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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스타그램에서 최신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트렌드를 

포착하고 선도하는 일이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보상과 만족감을 선사함에 

따라, 트렌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로 라이프스타일에 

관련한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웹과 같이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와 실제 사용 행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진, 태그가 혼재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웹 검색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검색 목적에 관한 연구와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패턴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검색 목적 연구에서는,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검색 목적을 수집하고, 검색 목적의 성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검색 목적의 비율을 비교하여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을 도출하였다. 덧붙여, 사용자들이 어떻게 웹 검색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인스타그램 검색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았다.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패턴 연구에서는, 검색 목적 연구에서 도출한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에 따라 질의어 입력, 검색 결과 브라우징, 

정보의 평가와 채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질의어 입력에 

관해서는, 검색 목적에 따른 질의어 사용의 특징 및 사용자들의 질의어 

입력 행동을 살펴보았다. 질의어 입력의 다음 단계인 검색 결과 브라우징에 

관해서는,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사진 더미에서 

디테일 선택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또한, 정보의 평가와 

채택에 관해서는,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사용자가 갖는 결과 평가와 채택의 

기준을 확인하고, 검색 목적에 따라서 기준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살펴보았다. 

검색 목적 연구의 자료는,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사용하는 32명의 

참가자의 웹 검색어 기록 160개와 인스타그램 검색어 기록 160개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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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를 2차 코딩하고 

범주화 하여 검색의 목적을 ‘색인(Look up)’, ‘학습(Learn)’, 

‘조사(Investigate)’의 세 가지 큰 범주로 구분하고 16가지의 세부 검색 

목적을 구분하였다. 검색 목적의 비율에서 웹 검색은 ‘색인(Look up)’이 

70%를, 인스타그램은 ‘조사(Investigate)’가 48%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두 

검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웹 검색에 비교하여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검색 목적을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시의적 정보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의 주요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을 얻었다.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 연구의 자료는, 인스타그램 검색을 활발히 

사용하는 21명으로부터 79개의 검색 행동을 비디오 녹화하고 사후 이유 

발화 및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행동을 단위로 검색 과정을 코드화 

하여 3,805개의 행동 코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코드는 각각의 

연구문제에서 보고자하는 대상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첫째, 질의어 사용에서는 사용자들이 최초 질의어 입력 후 

태그와 사람을 선택하며 질의어 변경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질의어 입력에서는 검색 목적에 따라 ‘직접 입력형 검색’과 

‘제시어 선택형 검색’이 중요하게 활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 리스트 브라우징에 관해서는 주제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형태의 사진 

선택이 검색 목적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검색 결과 이미지 더미를 브라우징하는 행동의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결과의 평가 및 채택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요소 중 ‘양’, ‘반복’, 

‘내용’, ‘사진의 질’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나는 검색에 집중하여, 검색 행동을 

밝혀내어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인스타그램의 검색을 토픽에 한정하여 정보 행동 중의 하나로만 다루었던 

것에서, 이 연구는 정보 행동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검색 목적과 

행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검색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던 질의어 

입력보다 결과를 탐색하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정보 검색의 매체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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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목적과 패턴을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사용자의 검색 행동을 바탕으로 한 탐색적인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탐색적 검색, 인스타그램, 소셜 검색, 검색 목적, 검색 패턴 
학   번 : 2015-26099 
 
 



 

 iv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배경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정보 검색 행동의 변화 ............................................................ 4 
제 2 절 인스타그램 정보의 특성 .......................................................... 6 
제 3 절 검색의 정교화 ......................................................................... 8 
제 4 절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 .................................................. 10 

 

제 3 장 연구 문제 ........................................................................... 14 
제 1 절 연구 문제 ............................................................................. 14 
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 16 

 

제 4 장 연구 방법 ........................................................................... 20 
제 1 절 검색어 로그 기반의 인터뷰 .................................................... 21 
제 2 절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관찰 ................................................ 24 

 

제 5 장 연구 결과 ........................................................................... 29 
제 1 절 웹과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에 대한 비교 ............................. 29 
제 2 절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검색 패턴 ................................. 36 
제 3 절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및 채택 ................. 45 

 

제 6 장 연구의 결론 ....................................................................... 47 
제 1 절 연구의 요약 .......................................................................... 47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 53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 54 

 
참고문헌 ........................................................................................... 56 
 
Abstract ........................................................................................... 59 
 

 
 
 



 

 v 

 

표 목차 
 
 

[표 1] 질의어 뭉치 분석의 틀 .......................................................... 9 
[표 2]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 16 
[표 3]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 ..................................... 17 
[표 4] 디테일 선택의 분류 체계 ..................................................... 18 
[표 5]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체계 .............................................. 19 
[표 6]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방법 ................................................ 16 
[표 7] 사전 설문의 문항 구성 ........................................................ 21 
[표 8] 인터뷰의 참가자 ................................................................... 22 
[표 9] 관찰의 참가자 ...................................................................... 24 
[표 6]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방법 ................................................ 16 
[표 7] 사전 설문의 문항 구성 ........................................................ 21 
[표 8] 인터뷰의 참가자 ................................................................... 22 
[표 9] 관찰의 참가자 ...................................................................... 24 
[표 10]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 ................................... 31 
[표 11] 웹과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별 비율 ................................ 35 
[표 12]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 ............................................ 36 
[표 13]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류 ............................................ 38 
[표 14] 질의어 입력 패턴의 분류 ................................................... 40 
[표 15] 질의어 입력 패턴의 비율 ................................................... 41 
[표 16] 디테일 선택 패턴의 비율 ................................................... 43 
[표 17]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요인 ............................................ 45 
 

 

 



 

 vi 

그림 목차 
 
 

