대한 심상이 

만들어진다. 이를 검색 엔진과 소통할 초기 질의어로 만들고, 검색 

결과와 소통하면서 질의어를 정교화 하고, 검색된 결과 페이지를 

브라우징하면서 타협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본 연구의 주요 관찰 

범위이다. 이 후에는 글과 시퀀스에 따라 배치하고, 글과의 구성을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Taylor(Taylor, 1968)의 정보행동 

모델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이 전체 과정이 정보추구행동에 

해당하고, 초기 질의어 생성을 기준으로 앞쪽의 심상화 부분까지는 

needing과정, 그리고 뒤쪽의 검색 정교화와 선정까지는 

seeking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다섯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라는 것의 범주와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심상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폈다. 또한, 텍스트와 이에 적절한 이미지를 

구상하고, 심상화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미지 리터러시에 

대해 탐구하였다. 두 번째로,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축인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였다.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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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이미지로부터 텍스트 형태의 질의어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디지털 에크프라시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이미지 검색 

관련 연구들을 살폈다. 네 번째로는 질의어 정교화 과정과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과정의 요인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로는 상업적 이미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상용 검색 시스템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선행 연구 탐색의 범주 

 

 

제 1절 이미지, 이미지 리터러시 

 

1. 이미지 

 

이미지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쉬르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그림 3>에 나타난 미첼(Mitchell, 1984)의 

이미지 계통도의 그래픽적, 광학적, 인지적 이미지는 

소쉬르(Saussure)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표에 해당하고, 

심적 이미지나 언어적 이미지는 기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실체와 지속성이 없고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며 전적으로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감각적을 통한 이해와 해석에 관련된다. 퍼스(Pierce)의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상체와 그것의 대상인 대상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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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해석체가 발생할 때 개개인마다의 다감각적 이해와 

해석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개개인의 관념과 배경지식, 

부가적인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비 유형적인 형태의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지 검색의 질의어 형성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개념이다. 

 

<그림 3> 미첼의 이미지 계통도 (Mitchell, 1984) 

 

이미지라고 불리는 것들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미첼(Mitchell, 1984)이 제시한 이미지의 계통도에 따르면, 

이미지는 그래픽적, 광학적, 인지적 이미지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리적 현상과, 심적 이미지나 언어적 이미지와 

같이, 현실의 유형의 영상과는 다른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이미지를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생산된,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리적 형상과, 이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을 함께 일컫는다. 부르거(Burger)는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기호학적 요소를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를 

기준으로 <그림 4>와 같이 분류했다(조국현, 2010, 재인용). 이 

분류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요소에 해당하고, 

이 중 텍스트(글)을 제외한 사진, 그래픽,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가 

큰 의미에서의 이미지에 속한다. 하지만 2차원 평면에 그려진 

정지된 시각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미지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움직이는 그림에 대해서는 영상이라고 표현되므로 본 

논문에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요소는 정지요소 중 사진과 

그래픽이라고 정의하겠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래의 각 요소가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각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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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글)와 앞서 설명한, 사진과 그래픽에 해당하는 이미지이다.  

 
<그림 4> 부르거의 기호학적 요소 분류 (조국현, 2010, 재인용) 

 

2. 이미지 리터러시  

 

본래 ‘리터러시(literacy)’라는 것은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어이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미지 리터러시란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그림이나 영상 또는 시각적인 진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해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의미 있게 활용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분석, 평가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미지 리터러시에 대해 

콘시딘(Considine, 1986)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의 그림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과 관계한다’ 고 

얘기했다(박상돈, 2007, 재인용). 강현미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상, 

문화, 이데올로기, 스타일, 가치관, 역사, 조형성 등을 습득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지나 이미지를 다시 생산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다(강현미, 2007). 비주얼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학습’ 

그리고 ‘시각적 소통’ 이 그것이다. 시각적 사고란 시각적 

이미지의 구조, 형식, 정신적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시각적 학습이란 시각적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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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며 비판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며, 시각적 소통이란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박상돈, 2007). 

 

현대의 넘쳐나는 시각 정보들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이미지 리터러시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여겼던 이전 

시대에 비해 현대에는 이러한 수많은 시각 정보들을 접하고, 정보의 

재 생산에 활용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지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네트워크, 메모리, 컴퓨팅 파워 등의 정보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통해 생산하는 것 

또한 용이해져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과 배경은 물질에 

집중했던 고대에서부터, 그 후 관념으로, 다시 그것을 언어로 풀어 

쓰는 것에 집중하던 시대를 거쳐 현재는 많은 학자들이 풀어 쓰던 

것을 다시 이미지로 함축하여 표현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시대적, 

기술적인 배경으로부터 이미지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비주얼 리터러시를 증가시켰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수월해졌으며, 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적용시키는 데 익숙해진 

것이다. 

 

다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읽는 것 

대신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의미 전달력의 강력함을 알게 되었다. 

수사학에서는 이를 시각적 진술의 힘이라고 표현한다. 시각 기호는 

언어 기호에 비해 표현 면에서 함축적이고 암시적이며 모호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면이 도리어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워드프로세서(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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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r)들 보다 이미지를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들, 편집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갖추어진 것도 

이러한 현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 위에서 

사람들의 이미지 리터러시가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지에 대한 요구도, 찾아야 할 이유도 많아졌다. 

 

 

제 2절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철학적 사유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연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결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연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 논문에서 

비교해보고자 하는 대상인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 쪽에서는 사회, 문화 교과서에서 쓰이는 교육을 위한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텍스트의 정보가 이미지 표상을 통해 적절하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김영순, 오영수, 2006). 

텍스트 기호학의 관점에서는 문학작품에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고, 텍스트와 이미지 복합 기호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이 절차를 통해 각각의 구성요소가 일종의 부분 

텍스트로서 서로 의미적, 기능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조국현, 2010). 

이재현(이재현, 2012)에 의하면 텍스트와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등 미디어 구성요소 사이에서 갖는 상호 연계성을 ‘미디어 

상호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요소 사이의 관계는 특히 

수사학적 관점, 즉 에크프라시스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흔히 디지털 미디어 출현 이후 텍스트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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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정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메시지 해석의 관점과 장르의 관점에서 각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의 

유형을, 언어가 이미지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정박 기능, 한 텍스트 

안에서 교대해 가며 전체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중계 기능, 예시 

기능, 의미작용을 차단시키는 차단 기능, 각기 독립적으로 고유한 

의미작용을 수행하는 상승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다(최용호, 2004).  

프랑스의 학자인 자크 뒤랑(Durand, 1987)은 광고에서 사용되는 

시각적 수사학에 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어떠한 시각적 표현의 구문도 분석해낼 수 있고, 

유용한 수사학적 모델을 제시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결과는 

광고 수사학을 위한 요소간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관계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모델이다(Zakia, 2007).  

 

특히, 에밀리(Emily E Marsh et al, 2003)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개념적 긴밀함의 

정도를 축으로 31개(소분류 기준)의 관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사용된 예술, 교육, 

정보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연구된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관계를 

제시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관련 연구들에서도 

분류를 위해 사용한, 의미구조의 이론에 입각하여 이미지와 

텍스트간 연관성이 공고한지 정도에 따라 세가지 그룹을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가지 그룹은 각각, ‘약간의 

연관성’, ‘강한 연관성’,’뛰어넘는-go beyond the text’이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들을 분류해 놓은 결과 테이블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미지와 텍스트의 

긴밀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각 부류의 관계를 가질 때 이미지 검색 

행동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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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미지-텍스트 관계 분류 (Emily E Marsh et al, 2003) 

 

 

 

제 3 절 디지털 에크프라시스, 이미지 검색 
 

1. 디지털 에크프라시스  

 

라틴어 discripto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에크프라시스(ekphrasis) 

는 ‘조형 예술로 표현된 것을 언어적으로 모방하는 것’ 또는 

‘예술 내외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해 언어적 등가물을 찾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 에크프라시스는 시각적 예술작품을 

텍스트로써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학적 면에서는 독자의 

감동 등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포괄한다(조한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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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 시각적인 표상을 언어적 표상으로 

표현해내는 ‘에크프라시스’라는 개념을 멀티미디어와 정보 검색 

시스템 등의 기술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용한 이재현(이재현, 2009)은 그림으로의 전환에서 그림이 

텍스트에 비해 우위를 차지했었다면, 반대로 멀티미디어로의 전환 

속에서는 텍스트가 멀티미디어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에크프라시스’를 정의하였고,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에크프라시스에 대한 희망이라고 

표현하였다. 언어가 멀티미디어 표현물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메타데이터와 태그가 검색엔진의 색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언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들보다 

우위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신언어중심주의의 

부활로 보았으며, 멀티미디어에 대한 언어적 표상 양식으로 나타난 

메타데이터와 태그를 에크프라시스 개념의 확장이라 하였다. 이렇듯, 

이미지 검색은 텍스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에크프라시스의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하며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이미지를 질의어화 하는 과정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운 것인지에 있었고, 

관찰할 검색 방식도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미지 검색 엔진의 

사용이다. 90년대 이후 콘텐츠 기반의 검색 방식이 주목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들은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검색 

방식을 다루는 것의 당위성과 의미 있는 접근임을 뒷받침 해 준다. 

 

2. 이미지 검색 

 

이미지 검색의 방식은 크게 텍스트 기반(text-based)의 방식과 

내용 기반(content-based)의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검색 엔진을 통해 찾는 방식이고, 

후자는 이미지의 내용 즉, 기술어 대신 형태나 색, 구도 정보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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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의 방식은 인력을 이용해 이미지의 내용을 기술하여 

그것을 색인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과, 

개개인마다의 해석을 통해 기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불일치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 기반의 검색이 연구되고, 각광받았으나 이 방법 또한 

어느 정도 기존처럼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후앙(Huang, 1997)은 모양, 색, 질감, 

구도 등은 낮은 수준의 요소라고 얘기하고, 사용자들은 이것들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검색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대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의미하고 있는 바, 즉 주제 내용에 

근거한 검색어가 높은 수준의 요소이며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랭커스터(Lancaster, 1998)는 사용자들은 이미지 

검색 시에 모양, 색, 질감, 구도 등은 결과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으로 가볍게 사용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술어를 통해 검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미지를 검색하는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이미지라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에서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지 

검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머릿속의 비교적 추상적인 심상 

이미지로부터 검색 엔진과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의 쿼리로 

구체화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개인의 이미지 해석력, 

배경 지식, 환경, 맥락 등 다양한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목적하고 있는 이미지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키(Markey, 1984)는 이미지에 대한 기술은 주관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였으며, 파노프스키(Panofsky, 1995)는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를 제시했다. 이 단계 중 

‘iconology’ 단계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반영되며, 이미지를 보고 갖게 되는 종합적인 직관이 작용하는 

단계이고, ‘pre-iconology’단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정보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를 해석한 것이 반영되는 단계로, 개인적인 

해석은 그 사람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얘기했다. 

이처럼 이미지를 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질의어화 시키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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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관성의 개입과 비 일관성은 이미지 검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서론에서 설명한 퍼스(Peirce)의 기호학에서 대상과 

표상체의 관계에 대해 해석하는 해석체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퍼스는 표상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같은 대상체와 표상체를 두고도 사람마다 다른 

해석체가 형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 대해 

연구해왔고, 이미지 검색에 관한 연구는 질의어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 검색 연구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행태 연구는 

미비했다. 

 

 

제 4 절 검색의 정교화 
 

1. 질의어 정교화 

 

관찰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 질의어(query)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 검색 과정 중 질의어 정교화 과정은 하나의 목표를 

찾아 꼬리의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산딸기 찾기와 같다고 얘기한 

베이츠(Bates)의 연구로부터, 하나의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 

질의어를 정교화 해 나가는 과정은 이전 질의어로부터의 검색 

결과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달리 표현하여 적극적 정보학습과정(active learning 

process)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중식, 2011). 따라서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는 검색 결과와의 소통으로부터 오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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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어려운 상황에 보여지는 사용자의 행동패턴에 대해 

연구한 올라(Aula, 2010)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성공 

여부와 입력된 평균 질의어의 개수, 질의어에 쓰인 단어의 수, 

질의어의 최대 길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머무른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정성적인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질의문의 

패턴(평서문 혹은 의문문), 고급 연산자의 사용, 가장 긴 질의어가 

검색 세션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요소들 중 질의어의 개수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머무른 시간은 본 연구에서 검색의 어려운 정도와 검색 전략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질의어 수정 패턴에 관해서는,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검색할 때 

질의를 구성하는 패턴을 탐색하여 새로운 이미지 검색 시스템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와(정은경, 윤정원, 2010; Rieh&Xie, 

2006), 한국의 대통령 사진기록물을 중심으로 피실험자들이 

이미지의 기술어들을 뽑아내는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양우, 2008). 챙(Tseng, 2009)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별 

검색 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질의어 수정 패턴을 이전 질의어와 

비교하였을 때 공통되는 용어가 있는지의 여부로 분석하였는데, 

아예 이전 질의어와 공통되는 용어가 없을 때/ 이전 질의어 모두를 

포함할 때 / 이전 질의어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때 / 가감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교화 과정에서의 

패턴 또한 도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질의어 수정 패턴을 단어의 

내용 분석을 통해 각 단어들을 주요개념을 기준으로 관련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검색 도메인별 차이를 비교하였다(Tseng, 

2010). 이중식(이중식, 2011)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한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검색 엔진 사용자들의 검색 행동을 로그와 

뭉치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질의어 로그의 분석 틀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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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질의어 정교화의 범주화(이중식, 2011) 

 

 

본 연구에서는 이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질의어 

정교화 관찰을 위한 분석 틀을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연구들에서 검색의 행동 패턴을 관찰할 때, 질의어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요소를 관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 요소들은 

일반적인 정보 검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행태를 보여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어떤 요소들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 정의할 수 

있었다. 

 

2.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과정 

 

본 연구에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브라우징(browsing)하며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의한 연구가 미흡하여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점의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였다.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상, 모양, 질감, 공간적 배치의 요소를 

색인화 하여 사용한다(Hao Liu et al., 2004). 이상열과 

황병곤(이상열, 황병곤, 2004)은 물리적 내용정보를 색상, 질감, 

형태, 위치관계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MPEG-7(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 기술 표준)에서 정의되어있는 시각 정보 기술자(Visual 

Descriptor) 에 해당한다(박주현, 2006). 이러한 물리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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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을 사용하는 검색엔진이 있는가 하면, 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가로길이, 세로 길이, 색상의 기본 정보들 외에도 한 단계 더 

나아가 객체(object)를 인식하여 사진인지 여부, 지도인지 여부, 

사람 얼굴의 개수, 가장 큰 얼굴의 크기를 추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Charles Frankel, 1996). 이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요소들을 위주로 종합하면, 파일 자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파일포맷, 

이미지의 형태에 해당하는 크기, 비율, 그리고 이미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색상, 질감, 구도, 사람 수(얼굴 크기), 출처,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과정에서 고려되는 내용적 요인을 관찰하고자 한다. 

 

 

제 5절 상용 이미지 검색 엔진 

 

본 절에서는 2012년 12월 기준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83.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구글(Google)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도구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이데일리, 2013). 구글 이미지 검색을 포함한 상용 이미지 

검색 엔진들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과 내용 기반의 검색을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 기반의 검색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3절에서 제기했던 

문제인, 이미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해 입력되는 질의어의 

스펙트럼이 텍스트 검색에 비해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결과의 매칭 확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구글에서는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이용하여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용자들이 콘텐츠 생성 시, 혹은 게임을 통해 추가하는 태그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조직화하고 검색에 이용한다. 이렇게 

조직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분류방식에 비해 전문적인 분류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근거로 검색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과 행동은 모두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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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목적을 인식할 수 없는 한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구글(Google)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검색 

히스토리를 수집하여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내용 기반 검색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가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 검색 결과를 

필터링 하는 기법이다. 이 것은 앞 절에서 제시된 형태적, 내용적 

요인들을 사용하는데, 구글(Google)은 콘텐츠 생성 날짜, 크기, 

유형(얼굴, 사진, 클립아트, 라인아트), 색상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지 검색 보조도구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방법은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의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질의어를 

입력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이 항목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자동으로 태깅하여 색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질의어 입력만 단순한 방법으로 대체되었을 뿐, 내부 알고리즘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콘텐츠 자체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 것은 위의 방법들과는 목적이 다소 다른데, 

내부 알고리즘이 색인을 통해 이미지를 찾는 형식이 아니라, 업로드 

된 콘텐츠를 해독, 분석함으로써 색상, 구도, 객체 등을 파악하고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중 이와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 다룰 검색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검색 엔진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 기능과 내용 기반의 

검색 기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텍스트 기반 검색의 

경우 초기 질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질의어를 변경하게 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닌, 검색 결과 페이지에 질의어와 

적확한 이미지들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내용 

기반 검색 기능의 경우, 사용자의 검색 목표, 목적의 관점 보다는 

기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입력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질의어화, 질의어 정교화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사용자 

중심에서 목표 이미지를 찾아가는 데 작용하는 요인들에 집중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수한 문서가 가지는 특징적인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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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텍스트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구글(Google)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검색 포털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구글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메타데이터, 검색 기능, 검색 방법 부가 기능, 결과 출력                 

시스템의 요소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이 갖는 특징적인 면을 밝힐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검색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2 

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 

 

제 1 절 연구 문제 

 

앞 장에서 살펴본 정보 검색, 이미지 검색에 대한 인지과학적 

탐색으로부터,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문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그리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 이미지 

검색도구의 알고리즘 분석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에 대한 문헌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론적 

관계의 관점에서 어떠한 검색 행동들이 보이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검색 과정을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검색의 과정, 

사용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의 일반적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의 문서는 다른 형식의 문서들에 비해 

사용되는 목적, 텍스트와 이미지의 위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특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의 

유형을 밝힌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아 왔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별한 문서형식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의 유형을 살펴본다. 

기존에 에밀리(Emily E Marsh et al, 2003)가 제시한 웹에서의 

관계의 유형들에 비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떠한 관계들이 

사용되며, 이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수집하였고 관계 파악을 위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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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파악한 프레젠테이션 

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이미지 검색행태가 달리 나타나는지에 대해 

네 가지 관점으로, 각 과정의 검색 행태를 비교 관찰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미지 검색 행동 연구에서 사용하는 요소인 

입력된 질의어 개수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브라우징하는 정도에 

대해 관찰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각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검색 행동 패턴을 도출해 볼 것이며, 둘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이미지와 함께 사용된 텍스트가 초기 

질의어로 직접 입력되는 경향과 질의어 정교화 과정을 파악해 볼 

것이며, 셋째, 이미지 검색 과정 중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의 패턴을 

알아볼 것이다. <연구문제 2>의 세부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1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입력된 질의어 개수, 검색 결과 

페이지를 브라우징 하는 정도는 달리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슬라이드 본문에 사용된 텍스트가 

초기 질의어로 직접 입력되는 경향과 질의어 정교화 과정은 달리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3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이미지 검색 과정 중 그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는 다를 것인가? 

 

<연구문제 2>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와 이미지 

검색 행태의 영향관계를 이미지 검색의 각 단계를 미시적으로 



 

 24 

관찰함으로써 파악하고,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 

어렵고 쉬운지에 대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실험 참가자들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나타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 유형을 파악하고, 검색 과정에서 기록된 

검색 질의어 로그와, 선택된 이미지에 대한 로그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3.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 중,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를 검색할 때는 

어떤 요인을 고려하며 검색 결과 페이지를 탐색해 나가는지 파악해 

본다. 이는 슬라이드 제작 실험 직후, 각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회상법으로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연구문제 4.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정보 전달력에 따라 

이미지 사용과 검색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에서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 전달력이 풍부한 실험 

참여자인지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따라서 실험 참여자들을 

프레젠테이션 저작 경험이 풍부하며, 정보 전달력이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실험 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실험 

참여자들로 나누어 텍스트와 이미지의 의미론적 관계의 관점에서 

그들의 검색 행동을 비교 관찰한다. 