[그림 1]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있는 맛집 기사의 예시-위시빈  ....... 1 
[그림 2] 관찰 녹화의 예시-Q03 .................................................... 25 
[그림 3] 참가자가 선택한 장면의 예시-Q07 ................................. 26 
[그림 4] 행동 코드 분석의 장면 ..................................................... 27 
[그림 5] 웹 검색의 목적(좌)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우) ......... 33 
[그림 6] 검색목적별 평균 ‘디테일-태그 이동(DT)’과 ‘디테일-사람 
이동(DP)’ 횟수 ................................................................................ 37 
[그림 7] 검색 목적별 질의어 입력 패턴의 비율 ............................. 42 
[그림 8] 리스트의 단위와 디테일 쌍의 개념 .................................. 43 
[그림 9] 검색 목적별 디테일 선택 패턴의 비율 ............................. 44 
[그림 10]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정보 평가 및 채택 비율 46 

 



 

 1 

제 1 장 연구의 배경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스타그램에서 최신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 

맛집, 쇼핑, 피트니스, 전시 및 공연으로 대표되는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인스타그램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행 컨텐츠 플랫폼인 위시빈 ①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W, 패션 

매거진 보그 등 각종 트렌드 관련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인스타그램의 

트렌드에 관해 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인스타그램의 검색 기능을 통해 트렌트를 능동적으로 

찾고 있다. 2015년 38개국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에서 ‘관심있는 브랜드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나 되었으며, 분야에 있어서는 패션(80%), 인테리어(67%), 전시 

및 공연(65%) 순으로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iconsquare, 2015). 즉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대부분(70%)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살피는 검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보의 

양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흔해 빠진 정보가 아닌 최신의 트렌드를 잘 

알고 향유하는 것이 개인의 만족을 높여주고, 개인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를 탐색하고 있다. 

 

 
그림 1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있는 맛집 기사의 예시-위시빈 

                                            
①
 https://www.wishbe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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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본래 사진 중심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므로 초기에는 

검색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사진을 통해 나의 소식을 공유하거나, 

팔로잉하는 대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라이크(like), 댓글, 팔로우(follow) 

기능을 통해 네트워킹하는 것이 서비스의 본 목적이다. 초기 인스타그램은 

사진의 필터를 제공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였다. 이후 2011년 해시태그가 도입되면서, 사진에 

대해 태깅하는 행동과 해시태그를 검색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트렌드를 탐색하는 행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탐색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 갖게 된 속성과 관련이 높다. 첫째, 검색을 

돕는 해시태그가 발달하였다. 해외에서는 #instafashion(패션), 

#instafit(운동)과 같이 접두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먹스타그램(음식), 

#럽스타그램(연애)와 같이 접미사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묶어볼 수 있는 

태그가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태그에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형 

이모티콘을 이르는 ‘이모지(emoji)’를 사용하거나 은어를 섞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그를 이용하면 관련 

컨텐츠를 모아볼 수 있어 트렌드를 살피기에 용이하다. 

둘째, 인스타그램에는 트렌드를 유도하는 기제가 있다. 인스타그램은 

주요 마케팅의 장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들은 유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서 브랜드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늘리는 

초보적인 방법에서부터, 사진의 내용이나 업로드 주기에 있어서 실제 

사용자처럼 행동하며 팔로워를 늘린 뒤에 홍보를 늘려가는 전략적인 

방법까지 발달해있다. 최근 서점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관한 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태그파인더(tagfinder.co.kr) ②와 같이 유료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SNS에서 팔로워 수가 높아 

파급력이 높은 유명인을 이르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역시 트렌드를 

유도한다. 한 패션 블로거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포스팅 당 1만 5천 

달러(약 1,500 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다수의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②
 http://instaz.co.kr/tag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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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③ . 이처럼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에게 트렌드를 전파하고, 기업의 

마케팅에 합류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유도하기도 한다.  

셋째,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이 업데이트 되는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인스타그램에는 하루 평균 9,500만개의 

포스팅이 올라온다④ . 한 장의 사진에 태그 몇개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략한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트렌드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특수한 성향이 인스타그램을 트렌드 중심의 신종 검색 도구로 

사용되게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과 검색의 과정, 사용자의 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실증적 데이터 및 정성적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검색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을 알아본다. 

둘째,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검색 패턴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사용자들이 검색 목적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채택하는지 알아본다. 

                                            
③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 동향, 2015 

④
 Instagra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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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보 검색 행동의 변화 
 

1. 웹 검색 행동의 변화 

웹 상에 정보가 날마다 늘어나고 검색 엔진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웹을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해답을 쉽고 빨리 

얻을 수 있다(박온자, 2005). 이에, 많은 사람들이 웹 검색을 통해 정보 

요구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검색 엔진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줄 아는 경우에 한해서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Hegna, 2004). 사용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입력한 질의어에 대한 적합성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웹 검색이 더 

많은 경우에 필요해지게 되었다.  

마치오니니(Machionini, 2006)는 검색 행동을 ‘색인(Look up)’, 

‘학습(Learn)’, ‘조사(Investigate)’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색인’은 그 동안 웹 

검색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반면, ‘학습’과 ‘조사’는 현재의 웹 검색이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보를 찾는 행동의 특성상, 세 가지 

검색 행동이 병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정교한 분류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검색 행동에서 가장 주된 의도를 파악하여, 가장 기본적인 검색의 형태로 

잘 구조화된 대상을 목적지향적으로 찾는 행동에 대해 ‘색인’이라 분류하고, 

여러번의 반복을 통해 결과를 훑고, 비교하여, 사용자의 질적인 판단으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검색 행동을 ‘학습’이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여러번 반복해서 살펴보며 사용자의 평가와 분석이 빈번히 일어나는 검색 

행동을 ‘조사’로 분류하였다. 특히, ‘학습’과 ‘조사’는 질의어 입력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탐색적 검색(Exploratory Search)’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주로 , 웹 검색의 결과가 정의하고 있는 적합성은 

‘색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형태로,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첫 페이지를 

브라우징하는 것으로는 ‘학습’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브라우징을 돕는 다양한 검색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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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며,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검색 엔진이 고민해야하는 방향이라고 제시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웹 검색과 달리 시스템에 부합하는 

적절한 알고리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검색한 해시태그에 대해 시간순으로 

쌓인 이미지 더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은 

시간순으로 쌓이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을 태그를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재정리해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기존의 웹 검색과 매우 다른 구조로,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검색 목적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고 재정리하며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형태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을 통해, 

기존 웹 검색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검색 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정보 추구 모델의 변화 

피셔, 에더렉스와 맥케인(Fisher, Erdelex and McKechine, 2005)이 공동 

편집한 ‘정보 행동의 이론(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을 통해 

정보추구 모형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윌슨(Wilson, 1981)은 환경을 

반영한 입장에서 거시적인 정보추구 모형을 제시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엘리스(Ellis, 1989)와 컬도오(Kuhlthau, 1991)은 윌슨의 모델(Wilson, 

1981)을 정교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한편, 베이츠(Bates, 1985)는 ‘베리 피킹 

모형’을 제시하였다. ‘베리 피킹 모형’에서는 사용자가 한 방향으로 서지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진화해가면서 원하는 바를 검색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조명대(2010)는 베이츠(Bates, 1985)의 접근과 

차별화된 형태로, 최근 소셜 태깅된 웹에서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뿐만 아니라, 그동안 웹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개념, 지명, 사람 

등을 포함한 ‘비정보자원(Non-Information Resource)’도 이용하여 

역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조명대(2010)는 

이제는 정보의 이용자들이 ‘정보자원’과 ‘비정보자원’들을 스스로 모델링 

해나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정보검색 패턴이 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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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소셜 태깅이 활발히 일어나는 

웹으로, 그 동안 웹에서 이용되지 못했던 개념, 지명, 사람 등을 포함한 

‘비정보자원’이 주요하게 이용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정보 검색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용자들의 역동적인 정보 추구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소셜 태깅을 바탕으로 구축된 

인스타그램의 정보 구조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제 2 절 인스타그램 정보의 특성 
 

이 절에서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정보 이용에 관한 두 가지 속성을 

살펴본다. 첫째,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이용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일상 

공유를 목적으로 게시한 포스팅을 검색하고 브라우징하여 정보를 얻는다. 

오직 이용자들이 생성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웹 검색에서 웹 사이트 또는 

전문가가 생성한 정보를 중심으로 찾는 것과는 매우 다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을 살펴본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은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이용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은 태그나 사람을 선택하여 

이미지 더미를 얻고, 이미지 더미 속에서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평가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통한 정보 

이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브라우징하는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을 살펴본다. 

 

1. 소셜 미디어 정보와 인스타그램 

사람들의 정보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얻는 행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용자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을 

‘소셜 검색(Social Search)’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검색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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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의 ‘소셜 검색’은 

정보를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검색의 

결과 역시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고리듬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Scale, 

2008; Carmel et al., 2009; Zhou, Lawless and Wade, 2012). 

인스타그램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관계를 중심으로한 포스팅 추천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를 찾기 위해 태그를 선택하거나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최신순으로 나열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인스타그램은 대부분의 ‘소셜 검색’과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선택한 태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정에 

따라, 알고리듬이 개입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인스타그램서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들을 태그를 중심으로, 사람의 계정을 

중심으로 이미지의 목록을 바꾸어가며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색 행동을 

관찰함을 통해 알아본다. 

 

2. 이미지 검색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검색은 이미지 콘텐츠를 찾는다는 속성에서 이미지 

검색이다. 이미지 검색의 방식은 크게 ‘텍스트 기반(text-based)’의 방식과 

‘내용 기반(content-based)’의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김현희, 2011). 텍스트 

기반 검색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찾는 

방식이다. 내용 기반 검색은 이미지의 내용 즉, 모양, 구도, 색과 같은 

정보로 검색을 하는 방식이다. 인스타그램은 검색은 해시태그라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찾는 텍스트 기반 방식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검색 결과는 이미지 콘텐츠의 정방형 썸네일 더미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한 화면에 2X6개의 썸네일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스타그램 검색 결과는 장면적-공간적 코드를 

갖는다(김유나 2016). 기존의 텍스트 리스트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의 

그리드로 대체되었다. 이미지는 공간적 코드이기 때문에 시간적 패러다임이 

표방했던 세로축이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8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공간 경험과 유사하다(김유나 2016).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더이상 행을 따라가면서 이미지를 읽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망(Net)을 통해 인지한 후,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Flusser, Villem 

1998).  

 

 

제 3 절 검색의 정교화 
 

검색은 적극적인 정보학습과정(active learning process)이다(이중식, 

2011).  베이츠(Bates, 1979)는 ‘베리 피킹 모델’을 통해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검색 결과의 영향을 받아 질의어를 정교화하기도 하고 검색 결과의 

브라우징 방식을 수정하기도 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검색의 정교화’라고 부르겠다. 인스타그램의 검색의 정교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 제 2절에서는 검색의 정교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검색을 질의어 입력과 검색 결과 브라우징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에 관해 살펴본다.  

 

1. 질의어 정교화 

질의어는 사람들의 정보 요구를 시스템에 표현한 것으로 검색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로즈와 레빈(Rose and Levin, 2004)은 

알타비스타(AltaVista)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검색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검색목적을 구조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웹 검색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떤 질의어를 입력하는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왜 검색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어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배인브릿지 등(Bainbridge et al., 2003)과 쿠닝햄 등(Cunningham et al., 

2004)은 각각 음악 정보 검색 시스템과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입력한 질의어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정보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텍스트 기반의 멀티미디어 검색시에 짧고 단순하며 

모호한 질의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챙(Tseng, 



 

 9 

2009) 역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질의어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검색을 

하면서 고쳐 입력하는 질의어의 패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의어 

수정에 있어서 공통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이전 질의어와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전 질의어를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 이전 질의어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가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질의어에 뭉치가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의 정교화 패턴을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이중식, 2011).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검색 행동을 검색어 로그를 검색어 뭉치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의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표 1]와 같이 로그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표 1 질의어 뭉치 분석의 틀 (이중식, 2011)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질의어의 정교화만을 다루는 한정적인 관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질의어의 입력보다 후반의 결과 브라우징이 더욱 중요한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검색 결과를 선택해 나가는 정교화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의 질의어 정교화 패턴을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분석의 틀을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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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브라우징의 행동 