 

 

제 2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앞 절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관찰할 이미지 검색 과정을 <그림 5>과 같이 세 

단계로 정리해 미시적 관찰의 틀을 마련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위해 미리 구상한 본문 텍스트와, 마음속에 형성된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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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부터 초기 질의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1단계: 초기 

질의어화로 정의하였고, 입력된 질의어에 해당하는 결과 

페이지로부터 질의어의 지시적 적합성을 판단하여 질의어를 

변경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2단계: 질의어 정교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질의어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브라우징을 통해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3단계: 결과의 탐색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5> 이미지 검색 과정의 모델 

 

연구 문제의 탐구를 위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본문과 초기질의어의 의미적 지시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2단계에서는 질의어 개수와 질의어 변경 

과정, 질의어의 의미적 변화 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정도와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이미지의 내용적 요인, 그리고 최종 질의어와 선택된 

이미지의 의미적 지시성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력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각 

단계에서의 측정 변인들을 연구 문제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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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문제별 측정 변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들에 대해 데이터를 모으고,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개념들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 및 분류 체계 

 

에밀리(Emily E Marsh et al, 2003)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개념적 

긴밀함의 정도를 축으로 31개(소분류 기준)의 관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였고, 분석 대상은 웹 페이지이다. 이 분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사용된 예술, 교육, 정보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연구된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관계를 제시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1000개 이상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다양한 

관계 분류를 제시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수사학적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미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하지만 관계가 너무 세분화 

되어있었고, 본 연구의 내용 분석 척도로 쓰기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분류 체계를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 분석을 위하여 7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고, 

에밀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형하여 <표 4>과 같은 분류 체계를 

수립,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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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분류 정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관성이 낮은 경우 중 시적 표현이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의 느낌이나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관심유도/동기 부여는 독자 혹은 청자의 시선을 끌어 주의를 

집중시키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써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장식은 의미전달과 전혀 관계 없이, 오로지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예이며, 파일럿 실험을 통해 추가된 

첫번째 관계인 화자 설정은, 화자의 이미지를 설정, 연출하여 마치 

극을 보는 것과 같은 생동감으로 와 닿게 표현하는 경우이다. <그림 

6>은 시적 표현과 관심유도/동기부여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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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좌측: 시적 표현의 예, 우측: 관심유도/동기부여의 예 

 

높은 연관성을 띄는 경우를 살펴보면: 구체화는 추상적인 

컨셉이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실제 있는 사건으로 명확히 하는 

경우로, 잘 떠올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이다. 인간화는 원래 사물의 의인화를 

얘기했지만, 이보다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와 닿게 표현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일반적 지시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가 완벽히 동일하여 서로를 지시하는 관계이다. 

설명/묘사는 일반적 지시와 비교하면, 상황이나 맥락 정보가 

작용하는 경우에 상세히 묘사하여 설명해 주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숫자 정보를 시각화하는 그래프, 전형적인 예시 상황을 

들어주는 예시가 있다. 동치란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이며 변환이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그림 7>은 병렬과 변환의 예시이다. 응축이란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응축하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그림 7> 좌측: 병렬의 예, 우측: 변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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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뛰어넘는 경우는, 내용을 극대화하여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강조, 실질적인 데이터나 사실임을 보여주는 자료 제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징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2. 질의어 정교화 과정의 분류 체계 

 

질의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시스템에 

질의할 때 사용되는 입력어이다. <연구문제 2.2>에서 질의어 정교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의 검색 질의어 정교화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변형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중식(이중식, 2011)이 

제시한 분류체계는 이미지 검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 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검색을 위한 질의어 

정교화 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했다. 따라서, 쳉(Tseng, 2010)이 멀티미디어 검색 시 질의어 

정교화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분류 체계의 검토와 적절성 판단을 위해 7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 체계로 분석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표 5>으로 정리하였다. 

 

<표 5> 검색 질의어의 변형 패턴 분류 체계 

 

 

3. 검색 결과 탐색의 요인 분류 체계 

 

다양한 목적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지만, 특히 프레젠테이션 

형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찾을 때, 이미지의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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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하는, 기계적으로 이미지의 해석 가능한 요소들만을 정리하고 

있었고, 또는 이미지 자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기준을 정립했고, 이를 토대로 사전 

실험으로 7명의 실험 참여자들이 최근에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수집한 로그를 재료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미지를 검색하고 선택해 나갈 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피실험자 당 40분~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통해 1차 기준에서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되거나 제거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색 결과 탐색의 요인 분류 체계를 <표 6>와 같이 

수립하였다. 

 

<표 6> 검색 결과 탐색의 요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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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실험 연구방법이다.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주어진 내용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한 검색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관계 규정을 위해 실험의 결과로 얻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형태 

정교화의 요인 도출을 위해 실험 후 폐쇄형 설문과 추가적인 

개방형 설문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절은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들, 2절은 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 

3절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제 1절 연구 방법 

 

1. 실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사 방법은 소수의 인원과 비용으로 실험이 

가능하며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험실 실험의 경우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던 맥락이 아닌 인공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행태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응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검색 행동, 

프레젠테이션 제작 과정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험 

참여자가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던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험실 실험이 아닌 이상,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 원격 실험에 

대한 통제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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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로그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그 분석은 사용자 경험 연구 분야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피 

실험자의 회상에 의존한 설문이나 인터뷰, 직접 관찰 방법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방법들은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는 신뢰도 문제에서 매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 정확성의 에러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불성실함에 기인한 에러, 지나치게 편향적인 

답변이나 그 반대의 답변, 거짓 응답으로 인한 에러 등이 있다. 

면대면 인터뷰는 조사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 역시 회상을 

통한 자기 보고이기 때문에 ‘사실’정보만을 수집할 수 없으며 

인터뷰 참여자의 성향과 편향성이 작용한다. 또한 사용 맥락에서의 

직접 관찰 방법 또한,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지 때문에 

완벽히 평소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만 할 뿐이다.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 관찰을 통해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로그 분석은, 사용 맥락에서 관찰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계적인 자취로 기록한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다. 로그 분석 기법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 디지털 

미디어들이 출현하고, 널리 퍼지면서 시작되어, 대표적으로는 웹 

트래픽 연구로부터 검색 로그 분석, 스마트 폰 앱 로그 분석,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검색 로그 분석에서는 로그의 내용분석을 통한 

패터닝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실험 참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본 연구에서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록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검색어 로그와 결과 페이지 중 이미지 

썸네일(thumbnail)을 선택하여 상세 페이지를 확인한 로그,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기록(Timestamp)을 기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구글 크롬(Google Chrome) 브라우저에 기록되는 

방문 기록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 중 질의어들을 정교화 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질의어의 내용 분석이 필요했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내용분석과 마찬가지로, 내용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아닌 두 명의 잘 교육된 코더들이 <제 3장 2절>의 분류 체계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였다.  

 

3. 슬라이드의 내용 분석 방법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피실험자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을 도출하고, 각 쌍별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떤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방법론은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며, 어떤 표현 

속에 숨어있는 내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수량화 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원래 언어 메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메시지에 담긴 명시적, 잠재적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이었으나, 

근래에는 언어적 표상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이미지-텍스트 쌍들을 

모두 도출하고 쌍 별로 이들을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였는지, 

이미지와 텍스트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파악하여 의미론적 관계를 규정하였다. 이 때, 프레젠테이션 

결과물 만으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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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해 어떤 의도로 검색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미지-텍스트 쌍과 함께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 2절>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를 제외한, 교육된 두 명의 코더가 각각의 

쌍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였다.  

 

4. 사후 온라인 설문 방법 

 

사전 파일럿 실험을 통해 실험만으로는 내용 분석이 어려우며, 

형태 정교화의 요인 도출과 이미지-텍스트 쌍 사용과 이미지 

검색의 의도 파악을 위해서는 실험 후 인터뷰나 설문 진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검색 로그를 뭉치화하여 가공, 설문지 형태로 정리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이는 설문 조사 방법의 문제점인 자기 보고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험 참여자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로그 정보와 제작 결과물을 회상을 돕는 근거 자료로 가공하여 

제시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실험을 마친 직후 만 하루 이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바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각각의 이미지-텍스트 쌍에 대해 사전 실험으로부터 

도출한 이미지의 형태적 요인들을 폐쇄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이미지 검색에서의 형태적, 내용적 고려 요소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심층적 응답을 받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전 파일럿 실험을 통해 응답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쇄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지에서 누락된 

요인들과 검색 의도 파악을 위해 정리된 근거 자료(결과 

슬라이드와 로그)를 바탕으로 회상적 자기보고법(Retrospective 

think-alou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적이고 풍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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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험 

 

실험은 <그림 8>과 같이 실험환경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실험 환경 설정 단계에서는 

대량의 이미지-텍스트 쌍을 수집하기 위해 실험을 할 때, 데이터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통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험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문서를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부여할 과제의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과제를 마련하고, 로그를 기록하게 될 

구글(Google) 계정을 실험 참여자별로 부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8> 실험 과정과 방법 

 

표집은 이미지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모집단을 규정하기 어렵고,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확률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최대한 대표성을 유지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험 환경이 설정된 후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부여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주어지는 내용을 청중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행 결과물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이 과정의 로그, 

그리고 사후 설문을 통해 각 이미지-텍스트 쌍에 대한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요인과 검색 과정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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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루팅한 45명의 실험 참여자 중 3명이 탈락되어 총 42명이 

각각 총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이 수집되었으며, 이들을 

사전에 정의된 이미지-텍스트의 관계로 중복 코딩하여 1,269개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1. 실험 환경 설정 

 

실험 환경 설정 과정에서는 크게 실험 가이드 준비와 피실험자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1-1. 실험 가이드 준비 

  

(1) 주제 선정 및 문제 제작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야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자 한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전 과정 중,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텍스트와 함께 사용하며,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인데, 내용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칫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실험을 어렵게 느끼거나, 대부분의 노력을 내용을 만드는데 

들여 실험을 통해 보고자 했던 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다.  