결과 브라우징 행동은 주로 웹 페이지의 클릭 로그나, 모바일의 버튼 

로그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박소연(박소연, 2005)는 질의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회한 문서의 클릭 로그에 기반하여, 각 질의어가 어떠한 주제를 

보고자 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미릭 외.(Millic et al., 2004)는 웹의 

백(back) 버튼의 로그를 수집하여, 검색 과정에서 페이지 탐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혔다.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분기로 수평적인 

페이지의 확장이 일어나는 행동을 백(back) 버튼과 페이지 뷰(page view)를 

중심으로 나열하여 도식화 하였다. 질의어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가 

함축되어 표현된 텍스트 단위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지만, 

결과 브라우징은 열람되는 웹 페이지가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하나로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 클릭이나 버튼 로그에는 사용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질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사진이라는 새로운 페이지의 단위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한다. 인스타그램 검색의 결과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디테일 사진이 무엇인지, 디테일 선택간의 패턴을 살펴보아 검색 결과를 

브라우징하는 행동에서, 사용자들이 검색 목적에 따라 사진을 어떻게 

다르게 선택하는지를 본다. 

 

 

제 4 절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 
 

검색 목적은 검색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동안 검색 

목적의 프레임에서 검색 행동을 분석하거나, 검색 행동으로부터 검색 

목적을 유추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을 보기 위해서 제 3절에서는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1. 웹 검색의 목적과 소셜 검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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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와 레빈슨(Rose and Levinson, 2004)은 알타비스타 검색엔의 

검색어를 분석하여 사용 자의 검색목적을 구조적으로 분류하였다. 약 

100～200여 개의 검색어를 분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검색목적은 

크게 3개의 형태：1) ‘사이트로의 네비게이션(Navigational)’, 2) ‘정보적 

목적(Informational)’, 3) ‘자원으로서 활용(Resource)’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개의 검색목적을 세분화하여 ‘웹 사이트 연결’, ‘사실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 ‘방법 참조’, ‘장소 정보’, ‘수평적 대안 확보’, ‘다운로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컴퓨터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획득’으로 10가지 검색의 목적을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정보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 

검색’의 목적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도 이어졌다. 린과 미셴(Lin and Mishen, 

2012)은 트위터의 길이가 짧고, 작성 방법이 짧고 수명이 짧은 등의 트윗의 

속성이 웹 페이지와 다르게 검색 되더라도 사람들은 트위터 콘텐츠를 통해 

자주 검색한다고 하였다.  티반 등(Teevan et al., 2011)은 Microsoft사의 

54명 직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통해 트위터 검색의 목적을 연구하였다. 세 

가지 주요 동기가 있음을 밝혔다. : 1) 실시간 정보 2) 사람에 관한 정보 3) 

특정 토픽 관련 정보. 사람들은 실시간 검색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트위터 

검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는 연예인과 

뉴스 기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최신성과 적합성이 모두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는 특정 사용자 또는 유명인 이름이 모두 트위터의 인기 

질의어로 나타났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위해 

트위터 검색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 천문학과 같은 특정 토픽에 관한 

내용을 트위터에서 검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에스빌러와 

하베이(Elsweiler and Harvey, 2015)은 이러한 트위터 검색의 동기를 더욱 

세분화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다이어리 연구 방법을 통해, 68명의 

사용자로부터 117개의 검색 행동을 수집하였으며, 각각 검색에 대하여 

검색의 목적, 리파인딩(Refinding) 여부, 시간에 관련된 정보인지, 검색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를 수집하였다. 크게 8가지의 트위터 검색 목적과 

20가지의 하위 목적을 검색 결과의 코딩과 범주화를 통해 분석해내었다. 

8가지 트위터 검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시의적 정보 확인’, ‘지나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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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미디어로서 구경’, ‘해시태그, 트윗, 문서에 관해서 추적’, ‘업데이트된 

정보 확인’, ‘사람들의 행동 참조’, ‘자신에 관한 모니터링’, ‘해시태그에 관한 

모니터링’, ‘주제에 관한 모니터링’, ‘친구 찾기’, ‘유명인 찾기’, ‘기관 찾기’, 

‘트윗의 링크 찾기’, ‘트윗 자체의 내용 찾기’, ‘전반적 내용 조사’. 

에스빌러와 하베이(Elsweiler and Harvey, 2015)은 사용자들이 트위터 

검색을 통해 다양한 목적에서 다른 정보를 얻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트위터 검색은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지던 웹 검색에 비해서 사용자의 시간, 

공간적 맥락이 반영되며, 사회적(social) 목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 

로즈(Rose, 2004)는 앞으로의 검색엔진 유저 인터페이스는 

목적부합성(goal-sensitivity)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로즈와 레빈슨(Rose and 

Levinson, 2004)은 사용자들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목적을 정보 요구로 

정의하고,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 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검색행동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메타 검색엔진을 선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검색엔진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접근으로 젠센 등(Jansen et al. 2007, Adar et al. 

2008)은 질의어 데이터 로그로부터 정보 탐색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용자의 검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검색 

목적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를 목적과 의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검색에 관련하여서는 기초적인 

검색 목적이 단편적으로 패션 분야에 한정지어 연구된 바 있으며, 그마저도 

검색 목적을 중심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정보를 얻는 

행동 중의 하나로 살펴본 것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의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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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검색을 이해하고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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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1.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은 웹 검색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가? 

1-1. 웹 검색 목적과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2. 웹 검색 목적과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인스타그램은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는 등, 웹 검색의 주요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왔으나 인스타그램 검색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검색을 어떤 용도로 인식하고 검색하고 

있는지 다루지 않아 왔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서는 웹 검색과 비교하여 

인스타그램 검색을 수행할 때, 검색 목적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이며,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검색시에 도구를 고르고 

사용하는 요인은 사용자가 느끼는 검색 도구의 효용성(efficacy)을 드러내는 

것으로, 새로운 검색의 특성을 파악하는데에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의 웹 검색 로그와 인스타그램 검색 로그를 수집하여, 

각각의 검색 목적 및 도구 선택의 이유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3차 

코딩을 통해 유목화 하였다. 

 

연구문제 2. 검색 목적에 따라 검색 패턴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1. 검색 목적에 따라 질의어 입력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2. 검색 목적에 따라 디테일을 선택하는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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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파악한 인스타그램 검색의 주요 

목적을 기반으로, 목적에 따라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다.  검색 행동을 질의어 입력과 검색 결과 리스트와 디테일 간의 

브라우징으로 나누고, 각각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질의어를 입력하는 

행동의 패턴이 검색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초기 

질의어 입력 패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질의어를 어떻게 

바꾸어가며 사용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디테일을 선택하는 

행동의 패턴이 검색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최근의 검색 행동을 검색 로그를 기반으로 복기하도록 하여 

검색 행동의 비디오를 기록하였으며, 검색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느낌과 

판단의 흐름을 구두로 회상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3. 검색 목적에 따라 검색 결과는 어떤 기준에서 유용하게 

평가 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 문제 2>에서의 목적별 검색 행동의 결과, 

사람들이 검색에서 유용한 요소로 인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람들이 검색 목적을 도달하는 데에 유용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검색 

목적에 따라서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검색 과정 및 검색 결과의 만족도를 사후 설문을 통해 받고, 검색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어떤 이유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 복수의 

응답으로 수집하였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검색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지 분석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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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1.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 

인스타그램 검색의 검색 행동을 미시적인 행동의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류 체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인스타그램 서비스 자체가 갖는 검색의 구조를 특징적인 화면 

단위로 나누었다. 검색창, 검색 결과 리스트, 검색 결과 디테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화면에서, 화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을 

목록화 하였다. ‘초기 질의어’, ‘질의어 평가’, ‘질의어-리스트 이동’, ‘리스트 

평가’, ‘리스트-디테일 이동’, ‘디테일 평가’, ‘디테일-리스트 이동’, ‘디테일-

사람 이동’, ‘사람 평가’, ‘사람-디테일 이동’, ‘태그-디테일 이동’으로 행동을 

목록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파일럿으로 1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7 

수집한 36개의 검색 과정의 녹화 화면과 사후 이유의 발화를 바탕으로, 

각각의 화면에서, 화면간의 이동에서 나타나는 검색 행동을 위의 목록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검색 과정의 녹화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분석해 

보았고  빠진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화면 캡쳐’, ‘북마크’와 

같은 행동이 추가될 수 있었다. 그리고 목록화된 행동에 관한 범주화를 

통해 ‘입력’, ‘평가’, ‘이동’, ‘복귀’, ‘저장’으로 행동의 상위 분류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표 3]과 같은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3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 

 

 

2. 디테일 선택의 분류 체계 

인스타그램은 검색 결과가 이미지 더미이며, 사람들은 이 더미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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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갱신되는 랜덤한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사진을 선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트에서 

썸네일 사진을 선택하는 패턴을 분류하였다. 12명의 36가지 검색 과정 

중에서 [표 3]의 ‘LD(리스트에서 디테일 이동)’를 시계열 순으로 놓고, 

선택의 패턴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이 일련의 사진을 

선택하는 패턴은 기존의 웹 검색에서 검색어 뭉치 속에서 검색 질의어를 

정교화하는 행동 중, 내용의 정교화와 매우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중 질의어 정교화 연구(이중식, 2011)에서 내용의 정교화 

분류 체계를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디테일 선택의 패턴에 맞게 변형하였다. 

‘확장’, ‘입체화’, ‘반복’, ‘점핑’, ‘수행화’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되 질의어가 

아닌 사진의 선택으로 수정하여 구성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을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디테일 선택의 분류 체계 

 



 

 19 

3.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체계 

인스타그램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데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체계를 정리하였다. 우선, 

인스타그램의 리스트, 디테일, 사람 페이지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리스팅하였다. ‘리스트의 분포’, ‘리스트의 적합성’, ‘디테일 사진의 

퀄리티’, ‘디테일 사진의 콘텐츠’, ‘태그의 양’, ‘태그의 내용’, ‘캡션의 내용’, 

‘댓글의 내용’, ‘라이크의 수’와 같은 목록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12명의 36가지 검색 과정과 사후 발화를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평가에 해당하는 ‘QR(질의어 평가)’, ‘LR(리스트 

평가)’, ‘DR(디테일 평가)’에서 어떠한 요인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리스팅한 

평가 요소 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하는 작업을 

거쳤다. ‘리스트의 희소성’, ‘아이디의 주제 연관성’, 사람 평가에서 ‘사진 

컨텐츠의 일관성’ 등이 추가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표 5]와 같이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5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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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인터뷰와 비디오 분석, 사후 이유 발화를 통해 주요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인터뷰는 응답자의 생각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의 사용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로 인스타그램 검색의 주요한 사용 요인을 밝힌 뒤, 검색 행동을 

비디오 분석하였다. 미시적인 검색 행동을 단위로 하여 검색의 과정를 

코드화 하여 검색 행동을 검색 과정에 따라 질의어 입력, 디테일 선택, 결과 

평가 및 채택으로 살펴본다.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의 요약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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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검색어 로그 기반의 인터뷰 
 

1. 참가자 모집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을 웹 검색의 목적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인스타그램 검색은 인스타그램의 일부 기능으로,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하였거나 포스팅, 팔로워, 팔로우 등의 지표가 

높다고 하여 인스타그램 검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고자 하였기에 

인스타그램 검색 자체에 관한 친숙도와 사용 빈도를 사전 설문을 통해 

수집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사전 설문은 [표 7]과 같이 구성하여 

인스타그램과 인스타그램 검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인스타그램 검색 

친숙도가 높고(4점 이상/5점 만점) 인스타그램 검색 빈도가 잦은 

사람(며칠마다 또는 날마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7 사전 설문의 문항 구성 

 

 

참가자 모집은 6일간 진행되었고,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총 32명(남=10, 여=22)이었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6.9세(SD=3.1)였다. 표집에 있어 사람들이 20대와 여성에 치중되어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인스타그램 검색을 사용하는 

사람의 검색 행태를 보는 것으로서, 성별, 직업군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스타그램 검색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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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스크리닝 기준에 합당한가이다. 따라서 적극적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두고 표집을 

하였다. 