 

실제 사전 실험을 통해 두 명의 실험 참여자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외국인에게 설명하세요‛ 또는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세요‛ 등 지령 형식의 문제를 

제시하고 5장~10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도록 한 결과, 내용을 

채우기 위해 정보 검색을 하고, 구상을 하는 단계에 집중함으로써 

정작 정교하게 이미지를 찾는 데 집중하지 않거나,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 정보 검색 중에 발견한 이미지들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용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미지 검색 엔진을 사용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형하여 알맞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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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문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정도로 제시하였다. 내용이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앞 서 제기되었던 

내용 마련에 대한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형태는 1~2 단락의 텍스트로 주어졌고, 문제의 재료로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망라하여 소재로 삼고 있으며,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EBS의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재에 따라 대 

분류로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소재를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강력하게 전달한다. 제공된 메뉴들을 몇 가지 유목으로 

정리해 보았고, 그 중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자연, 건강, 감정의 

일곱 가지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영상들 중 문제로 

제시할만한 흥미롭고 일반적인 내용을 선택하였다.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너무 구체적인 명칭이나 개념이 사용되어 검색 시 이 

프로그램이 검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해당 편이 널리 알려져 

있어 내용을 보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고의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으로 몇 편을 

선정하여 내용을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칭 등은 일반화 

시키거나(예시. 그, 그녀, 어떤 도시 등) 내용을 수정하여 2~3 

단락의 총 7개의 문제를 제작하였다. 

 

 

한 요리사가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나타났다. 그는 감자튀김, 치킨너겟,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가 만든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외면했다. 감자튀김, 치킨너겟, 햄버거와 

같은 고지방, 고 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정크푸드(junk 

food)이다. 그런데, 7살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10여 년 간 저런 음식을 

꾸준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요리사는 한숨을 쉬며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점심 급식 메뉴에서 그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모두 사라지자 아이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고 화가 났다. 어떤 아이들은 밖에서 

감자튀김을 사먹기도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현재 2-15세 아이들 중 

비만인 아이는 무려 30%이며 이 아이들은 나중에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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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민에 빠졌다. 

 

요리의 생명은 신선한 재료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요리사는 아이들이 

모인 앞에서 갈아 넣은 닭 껍질과 닭 찌꺼기에 지방을 넣고 기름에 튀긴 것을 

보여주며 닭다리 구이와 함께 두고 무엇을 먹겠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닭다리 구이를 골랐다. 급식 개혁을 9개월 째, 아이들은 그가 만든 음식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야채도 잘 먹을뿐더러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격도 차분해졌다. 그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값졌고, 그의 요리 인생의 철학을 

만들 수 있게 했다.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바꾸기 힘들다는 것과 어린 시절의 

입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이다. 그의 요리 철학은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아주 손쉽게 요리해서 즐겁게 먹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이 급식 개혁 

운동으로 이 나라의 총리는 학교 급식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감자튀김, 탄산 음료 등 어린이 비만의 주범이 되는 정크푸드와 소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학교 급식에서 금지시켰다. 

 

<제시된 내용의 예> 

 

(2) 실험용 구글 계정 마련과 구글 히스토리 사용 

 

서버에 저장되는 세션 정보를 이용하거나, 로그 캐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도, 구글을 통해 하는 모든 검색의 

기록은 사용자의 동의 후에, 구글 히스토리(history.google.com)에 

로깅된다. 로깅되는 정보는 검색 시 입력했던 질의어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한 이미지의 썸네일과 URL,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정보이다. 구글에서는 개인의 

동의 하에 이 정보를 가지고 개인화 된 검색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데이터 수집 도구 마련을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들과 같은 수준으로 얻을 수 있어 데이터 수집에 이 

기능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의 history를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인 만큼, 

실험과 관계 없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검색 로그 부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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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검색 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파일럿 

결과가 있었다. 실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상황에만 해당하는 

로그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실험 계정을 만듦으로써 

해결 했다. 동시에 실험을 진행하여 로그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피실험자마다 서로 다른 구글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급했다. 실험을 위해 생성한 모든 구글 계정에서 검색 기록을 

로깅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9> 구글 이미지 검색 히스토리 예 

   

(3) 가이드 문서 제작 

   

본 실험은 실험 소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다소 있는 편이다. 하지만 실험실 실험이 아닌,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면대 면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없어 실험 과정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고 숙지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된 가이드 문서 전달이 필요했다. 이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첫째, 인사말과 연구자 정보, 연구 주제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호에 대한 안내와 둘째, 부여된 구글 

계정 정보와 딱딱하지 않고 쉬운 언어로 작성된 실험 순서, 통제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이 때 한 장의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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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에는 최소 1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이미지는 반드시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 (images.google.com)만을 

사용하여 검색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작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형태에 대한 그림을 공유해야 하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히 

사용한 예시 슬라이드들과, 이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그나이트 발표 영상을 함께 첨부하였다. 배부된 가이드 문서의 

형태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았고, 수월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쉽게 작성하였다. 

 

 

<그림 10> 가이드 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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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이드 문서 예시 

 

 

1-2.  피실험자 선정 

 

(1) 사전 웹 설문 

 

프레젠테이션은 목적과 청중과 상황에 따라 형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를 잘 

활용하여 만드는 프레젠테이션’과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만들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기준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이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조선일보, 2009), 이미지를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대학생(학부, 석사과정 재학 중)을 대상으로 5일간의 웹 

설문을 진행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본 실험의 실험 참여자를 

리크루팅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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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설문은 구글 폼(Google form) 기능을 이용했으며, 전공 

분야에 따라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치우침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의 응답을 얻기 위해 4년제 종합 대학교 약 10곳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려 응답을 받았다. 총 

528개의 응답을 얻었고, 이 중 중복과 에러를 제거하고 493개의 

유효한 응답을 수집했다. 사전 웹 설문에서 질문한 내용은 

대학생인지 여부, 학번과 전공, 한 달에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개수, 

이메일 주소와 성별이었다.  

 

의도했던 바 대로 같이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답해 주었다. 전공 

분야별 한달 평균 제작 개수는 디지털 미디어분야, 미술/디자인 

분야, 컴퓨터공학, 경제/경영, 의학 순으로 많이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과 같이 한 달에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개수에 

대해서는 평균 1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6.2%가 2개라고 응답하였으며 한 달에 

평균 2.37개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한달에 제작하는 프레젠테이션 개수 분포 

 

(2) 표집 및 리크루팅 

 

사전 웹 설문 응답자 493명 중, 한 달에 프레젠테이션을 전혀 

제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12명은 본 실험 대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481명을 본 실험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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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의 전집에 가까운 샘플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들을 월 평균 프레젠테이션 제작 개수와 평균 개수를 기준으로 

3개의 층으로 유층화하고, 각 층의 크기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 내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표집 틀을 

사용한 이유는 관찰하고자 하는 집단의 전집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웹을 통한 자발적 표본에 의한 샘플링 또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수의 

응답을 확보하여 전집에 가깝게 만들어 표본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고, 유층화를 사용하고, 각 층에 따라 ECBS (Equal Chance of 

Being Selected) 규칙을 준수하여 샘플이 최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실험 참여자들의 상세한 표본 대상은 <표 7>과 

같으며, 총 45명을 리크루팅 할 수 있었다. 

 

<표 7> 본 실험의 표본 수집 대상 

 
월 평균 제작 개수 

 
1 개 2 개~3 개 (평균) 4 개 이상 

실험 참여자 수 19 명 16 명 10 명 

합계 45 명 

 

 

2.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문서 

수집과 검색 로그 수집,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통한 형태적 정교화 

요인 수집이 이루어졌다. 실험의 목적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이미지-텍스트 쌍과 

이에 해당하는 검색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다. 실험 과정에 대해 실험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의 역할 별 

프로세스는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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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 역할 별 실험 프로세스 

 

2-1. 실험 방법 

 

(1) 실험 전 

 

실험 참여자가 이메일을 통해 가이드 문서를 전달받으면, 부여된 

실험용 구글 계정 정보로 로그인할 수 있다.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미리 전송된 작성 주제와 내용이 담긴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용 계정으로 로그인 해야 부여된 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잊지 않고 실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구글 

히스토리를 통해 검색 로그를 얻을 수 없다. 주제 내용은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긴 했지만,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부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실험 

참여자의 전공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 7가지 주제 내용을 고루 

배정하였다.  

 

(2) 실험 중 

 

주제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SMS를 통해 실험 시작을 연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실험이 끝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에게 실험의 끝을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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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자연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실험 중임을 인지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으며, 실험 외의 내용이 로깅되어 데이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석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실험을 시작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 때까지 연구자가 

개입하는 일도, 실험 참여자가 평소와 달리 해야 할 일도 없다. 

실제 분석할 데이터를 얻는 시점인 프레젠테이션 제작 단계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실험할 수 

있게 하였다. 단지 가이드를 위해 안내한 대로, 이미지 검색은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만을 사용하도록, 로그인한 실험 계정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했다. 이 상태에서 실험 참여자는 한 장에 

이미지와 텍스트 쌍을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20장의 

슬라이드를 만든다. 이 때 ‘5분 발표용’ 이라는 제한을 두어 실제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발표를 위한 자료임을 염두에 두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발표용이 아닌 경우 

두아르떼(Duarte, 2008)가 분류한 ‘텔레프롬프트형’이나 

‘문서형’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 이를 통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형’ 

슬라이드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3) 실험 후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과업을 마침과 동시에 시작 시점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에게 SMS로 실험을 마쳤음을 알리면, 연구자는 

해당 실험 참여자에게 부여되었던 실험용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구글 히스토리를 확인, 실제 검색이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의 시간을 파악하여 그 기간 동안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 

로그를 복사해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함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로그를 수집하는 이유는, 

중복검사(double check)의 차원에서 구글 검색 로그와 병행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구글 히스토리에는 검색 입력 창에 질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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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것과 결과 페이지에서 선택했던 이미지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혹여 누락되었거나 검색 로그만으로는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경우 유용했다. 