 

표 8 인터뷰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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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어 로그 수집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용자의 검색 맥락을 더 효과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인터뷰 전에 미리 웹 검색의 최근 검색어 로그 5개와 인스타그램 

검색의 최근 검색어 로그 5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검색어 로그는 인터뷰 

시에 제시되어 참가자가 각각의 검색어 로그를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다시 검색해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내는 

식으로 사용되었다. 참가자들 중 그동안 검색어 로그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웹 검색 또는 인스타그램 검색의 최근 검색어 로그가 5개가 채 되지 않는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로그를 기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색어 로그 5개를 

수집한 뒤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2명의 참가자로부터 웹 검색 로그 

160개와 인스타그램 검색어 로그 160개를 수집하였다. 

 

3. 인터뷰 

인터뷰는 반구조적(semi-structured)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리 

정해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연구자가 원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검색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수집된 검색어 로그 10개(웹 검색 5개, 인스타그램 검색 5개) 

각각에 대한 검색 목적, 검색 도구 선택의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약 40-50분 동안 진행되었다. 

 

4. 분석 

인터뷰 결과는 주제별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보학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 2명이 인터뷰로 수집한 320개의 검색어 

기록에 관한 검색 목적의 응답을 읽으면서, 응답이 의미하는 개념에 관하여 

논의하며 1차적으로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이후 중복되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묶으며 2차 코딩을 하였다. 2차 코딩에서는 개념의 묶음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코딩 작업을 하였다. 2차 코딩의 결과는 정보학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 1명이 리뷰를 하였고, 범주화된 부분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4 

 

제 2 절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관찰 
 

1. 참가자 모집 

참가자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 관찰을 진행하였다. 참가자 모집 시, 관찰에서 수행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찰의 참가자는 총 21명(남=7, 여=14)을 모집하였다. 관찰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7.1세(SD=3.7)였다.  

표 9 관찰의 참가자 

 

 

2. 사전 설문 및 인터뷰 

사전 설문에서는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앞서 진행한 

인터뷰와 동일하게 최근 인스타그램 검색어 기록 5개를 수집하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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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인터뷰하였다. 수집한 검색어들은 이후 인스타그램 검색 단계에 

당시의 검색 목적과 같이 검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검색 태스크 후 진행될 사후 이유 발화를 학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검색 행동에 관하여 사후에 이유를 발화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낯선 방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준비한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에 관한 사후 발화의 예시 비디오를 보면서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예시 검색어를 주어주고 검색해보게 

한 뒤, 사후 이유 발화를 연습하게 하였다. 

 

4. 검색 태스크 수행 

인스타그램 검색은 5회 진행하였다. 사전 인터뷰에서 수집한 검색어 

기록에 관하여 당시와 같은 목적으로 검색하게 하였다. 만약 검색어 기록 

중 참가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검색 태스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업체인 태그파인더(tagfinder.com)에서 인기 해시태그 

100개의 리스트를 준비하고 참가자에게 찾아보고 싶은 태그를 고르도록 

하고 검색의 이유와 목적을 인터뷰한 뒤 해당 검색어를 검색하게 하였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검색을 하였고, 검색 행동은 

[그림 2]와 같이 Quick Time Player의 화면 녹화를 통해 녹화되었다. 

 

 

그림 2 관찰 녹화의 예시 - Q03 

 



 

 26 

5. 사후 설문 및 사후 이유 발화(Eliciation) 

사후 설문에서는 검색 과정이 만족스러웠는지와 검색을 통해 궁금했던 

것을 해결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수집하였다. 사후 이유 발화에서는 본인이 

수행한 인스타그램 검색의 비디오를 보면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였다. 검색 과정에 관한 사후 이유 발화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검색의 과정 중에서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을 

[그림 3]과 같이 비디오의 검색 장면 중에서 찾아달라고 하고, 그 이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림 3 참가자가 선택한 장면의 예시 - Q07 

 

6. 분석 

6-1. 비디오 코딩 

인스타그램 검색 비디오는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의 차이를 보기 

위해  검색 목적에 따라 검색 행동을 나눈 뒤, 비디오의 행동을 코드화하여 

코드   간(門) 또는 코드 마다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참가자가 사전에 

응답한 검색 목적을 인터뷰에서 수립한 검색 목적 분류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마련한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석 체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참가자의 검색 행동 비디오를 보면서 미시적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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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코드화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보고자하는 여섯가지의 검색 목적에 

부합하는 79개의 인스타그램 검색 비디오에서 3,805개의 행동 코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에서 보여지듯, 사후 이유 발화 비디오를 보며 각각의 코드에 

대하여 참가자가 이야기하는 행동의 이유를 행동의 코드에 매칭하여 

서술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검색 과정 중에서 어떤 순간이 초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0,1로 코드에 

매칭되었다. 참가자가 선택한 순간에 대해서는 1로 표시하고 참가자가 

응답한 이유를 서술하였으며, 보고되지 못한 순간은 0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 행동 코드 분석의 장면 

 

6-2. 질의어 입력의 행동 분석 

검색 목적별 질의어의 특성을 보기 위해 ‘Q(질의어 입력)’, ‘QR(질의어 

평가, 자동 완성 리스트 평가)’, ‘QL(질의어에서 리스트 이동)’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동 완성 리스트를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QR의 유무가 

결정되므로 ‘Q-QL’, ‘Q-QR-QL’의 두 가지로 패턴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행동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정성적인 요소를 사후 발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의어의 개수를 ‘QL(질의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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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이동)’의 개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6-3. 디테일 선택의 패턴 분석 

검색 목적에 따라, 사진으로 제시되는 결과 더미에서 정보를 찾고 

있는지를  보기 ‘LD(리스트에서 디테일 선택)’의 패턴을 보았다. 각 검색 

과정마다 ‘LD(리스트에서 디테일 선택)’의 목록을 시간순으로 추출한 뒤, 

첫번째 디테일 선택에서 부터 마지막 디테일 선택까지 순차적 변화양상을 

코딩하였다. 즉, n번째 LD와 n+1번째 LD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보고,  이를 사전에 마련한 디테일 선택 패턴 분류 체계에 따라 코딩하였다. 