 

(4) 추가 설문 

 

연구자에게 메일로 결과물을 보내고 나면, 연구자는 결과물로 

받은 프레젠테이션 각 슬라이드에서 쓰인 이미지-텍스트 쌍을 

추출하고, 구글 히스토리의 검색 로그와 크롬 브라우저 로그를 

바탕으로 시간 순으로 검색 질의어들을 뭉치화한다. 이 질의어 

뭉치를 이미지-텍스트 쌍에 매핑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이미지-

텍스트, 로그 쌍에 식별자를 부여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 형태로 제작한다. 이렇게 로그와 결과물을 함께 포함하여 

시간 순서대로 질문지를 만든 이유는, 기록된 실험 참여자 자신의 

자취와 결과물을 보며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할 때는 실험 참여자 자신이 입력한 

로그와 결과물을 보면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질문의 내용은 해당 이미지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요인이 어떤 

것인지 중복 체크하는 폐쇄형 질문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러한 

검색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 정리된 질의어 뭉치와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회상적 자기보고법 (Retrospective think-

alou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서면의 개방형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작성 예시를 제시해 

주었다. 모든 실험자가 똑같은 예시를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실험 

참여자의 데이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응답으로 예시를 작성하여 

응답률을 확보하고,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심층적이고 풍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 

질문지는 실험 참여자가 실험 후 연구자에게 메일로 결과물을 

보낸지 만 하루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였다. <그림 14>은 이렇게 정리된 사후 질문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후 설문지까지 작성하고 나면 모든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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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그림 14. 사후 질문지의 예> 

 

2-2. 데이터 수집 

 

본 실험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여일 간 

진행되었다. 45명의 실험 참여자가 모집되었으나 1명이 불참하여 

44명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1명의 로그가 기록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하였고, 1명은 실험 조건을 지키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탈락자의 수가 많지 않고, 각 집단에서 고루 

탈락자가 발생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42명의 실험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이다. 

 

(1)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문서와 이미지-텍스트 쌍 

 

분석 대상이자, 실험 결과물로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총 

42개이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면 총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이 추출되었으며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는 최소 

16개부터 많게는 36개의 이미지를 사용해 평균 한 파일 당 

23.6개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실험의 

결과물로 수집된 슬라이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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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집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예 

 

(2) 검색 로그 

 

실험을 통해 구글 히스토리에 기록된 분석 대상인 질의어는 총 

2,226개이다. 개인 별, 상황 별 편차가 큰 편이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개의 이미지 당 2.24개의 질의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수집된 검색 로그의 예 

 

(3)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과 검색 과정에 대한 설명 

 

사후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수집한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에 대한 데이터는 실험 참여자로부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993개의 이미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수집하였고, 폐쇄형 질문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한 내용을 통해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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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 파악을 위해 보완적으로 사용될 

데이터인,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개방형 질문 항목으로 

수집하였다. 

 

<그림 17> 사후 설문의 응답 예 

 

 

제 3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단계가 끝나고, 연구 문제 확인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수준으로 가공했다. 수집된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각각의 이미지를 찾는 과정을 다음의 

항목으로 코딩을 진행했다. <그림 18>과 같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단위로 나누어보면 첫째,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둘째, 질의어 개수와 브라우징 정도, 셋째, 

질의어 정교화 과정, 넷째, 본문 텍스트와 초기 질의어간의 의미적 

지시성,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의 변화 여부, 최종 질의어와 최종 

이미지간의 의미적 지시성, 다섯째,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이다. 간단한 코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코더가 총 

10일간 코딩을 진행했다. 

 

<그림 18> 각 단계에서 분석할 데이터 요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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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방법 및 코딩 규칙 
 

1-1.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4>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면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 축이 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코딩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포함된 이미지와 

텍스트 쌍 각각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로써의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추가 설문을 통해 수집한 

검색과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파일럿을 통해 도출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이미지-텍스트 쌍마다 한가지 관계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복 코딩을 하였다. 

 

1-2. 질의어 수와 검색 결과 페이징 수 

 

최종 사용된 이미지를 찾기 위한 목적의 질의어 시퀀스, 즉 

이미지-텍스트 쌍에 매핑되어 있는 질의어 뭉치 안에서 총 몇 개의 

질의어가 입력되었는가를 세어 ‘질의어 수’를 코딩하였다. ‘페이징 

수’라는 것은 최종 질의어를 입력한 결과로 나온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얼마나 많이 브라우징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값을 추출한 방법은, 검색 로그에 남아있는, 결과 페이지 중 선택한 

최종 이미지 URL로의 접근을 시도할 때 구글 이미지 검색 서버로 

연결하면서 추가되는 URL 매개변수 중 ‚page‛의 값을 추출하여 

기입하였다. 이는 <연구문제 2-1>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1-3. 질의어 정교화 과정 

 

질의어 정교화 과정은, 최종 사용된 이미지를 찾기 위한 목적의 

질의어 시퀀스, 즉 이미지-텍스트 쌍에 매핑되어 있는 질의어 뭉치 

안에서 첫 번째 질의어부터 마지막 질의어까지 순차적 변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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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하였다. 즉, n번째 질의어와 n+1번째 질의어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보고, 이를 앞서 정립한 이미지 정교화 과정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그림 19>는 질의어 정교화 과정의 코딩 예 

이다. 이 것은 연구 문제 2-2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그림 19> 질의어 정교화 패턴 코딩 예 

 

1-4. 의미적 지시성(indexicality) 

 

앞서 제시한 이미지 검색 단계의 3단계 중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를 알아보고 연구문제 2-3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본문의 텍스트와 초기 질의어간의 의미적 지시성, 2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질의어와 최종 질의어간의 의미의 차이, 3단계에 

해당하는 최종 질의어와 최종 이미지의 의미적 지시성 세 가지를 

코딩하였다. 이 세 단계에 대해, 의미적 지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 없다면 0으로 이진수로 표현하였다. 1단계의 경우 본문의 

텍스트가 그대로, 혹은 일부가 초기 질의어로 그대로 입력되었을 

경우, 즉 지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단계의 경우, 초기 질의어와, 최종 

이미지를 선택할 때 입력되었던 최종 질의어의 의미적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면 ‘1’, 반대의 경우 ‘0’으로 코딩했다. 3단계의 

경우는 최종 질의어와 선택된 이미지의 의미가 동일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이로써, 세 단계에서의 0과 1의 조합은 총 8가지가 나오게 된다. 

만약 최종 질의어가 지시하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고(3단계), 초기 질의어와 최종 질의어도 의미가 

똑같다면(2단계), 관계는 1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최종 질의어가 지시하지 않는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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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으로 선택되었고(3단계), 초기 질의어와 최종 질의어도 

의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2단계), 2단계에서의 전략이 

실패했으며, 3단계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미지로 관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3단계부터 1단계로 차례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0과 1로 이루어진 3자리의 데이터로 

관계가 결정된 시기를 추론할 수 있다. 

 

<표 8> 결정 시기의 추론 

 

 

1-5.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 시 고려 요소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중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요소에 체크하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분류 체계에 없는 것들만 키워드 형태로 

간단하게 코딩한다.  

 

2. 코더 간 신뢰도 

 

내적 타당도를 위하여 연구자를 제외한 두 명의 20대 후반 

경영학 전공자들이 코더로 참여하여 이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이미지-텍스트 쌍에 대해 총 8 항목의 코딩을 실시했다. 8개의 

항목에 대한 분류 유목과 적확한 예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분류 

원칙은 선행 연구와 파일럿 실험을 통해 1차적으로 추출하였고, 

면대면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해 철저히 학습시켰다. 총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 중, 약 25%에 해당하는 이미지-텍스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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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는 1차적 분류 유목과 원칙을 교육하고, 분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류가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하여 수정과 

재교육을 반복, 간주관성을 높여 내용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나누어 코딩했다. 코딩을 실시했던 

8가지 항목들 중, 이미지-텍스트의 관계성과 각 항목간의 의미적 

일치 정도, 그리고 질의어 정교화 과정은 코딩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므로, 반복적인 교육과 수정을 통해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어려운 부분이었다. 코더 간 신뢰도는 홀스티(Holsti) 

공식에 따라 8가지 항목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평가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항목별 코더 간 신뢰도 평가 결과 

구분 코딩 수 일치한 수 신뢰도 

질의어 개수 145 142 0.99 

이미지-텍스트 관계 435 387 0.89 

브라우징 정도 145 142 0.98 

질의어 정교화 과정 145 126 0.87 

본문의 텍스트와 초기 질의어의 

동일성 
145 144 0.99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의 변화량 145 141 0.97 

최종 질의어와 이미지의 의미의 

동일성 
145 140 0.96 

형태적 정교화 요인 1595 1592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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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제 1절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 

 관계의 유형 

 

1. 프레젠테이션의 이미지-텍스트 관계 분류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을 통해 수집한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을 에밀리가 웹 상에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정리한 분류를 바탕으로 코딩한 결과, 한 

쌍 당 1개부터 많게는 3개의 관계가 코딩되었고 993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부터 총 1,269개가 의미론적 관계로 코딩되었다. 

파일럿 실험으로 도출한 관계 분류 체계는 대량의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에도 문제 없음을 검증했다. 결과적으로는 에밀리의 

분류 중 소분류 기준에서의 총 31개의 관계 중, 14개의 관계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났으며, 에밀리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두 

개의 유형도 추가 발견되었다.  

 

에밀리의 분류에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특히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관계는 첫 째, <그림 20>의 좌측 그림과 같이 

화자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와 둘 째, <그림 20>의 우측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을 제시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에밀리의 분류에서는 일반적 

지시(common referent)가 이 유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관계의 

범주가 너무 크고,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별한 패턴이라고 판단하여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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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관계의 예, 좌측: 화자설정, 우측: 상징 

 

2. 이미지-텍스트 관계의 비율 

 

이 관계들이 나타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적 지시(common 

referent)가 전체 중의 16%로 가장 많았고, 설명/묘사 

(Describe)와 예시(Exemplify)가 12%, 상징(Symbol) 9%, 

변환(Translate) 8%, 인간화(Humanize) 7%로 그 뒤를 이었다. 

에밀리는 31개의 관계들을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적 가까움을 

기준으로 3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위에 랭크 된 관계들은 

에밀리의 분류에서 의미가 가까운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상징(Symbol)과 화자설정(Narrate) 

모두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분류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 그림 21>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 관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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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분류를 많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 정리하여 다음의 

분류를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분류 

 

 

 

제 2절 이미지-텍스트 관계가 이미지 검색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2>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절에서 

도출한 관계 분류에 따라 검색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일반적 검색 행동, 질의어 정교화와 결정 시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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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검색 행동 

 

검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인인, 하나의 이미지를 

최종 선택하기까지 한 뭉치 내에서 입력된 질의어 개수와 결과 

페이지를 브라우징 하는 정도를 관찰해 보았다.  

 

1,269개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입력된 질의어 

수는 총 2,860개로, 하나의 이미지를 찾는 데 평균 2.25개의 

질의어가 입력되었다. 각 관계별 입력 질의어의 평균을 비교 해 

보면, <표 11>과 같이 B7. 동치(Parallel)이 3.13개로 가장 많았고, 

B2. 인간화(Humanize) 3.0개, B9. 간결한 표현(Compact) 2.57개, 

A1. 시적 표현(Express poetically) 2,57개, C3. 상징(Symbol) 

2.46개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질의어를 적게 입력하는 관계는 C2. 

사실/데이터 제시(Document)가 1.64개로 가장 적었고, A3. 

장식(Decorate) 1.94개, A2. 관심 유도(Engage) 1.95개, B3. 

일반적인 지시(Common referent) 1.98개가 그 뒤를 이었다.  

 

1,269개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총 

3,846페이지를 브라우징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의 이미지가 

결정되기까지 평균 3.03 페이지를 브라우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별 브라우징 정도를 비교해 보면 5.33페이지인 A4. 화자 

설정(Narrate)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B6. 예시 

(Exemplify) 3.76페이지, B2. 인간화(Humanize)가 3.75페이지로 

나타났다. 제일 적게 나타난 관계는 1.88페이지인 A3. 장식 

(Decorate)이고, C1. 강조(Emphasize) 2.26페이지, B3. 지시적 

관계(Common referent)가 2.29페이지로 뒤를 이었다.  

 

브라우징 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화자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A4)와 

화자설정(B2)는 인간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는 관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는 지시적 적합성을 갖는 질의어를 생성하기 

어렵거나 탐색 중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을 통해 찾을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화(B1)나 예시(Exemplify)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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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 맥락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미지의 검색에 해당하고, 브라우징하는 정도가 적게 

나타난 장식(A3)이나 강조(C1), 일반적인 지시(B3)와 같이 객체를 

찾는 검색보다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관계별 질의어 평균 개수와 브라우징 페이지 평균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검색 행동을 입력된 질의어 개수, 브라우징 

정도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이 각각의 요소들 만으로는 검색의 

쉽고 어려움을 판단할 수 없다. 가령 질의어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적다고 해서 쉽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데이터를 상호 보완적으로 살피면 검색의 어려움의 

정도와 검색 전략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이미지-텍스트 관계에 따른 질의어 개수와 검색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정도(페이징)의 평균값들을 정규화하여 

스케일을 맞춘 후, <그림 22>과 같이 브라우징 정도를 가로 축으로, 

질의어 개수를 세로 축으로 하는 2차원 평면에 매핑하였다. 각각의 

평균값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뉘어 

매핑되는데,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이미지 검색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사분면(우측상단)에 해당하는 검색은, 입력된 질의어의 개수와 

브라우징 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로, 지시적으로 

적합한 질의어를 찾기도 어렵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이미지를 찾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검색이라고 

할 수 있다. 2사분면(좌측상단)에 해당하는 검색은, 입력된 질의어 

개수는 적었으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브라우징이 많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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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므로, 질의어 정교화를 통한 전략적 검색 

보다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에 의존한 비전략적 검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사분면(좌측 하단)에 해당하는 검색의 경우, 입력된 

질의어 수와 브라우징 정도가 모두 적게 나타난 경우로, 수월하고 

쉬운 검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우측 

하단)에 해당하는 검색은 입력된 질의어 개수는 많았지만 

브라우징을 적게 한 경우로 질의어 정교화를 통한 전략적 검색 

행동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분면에서는 (0,0) 즉, 평균값의 

교차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크다.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관계를 살펴보면, 1사분면: 어려운 검색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화(B2), 화자 설정(A4), 그래프(B5)이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행동을 나타내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계들은 검색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반면, 3사분면: 쉬운 검색에 

해당하는 관계는 장식(A3), 일반적 지시(B3), 관심유도(A2), 

변환(B8)로, 이들 대부분이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나 풍부한 

설명 보다는 간접적으로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독립된 객체를 찾는 

경우이다. 2사분면: 세렌디피티에 의존한 비 전략적 검색에 

해당하는 것은 동치(B7)나 설명 묘사(B4)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하는 경우, 그리고 C1(강조), 시적 표현(A1), 

상징(C3), 응축(B9)과 같이 내용을 함축하여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4사분면: 전략적 검색에 해당하는 것은 

예시(B6), 구체화(B1)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이나 사실데이터(C2)와 같이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관계들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정한 검색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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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관계에 따른 검색 행동, 전략과 난이도의 비교 

 

 

2. 질의어 정교화 

 

2-1. 슬라이드 본문의 텍스트와 초기 질의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슬라이드 본문의 텍스트가 초기 

질의어에 직접 입력된 비율이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그림 23>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예 이다. 분석의 대상은 1,269개였고 

<표 12>과 같이 관계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3. 일반적 지시(Common referent)의 경우 두드러지게 월등한 

비율을 보였는데, 이 관계에 해당하는 전체 검색 중 79%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함께 사용된 텍스트가 그대로 초기 

질의어로 입력되어 검색을 시작했다. 텍스트의 내용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여 설명하는 B8. 변환(Translate)의 경우가 62%, 실질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하는 C2. 사실/데이터(Document)가 61%, 

텍스트의 내용을 간결하고 응축적으로 표현하는 B9. 

응축(Compact)이 60%로 나타났다. 반면 25%로 나타난 A3. 



 

 61 

장식(Decorate)과 A4. 화자(Narrate)는 본문의 텍스트를 초기 

질의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그림 23> 본문의 텍스트와 초기 질의어가 일치하는 예 

 

<표 12> 관계별 본문과 초기질의어의 일치도 비율 비교 

 

 

2-2. 질의어 정교화 패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로 코딩된 이미지-텍스트 쌍 1269개 

전체 대해 질의어 변경 건은 총 1761개였다. 이들을 질의어 변경 

패턴 분류에 따라 코딩하여 여섯 개의 질의어 변경 패턴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표 13>과 같이, 초기 질의어 

하나만 입력된 경우(I)가 전체 변경 건 중 29.8%를 차지하였고, 

이전 질의어에 비해 구체화한 경우 (S)가 22%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똑 같은 의미를 갖는 질의어로 변경한 경우(R)이 

18.3%로 나타났고, 이전 질의어보다 한 단계 추상화 혹은 일반화 

시킨 경우(G)가 11.9%로, 이전 질의어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질의어로 변경한 경우(J)가 11.8%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등한 수준의 다른 의미의 단어로 범위를 확장한 

경우(E)는 6.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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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질의어 정교화 패턴의 분포 

 

 

이 여섯 가지 정교화 패턴 중에서, 동일 어휘를 반복하는 R과 

수가 적어 분석이 어려운 E을 제외하고, 초기 질의어(I), 점핑(J), 

구체화(S), 일반화/추상화(G)가 나타나는 비율을 관계를 축으로 

비교해 보았다. (I)가 적게 나타난 경우는 화자설정(A4), 

인간화(B2)와 같이 인간의 복잡한 행동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경우, 

응축(B9)나 강조(C1)와 같이 복잡한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축약하여 강력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고, (I)가 많은 경우는 

사실데이터(C2), 장식(A3), 일반적 지시(B3)와 같이 묘사나 

설명이 필요하기 보다는 독립된 개체를 찾는 경우이다. 전혀 

관계없는 질의어로 변경하는 패턴(J)은 응축(B9), 시적표현(A1), 

인간화(B2), 변환(B8), 강조(C1)에서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는 

경우는 장식(A3), 구체화(B1), 일반적 지시(B3)이다. 관계와 

질의어 정교화 패턴간의 유의적 관련성은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4> 관계별 질의어 정교화 패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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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결정 단계  

 

최종적으로 사용된 이미지 텍스트가 갖는 의미론적 관계가, 

이미지를 검색하는 과정의 세 단계인 1단계: 초기 질의어화 단계, 

2단계: 질의어 정교화 단계, 3단계: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단계 중 

어디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결정되는 단계를 알면,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타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각각 하나의 이미지-텍스트의 관계로 코딩 된 전체 1,269개의 

쌍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그림 25>과 같이 가장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단계 중에 어떤 관계가 쓰일지 

결정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1단계: 초기 

질의어화 에서 38.5%가 결정되었고, 2단계: 질의어 정교화 

단계에서 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는 19.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5>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의 분포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결정 단계를 <그림 26>와 같이 각 

관계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먼저, 1단계: 초기 질의어화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사용할 때는 검색 전에 구상하고 

계획한 대로 검색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단계: 초기 질의어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지시의 

경우(B3)가 73%가 1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매우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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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A3)도 63%로 1단계에서 

결정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설명하는 

관계(B4)가 51%, 구체화 하는 관계(B1)가 45%, 숫자로 된 

정보를 시각화 한 그래프(B5)가 43%,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B8)이 4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의미를 담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병렬적 

관계(B7)가 6%로 1단계에서 결정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느낌이나 인상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A1)이 8%, 시선을 끌게 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우(A2)가 

13%,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미지로써 더 와 닿게 표현하는 

관계인 인간화(B2)가 23%로 이들은 1단계에서 관계가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질의어 정교화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질의어를 입력하고 

결과 페이지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하게 되거나, 

지시적 적합성이 높은 질의어를 찾게 되는 경우로, 초기질의어화 

단계까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질의어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계획했던 

이미지를 찾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찾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간화(B2)가 33%로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 결정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A3)가 31%, 화자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A4)가 30%, 병렬적 관계(B7)가 25%로 이 과정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실질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관계(C2)는 10%로 2단계: 질의어 정교화에서 결정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적 

표현(A1)이 12%,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우(A2)가 13%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지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질의어를 통한 검색에 실패한 후 더 이상 질의어를 입력하지 않고 

결과물 내에서 대안을 찾는 경우로, 브라우징 중에 발견하는 



 

 65 

세렌디피티에 의존하는 경우라고 해석 가능하다.  