이것은 <연구문제 2-2>를 위한 것이다. 

 

6-4. 정보 이용의 특성 분석 

검색 목적별 정보 이용의 특성을 보기 위해 참가자들이 검색의 목적을 

해소하는 데에 질의어, 리스트, 디테일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응답했던 1로 표시된 코드의 패턴을 보았다. 각 코드가 

질의어, 리스트, 디테일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각 검색 

과정마다 1로 표시된 코드에 대하여 참자가자 응답한 이유를 사전에 마련한 

인스타그램 정보 이용 요소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 목적에 따라 인스타그램의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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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웹과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에 대한 비교 
 

<연구문제 1-1>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통해 수행한 웹 

검색어 160개와 인스타그램 검색어 160개의 검색 목적을 코딩 후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웹 검색 목적과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웹 검색 목적에 관한 선행 연구와 소셜 검색 목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두 가지의 검색을 아우르는 검색 목적 목록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웹 검색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 연결’, ‘사실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 

‘방법 참조’, ‘장소 정보’, ‘수평적 대안 확보’, ‘파일 다운로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컴퓨터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획득’으로 범주화한 로즈와 레빈슨(Rose and Levinson, 2004)의 검색 목적을 

참고하여 인터뷰의 결과를 범주화 하였다. 이를 통해, ‘웹 사이트 연결’, 

‘사실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 ‘방법 참조’, ‘장소 정보’, ‘수평적 대안 

확보’, ‘다운로드’의 검색 목적을 목록화 하였다. 그리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소셜 검색의 목적을 ‘시의적 정보 확인’, ‘지나간 사건 확인’, ‘미디어로서 

구경’, ‘해시태그/트윗/문서에 관해서 추적’, ‘업데이트된 정보 확인’, 

‘사람들의 행동 참조’, ‘자신에 관한 모니터링’, ‘해시태그에 관한 모니터링’, 

‘주제에 관한 모니터링’, ‘친구 찾기’, ‘유명인 찾기’, ‘기관 찾기’, ‘트윗의 

링크 찾기’, ‘트윗 자체의 내용 찾기’, ‘전반적 내용 조사’로 범주화한 

에스빌러와 하베이(Elsweiler and Harvey,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뷰의 결과를 범주화 하였다. 이를 통해, ‘시의적 정보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의 목적을 범주화하고, ‘사람들의 행동 참조’의 경우는 보다 

세부적으로 ‘트렌드 확인’과 ‘평가 및 의견 확인’으로 나뉘어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까지 위의 목록에 분류되지 않는 항목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항목들은 참가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단어와 구를 

참조하여 코딩 및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사진의 촬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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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의 기법을 참조하는 ‘촬영 스타일 참조’와 의상의 착장 정보를 얻기 

위한 ‘착장 스타일 참조’를 추가하고, 주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자들이 인터뷰에서 주제에 대해 파고들어 

확인한다고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입체적 정보 확인’의 목적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의 상위 범주를 

마치오니니(Marchionini, 2006)가 검색 행동을 ‘색인(Look up)’, 

‘학습(Learn)’, ‘조사(Investigate)’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을 목적지향적으로 찾아내는 행동에 대해서는 ‘색인(Look 

up)’으로, 몇 차례의 검색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학습(Learn)’으로, 결과를 여러번 반복해서 

살펴보며 사용자의 평가와 분석이 빈번히 일어나는 검색 행동을 

‘조사(Investigate)’로 범주화하였다. 마치오니니(Marchionini, 2006)가 

강조한 것과 같이 실제로 검색 행동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나타나기 보다는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교한 분류는 어렵지만, 검색 

기록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살피어 검색 행동의 가장 주된 의도를 

파악하여 범주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상위 범주와 총 17개의 세부 검색 목적으로 

구분되었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색인(Look up)’에서 8가지 

목적으로(‘웹 사이트 연결’, ‘파일 다운로드’, ‘어학사전 참조’, ‘상품정보 

확인’, ‘장소정보 확인’, ‘사실 확인’, ‘입체적 정보 확인’, ‘방법참조’), 

‘학습(Learn)’에서 4가지 목적으로(‘트렌드 확인’, ‘평가 및 의견 확인’, ‘촬영 

스타일 참조’, ‘착장 스타일 참조’), ‘조사(Investigate)’에서 4가지 

목적으로(‘구체적 이미지 확인’, ‘수평적 대안 확보’, ‘시의적 정보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로 구분되였다. 각 검색 목적에 관한 설명 및 구체적인 

예시는 [표 10]과 같다. 대부분의 검색 목적은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 

둘 다에서 나타났지만, 어느 한쪽에서 나타나지 않은 검색 목적에 대해서는 

예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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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 

 



 

 32 

 

 

검색 기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웹 검색 목적 80가지와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 80가지에 대해 각각 ‘색인(Look up)’, ‘학습(Learn)’, 

‘조사(Investigate)’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웹 

검색의 목적은 ‘색인(Look up)’(75%), ‘학습(Learn)’(11%), 

‘조사(Investigate)’(10%), 기타(3%) 순으로, 색인(Look up)이 전체 검색 

목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은 

‘조사(Investigate)’(48%), ‘학습(Learn)’(35%), ‘색인(Look up)’(17%), 

기타(1%) 순으로, 웹 검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색인(Look up)’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웹 검색에서 가장 낮았던 검색 목적인 

‘조사(Investigate)’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사(Investigate)’와 

‘학습(Learn)’을 위한 검색이 대부분(83%)이며 그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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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Investigate)’의 목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이 각각 다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웹 검색의 목적(좌)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우) 

비율의 분포에서도 웹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이 눈에 띄게 

대비되었지만, 실제 사용자의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두 검색 

도구의 목적을 달리 인식하고 있었다. 정확성을 요하는 정보찾기에는 웹 

검색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인스타그램 검색은 ‘빠른 업데이트 속도’, 

‘이미지가 주는 쉬움’, ‘사람 관련 정보’가 중요한 사용의 요인이었다. 