 

시적 표현(A1)이 80%로 이 단계에서 결정될 확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우(A2)가 74%, 병렬적 

관계(B7)가 69%로 브라우징 단계에서 이 관계들이 결정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브라우징 중 세렌디피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A3)가 

6%로 나타나 이 관계는 이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지시의 

경우(B3)가 7%, 설명하는 관계(B4)가 27%로 3단계: 결과 페이지 

브라우징 단계에서 결정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6> 관계별, 각 단계에서 결정된 횟수와 비율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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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 중,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요인별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였다. 대표성/일반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1%), 그 다음으로는 색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 구도를 고려하는 것과(12%), 이미지 

파일의 선명도를 고려하는 것(10%)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고려된 요인은 그림자 유무나 배경 유무(2%)였고, 이미지의 출처도 

많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표 14>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의 비율 

 

 

  이 것은 폐쇄형 사후 질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이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들 중, 사전에 정의한 분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대비/강조’,‘이미지 파일의 형태/수정 

용이성’,‘생동감’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다음은 이 

형태들이 언급된 예이다. 

 

(대비/강조): 

‚호사도요와함께 텍스트도 잘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비가 더 

잘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하려했다.‛ 

‚새로 표를 만들면 이제까지의 분위기와 안맞을 것 같아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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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 1위임을 강조해보려 했다.‛ 

‚첨가된 화학조미료의 양을 강조하는 사진을 쓰고 싶었고, 

대비가 큰 사진이 효과적일 것이라 보았다.‛ 

‚어두운 배경에 등이 밝혀져 있어서 좀 더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정 용이성):  

‚돈이 많이 쌓여있는 뭉태기의 png 파일이 필요했음‛ 

‚편집하기 위해 색이 없는 최대한 깨끗한 세계지도 이미지를 

찾고, 발전소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 만들었습니다‛ 

‚배경이 있는 경우는 지우기가 힘들었기에 배경이 없는 것으로 

골랐다.‛ 

 

(생동감): 

‚튀기는 사진 중에서 가장 튀기는 것이 생동감있게 보이는 

이미지를 골랐다.‛ 

‚그리고 보다 활기있는 느낌을 위해서 색감이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실제감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꾸며서 촬영한 듯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시 형태적 정교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5> 프레젠테이션에서의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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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용자의 정보 전달력에 따른 검색 행동 비교  
 

본 실험을 통해 42명의 실험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42개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1명, 디지털미디어 분야 석사 2명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6>과 같이 서울대-

매경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의 심사기준으로 사용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프레젠테이션 시각자료의 평가 기준을 정리하였고, 각 

항목을 점수화 하여 평가하였다. 높은 평가를 받은 프레젠테이션의 

제작자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과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정의하고, 상위 25%와 하위 25%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보았다.  

 

<표 16> 프레젠테이션의 정보 전달력과 전문성 판단 기준 

 
   

상위 11명의 실험 참여자로부터 만들어진 325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과 하위 11명이 만든 298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이 비교 

분석 대상이 되었다.  

 

1.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사용 비율 

 

우선,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상위 그룹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관계는 구체화(B1)와 설명 묘사(B4) 그리고 화자설정(A4)과 

인간화(B2)와 상징(C3)이다. 반면 하위 그룹이 월등히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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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관계는 사실데이터(C2)와 변환(B8), 응축(B9), 

관심유도(A2) 그리고 시적 표현(A1)이 있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위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 자체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이나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 해당하는 사실 데이터(C2), 

직접적으로 텍스트가 그대로 이미지에 포함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형식이 많이 나타나는 변환(B8), 

내용을 응축적으로 나타낸 카툰이 대표적인 응축(B9), 내용과는 

많은 관계가 없지만 재미요소를 위해,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관심유도(A2) 이것들 모두 내용 전달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상위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체화(B1)나 

묘사(B4), 화자 설정(A4)과 인간화(B2) 같은 경우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데 있어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이 차이는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분포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두 그룹이 사용하는 관계의 비율 비교 

 

2. 질의어 정교화  

 

 같은 개수의 이미지에 대한 검색 행동 중 상위 하위 그룹의 

질의어 개수와 패턴은 <그림 28>과 같이 매우 차이가 났다. 각 

그룹에 찾은 235개의 이미지와 검색에 대해 분석해보니,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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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총 495개의 질의어를 입력한 반면, 하위 그룹은 328개의 

질의어만을 입력했다.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수의 질의어를 입력하며 정교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관찰해 보면 하위 그룹의 경우 한 개의 

질의어를 입력하고 찾는 비율은 상위 그룹에 비해 상당한 데 비해 

다른 질의어 정교화 패턴들에서는 상위 그룹에 비해 매우 현저히 

낮다. 이 것은 질의어를 정교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브라우징에 

의한 세렌디피티에 의존한다는 연구 문제 3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재미있는 것은, 하위그룹이 많이 보이는 검색어 정교화 행동은 초기 

질의어(I)와 점핑(J)이고, 상위그룹이 많이 보이는 행동은 

구체화(S), 일반화(G), 반복(R)이다. 이 것이 말해주는 것은, 

상위그룹은 검색 범위를 좁혔다 넓혔다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만한 

어휘로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전략적인 검색을 하지만, 하위 그룹은 

아예 정교화를 하지 않거나(I), 전혀 상관없는 쿼리를 

입력함으로써(J) 전략적이지 않은 검색 행동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8> 두 그룹에서 나타나는 질의어 정교화 패턴 비교 

 

3. 관계 결정 단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1단계: 초기 질의어화, 2단계: 질의어 정교화, 

3단계: 결과페이지 탐색의 이미지 검색 과정 상의 어떤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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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상위 그룹은 검색 

이전에 구상해 두었던 관계를 그대로 성공적으로 질의어화 하고, 

원하는 결과를 찾는 경우, 즉 1단계에서 결정하는 확률이 

41.85%이고, 초기 질의어로 원하는 검색을 실패했더라도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 24.92% 다시 전략적으로 검색을 하며, 

33.23%만이 3단계 결과 페이지 탐색 중에 세렌디피티를 통해 

관계를 결정한다. 반면, 하위 그룹은 반에 가까운 49.66%가 결과 

페이지 탐색 중에 세렌디피티에 의해 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1단계 

34.23%, 2단계 16.11%로, 전략적인 검색을 통해 관계를 결정짓는 

경우는 상위 그룹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이 것은, 

프레젠테이션과 이미지 사용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세렌디피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상된 관계를 찾기 위해 전략적인 검색을 하거나, 

검색에 한번에 성공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말하면, 

하위 그룹의 경우는 질의어를 통한 전략적 검색 보다는 

세렌디피티에 의존하여 즉각적으로 이미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림 29> 두 그룹간 관계 결정 시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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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절 요약 및 디자인 제언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해짐에 따라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각자료의 역할이 매우 커 

졌다. 특히, 얼마나 적절한 이미지를 잘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은 여전히 

어렵고 상용 이미지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은 ‘함께 

쓰이는 텍스트와의 관계’와 ‘특별히 고려되는 요인들’의 두 

가지 관점에서 특이점을 가지며, 이 검색 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이러한 정보 행동을 고려한 이미지 검색 도구의 필요성을 

역설할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지, 이미지 리터러시, 디지털 에크프라시스, 상용 

이미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등 이미지 검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그리고 검색 행동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행동에 대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 그리고 ‘이미지의 내용적 요인’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관찰을 위해, 특정한 내용이 주어지면, 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총 42명의 실험 

참여자로부터 약 24개씩 총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과 해당 

이미지를 찾는 과정의 검색 로그, 추가 설문을 통한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웹에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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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의 종류와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다. 

993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으로부터 1,269개의 관계가 도출되었고,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것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미지 검색 

과정을 1단계: 초기 질의어화, 2단계: 질의어 정교화, 3단계: 결과 

페이지 탐색으로 정의하여 미시적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앞서 

정의한 관계에 따른 이미지 검색 행동을 입력 질의어 수, 결과 

페이지의 브라우징 정도(페이징 수), 관계의 결정 단계, 형태의 

정교화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로, 에밀리의 기존의 연구(Emily E Marsh 

et al, 2003) 결과로 도출한, 31개의 이미지-텍스트의 관계 분류 

체계에서 14개의 관계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확인되었고, 이 외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2개의 관계를 추가 관찰하여, 총 

16개의 관계로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결과로, 앞서 분류한 16개의 이미지-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입력된 검색 질의어 수와 브라우징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각 관계에 따른 

이미지 검색의 난이도와 검색 과정에서의 전략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행동을 나타내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계들은 검색이 어려운 것으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나 풍부한 설명보다는 간접적으로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독립된 개체의 지시에 해당하는 관계들은 검색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질의어 변경을 통한 

전략적 검색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내용을 함축하여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들은 반대로 질의어 변경 보다는 세렌디피티에 

의존하는 비 전략적인 검색의 경향을 확인했다.  

 

질의어 정교화 과정에서도‘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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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지시에 해당하는 관계의 

경우는 미리 구상한 프레젠테이션 본문의 텍스트가 초기 질의어로 

직접 입력되는 패턴을 보였고, 반대로 장식이나 화자 설정을 위한 

관계에서는 본문의 텍스트가 초기질의어로 입력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앞서 정리한 이미지 검색 과정의 3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이 관계가 결정되는지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지시나 장식의 경우는 1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인간화의 경우 2단계에서 결정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시적 표현의 

경우는 3단계에서 결정될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를 통해 

관계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검색을 수행하며, 검색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타협해 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문제 3>의 결과로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의 ‘3단계: 검색 결과 페이지 탐색’에서 고려되는 

15개의 요인들을 도출하여 원시적, 표상적, 내용적 요인의 분류로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4>에서는 정보 전달력이 높은 프레젠테이션, 즉 

프레젠테이션 저작과 이미지 사용에 전문성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그룹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관계 관점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그룹은 

이미지와 텍스트 자체가 주체적으로 내용 전달을 하는 반면, 낮은 

그룹에서는 보조적인 외부 자료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질의어 정교화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그룹이 반대의 

경우보다 확연히 많은 질의어를 입력하고, 전략적으로 질의어를 

정교화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 낮은 그룹에서는 아예 질의어 

정교화를 하지 않고, 초기 질의어로 검색을 마치거나, 비 전략적인 

질의어 정교화를 하는 패턴을 보였고, 정교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브라우징 중 만나는 세렌디피티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 결정단계 관점에서도, 상위 그룹은 3단계보다는 1, 2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검색 전반부에서 계획한 대로, 전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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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하위 그룹은 1, 2단계보다는 3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50%에 달해, 계획한대로 이미지를 찾기 보다는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웹에서 사용되는 이미지-텍스트 관계를 

도출한 기존 연구에 비교하여,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텍스트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것과, 이 관계에 따라 이미지 검색과 

전략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패턴을 파악했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력이 크고 작음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의 사용과 검색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태의 문서를 위한 특별한 

목적의 이미지 검색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태를 확인한 것, 특히, 

입력된 질의어의 개수의 많고 적음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의 

브라우징의 과다 정도의 두 종류의 데이터를 교차적으로 분석하여 

검색 행동의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이미지-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문서,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미지, 그것의 검색 과정에 

대해 미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 문서형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특별한 검색 행동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돕기 위한 도구 개발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저작도구에 내장된 형태의 

이미지 검색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예상해볼 수 있다. 저작도구 내에 

구상단계를 도울 수 있는 스토리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 전 

단계에서 구상한 텍스트를 간단히 입력하면, <연구문제1>의 결과로 

도출된 사용 빈도가 높은 관계들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검색 엔진은 본문 텍스트와 관계를 수집할 수 있다.  

 

<연구문제2>의 결과에 따라, 입력된 관계에서 본문의 텍스트가 

초기 질의어로 직접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면 본문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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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들을 추천해 줌으로써 초기 질의어화 단계를 줄여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의어 정교화 패턴에 

따라 가능한 검색어의 변형을 미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단계에서 관계가 최종 결정되는지에 따라 해당 단계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 1단계라면, 본문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검색 시작의 허들을 낮춰줄 수 있고, 2단계라면, 

다양한 질의어의 변형을 제시해 주고, 결과 페이지의 

서머리(summary)를 간략 보기로 제공하여 질의어 선택과 성공 

여부의 판단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형태적 정교화 요인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의 

클러스터를 제시하여 긴 브라우징을 통해 하는 눈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를 잘 활용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연구문제 3>의 결과를 토대로, 간접적인 자료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관계를 추천해주거나, 다양한 

패턴으로 질의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본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추천 검색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최대한 세렌디피티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비슷한 결과물 대신 다양한 결과물의 집합을 먼저 

보여주고, 뎁스(depth)를 이동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머신 러닝 등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하여 확장 

가능할 것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첫째, 프레젠테이션과 

시각 보조자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미비했다. 저작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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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기업의 보고 자료나 사용 가이드문서, 혹은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방법적 접근에 대한 자료들은 있었으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을 글의 한 형태로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나, 사용자 

중심에서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이미지 검색 연구들은 매우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또한 내용 

기반의 이미지 검색 연구들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형태적 요소들 외에, 사용자 중심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미비했다. 셋째,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미디어학, 문학의 개념과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술적 도구의 해석,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연구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다 학제를 아우르는 디지털정보 융합 연구의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사용자의 행동을 로그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툴 없이 상용 서비스의 도구의 일부를 

연구에 맞게 활용했다. 특히,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 자기 보고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아닌, 기계적으로 수집되는 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자칫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로그 연구에서 실험용 

계정을 부여하고, 실험 참여자 스스로가 로그 수집의 시작과 끝을 

직접 제어하게 하여 거부감을 없애고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차단했다. 셋째, 사후 응답의 트리거(trigger)로써 실험 참여자 

자신의 족적을 제시해 줌으로써 쉬운 회상과 그로부터 응답의 

성실성이 보장되었다. 넷째, 실험 연구의 맹점인 자연스러운 상황과 

맥락이 저해되는 것을 방법적으로 해결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얻었다는 점이 있다. 

 

산업계에 줄 수 있는 함으로서는, 본 연구는 실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문제 의식으로 삼아 시작된 연구이기 때문에 탐구하는 

목적 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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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기능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업적 검색 도구의 

한계를 밝히고 연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제품화의 허들을 낮추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관찰의 범위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 과정’으로 한정했다는 

점이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사전의 

구상뿐만 아니라 심상화 단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심상화 과정은 

관찰하기 어렵고, 초기의 심상을 관찰한다 해도 검색 중 일어나는 

타협과 심상의 변화는 더욱이 읽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색의 앞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상이 질의어로 변하는 

단계를 설명해야만 하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지를 수급하는 

방식과 검색 보조도구 사용을 함께 관찰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찾기 행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실험 설계에 있어서는 실험 참여자가 42명으로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사람이 1~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사후 30분 정도의 추가 설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졌지만 시간소요가 컸다는 점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과 단위가 사람이 아닌,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이미지-

텍스트 쌍과 각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의 

수에 대해서는 42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저작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 해석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성향을 아우르는 많은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화에 있어서의 당위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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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분석에서의 한계는, 본 연구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라는 

축에는 총 16개의 관계가 포함되며 이 관계를 축으로 검색 

행동들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계들에 모두 충분한 수의 

자료가 할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계별로 사용 빈도에 큰 차이가 

있었고 적게 나타나는 관계에 해당하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이 또한, 다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웹에서의 이미지-

텍스트의 관계 분류에 비해 달리 나타났던 현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만 나타나는 

경우와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면 더 풍부한 결과 제시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검색 결과 이미지 탐색의 요인에 대한 질문은 설문 형태 

보다는 인터뷰를 통해 맥락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회상적 자기보고법을 

통한 인터뷰는 제시한 분류체계가 가지는 한계성도 함께 해결해 줄 

것이다. 

 

내용분석에서는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주 복잡한 분석은 무리겠지만 본문의 텍스트 내용, 지시성과 사후 

설문 내용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이용했으면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지만, 주요한 결과를 반영한 간단한 기능 

구현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검색의 효율과 편리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더 강력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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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Image Search Process 

for Presentation 
: Focusing on the semantic relations of 

`image and text 
 

Lee, Nam-min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is a period when the self-expression through 

presentation is important. Therefore, a role of visual aids in 

helping to deliver contents to the audience effectively has come 

to have a great importance. In particular, as the image literacy 

of people increases, properly using images, which could contain 

more information than texts, may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resentation, and the influence of images has 

become extremely high. In the process of making a presentation, 

image retrieval through search engine is inevitable.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and takes considerable time to search for the 

appropriate image. 

 

Presented study was conducted with a concern that the 

commercial search engines do not tak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mage search into account. Therefo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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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its relation with the texts used alongside particularly, 

the behavior of image search for presentation has been 

observed microscopically at each step of the search.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us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 of image search for presentation and suggest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commercial search engines. 

 

As for it, the image search process was defined as 3 stages: 

initial query formulation stage, query reformulation stage, 

browsing search results. The whole process was observed 

microscopically in terms of the users, image search process, 

and the relation between image and text. 

 

In order to observe the behavior of image search in detail, a 

task-based experiment for making a presentation was 

conducted with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 query log and 

the image selection log, which could be collected from the 

Google history, were analyzed. By stratifying a large group 

(n=493) of college students gathered from a preliminary web 

survey, 45 participants were recruited. Of them, 42 participants 

made a presentation containing images, and a total of 1269 

image-text pairs and relevant search logs were analyz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6 most commonly-used relations 

between image and text have been derived, and a new 

classification scheme has been proposed. The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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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earch has be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query 

reformulation, determining the relations of the image and the 

text, and the degree of difficulty as well as the search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lation has been identified. In 

addition, 15 factors that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e 

refinement stage of image search for presentation have been 

derived, a new classification scheme with the primitive, 

representational, content factors has been proposed. Finally, 

the image search behavior of the cases where the presentations 

are well-made and those that are not have been compared as 

well. Based on the insigh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an image 

search interface with the presentation making tool embedded 

has been proposed, and thus, the feasibility is supported and 

the usefulness of the study is presented. 

 

This study has been first departed from users' difficulties of 

the image retrieval process for making presentations. The 

distinctive patterns of image search process have been 

observed from the microscopic perspective investigating the 

relations between image and text, with novel data collecting 

methodology in participants' natural setting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traditional experimental research.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current search engines, and thus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as a convergence research embracing multi-

disciplinar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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