 

(빠른 업데이트 속도) 

“웹에서 찾는건 아무래도 느리죠. 그걸 언제 기다려요. 여기는 이렇게 

사진 띡 올리고 태그 몇개 달아서 올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담없이 

올리고, 그래서 이런(실시간) 정보는 훨씬 많죠.”(P 09) 

“프로듀스 101 보면서, (생방송을) 틀어놓고 인스타그램에 찾는거죠. 

그러면, 유선호 짤(작은 사진)같은거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P 21) 

“수요미식회 나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한물간거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면 너무 동네에서 대표 맛집이거나 광고가 많죠. 전 그런데 말고 

새로 생긴 곳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가는게 좋아요. 특별한 기분. 

그런데는 네이버에 검색해서는 잘 안나오죠. 저는 어제 오픈한 카페 

그런데를 찾아가는거에요.”(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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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주는 쉬움) 

“슥 보고 슥슥 들어갔다 나오고. 구구절절 읽지 않아도 되니까 전 이게 

편하더라구요.” (P01) 

“사진은 이렇게 뿌려놓고 보면 한번에 뭐가 많고 적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구글은 검색하면 글자라서 다 읽어야하고.. 한눈에 알기는 

어렵죠.”(P 28) 

“제가 좋아하는거 찾을때 특히 좋은데, 사진은 딱 이렇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빠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확 꽂히는 거 중심으로 

보다보면 잘 찾아지더라구요. 찾고싶은거.”(P 31) 

“분위기나 그런건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거 찾기에 좋아요.”(P 02) 

 

(사람 관련 정보) 

“같은 오사카에 대해서도 태그의 국적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사카 

라고 검색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어딜 가고 무얼 먹고 그런게 

나오는거고, # 라고 검색하면 현지인들이 오사카에서 어딜라고 무얼먹고 

그런게 나올 확률이 큰거죠.” (P 07) 

“쇼핑가서 사기 전에도 많이 검색해요. 친구한테 이거어떠냐고 물어보는 

대신에, 여기다가 #페리페라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이게 색이 어떻고 

후기가 어떻고 이 사람한테는 어떻고, 이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걸 

보는거에요.”(P 06) 

“요즘 알게된 건 검색할 때 제가 느끼고 싶은 기분에 관한 이모지를 

넣으면 원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다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편안함, 

느긋함을 원하면 이런 나뭇잎 이모지(#🌿)를 넣어서 찾는거에요. 이게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라는게 비슷한 측면에 있으니까 

통하는거 같아요.”(P 22) 

 

<연구문제  1-2>을 해결하기 위해 총 160개의 검색 기록에 대한 

인터뷰에서 16가지의 검색 목적이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표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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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분석하였다. 검색 목적의 비율에서도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 검색은 

눈에 띄게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검색 목적이 웹 

검색은 ‘웹 사이트 연결’(15.4%), ‘상품 정보 확인’(11.1%), ‘사실 

확인’(14.8%)으로 모두 ‘색인(Look up)’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학습(Learn)’에 속하는 ‘트렌드 확인’(22.2%)과 

‘조사(Investigate)’에 속하는 ‘수평적 대안 확보’(20.4%), ‘입체적 정보 

확인’(13.6%)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쪽 검색에서만 나타나는 

검색 목적도 있었는데, 웹 검색에서만 나타나는 검색 목적은 ‘어학사전 

참조’(3.7%), ‘사실 확인’(14.8%), ‘방법 참조’(8%)가 있었고, 인스타그램 

검색에서만 나타나는 검색 목적은 ‘촬영 스타일 참조’(3.7%)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두 검색 사이의 우세한 검색 목적의 종류와 비율이 큰 차이가 

나며, 한 쪽의 검색에서만 나타나는 검색 목적이 나타남을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과 웹 검색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1 웹과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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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두드러지는 검색 목적은 두 가지 단계로 도출되었다. 

첫째, 웹 검색보다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분류하였다.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수평적 대안 확보’, ‘시의적 정보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의 8개가 

목록화 되었다. 둘째, 웹 검색과 차이가 5% 미만인 것은 제외하였다. 

그보다 차이게 적게나는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두드러지는 검색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단, ‘촬영 스타일 참조’와 같이 웹 

검색에서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검색 목적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두드러지는 

검색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12]와 같이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시의적 정보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로 수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한 6가지의 

인스타그램에서만 두드러지는 검색 목적은  <연구문제 1-2>의 해결 중의 

하나이자, 이후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을 분석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표 12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 

 

 

 

제 2 절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검색 패턴 
 

1. 질의어 사용 및 태그와 사람 네트워크 활용의 패턴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 코드 중 84개의 ‘QL(질의어에서 페이지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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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연구문제 2-1>의 검색 목적에 따른 질의어 입력 행동을 

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질의어로 확정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 

‘QL(질의어에서 페이지 이동)’의 개수로부터 질의어 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질의어의 수는 1~2개로 대부분의 검색 목적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웹 검색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질의어 입력 뿐만 아니라, 태그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질의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 

더미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태그를 선택하는 행동에 

대한 코드와 사람을 선택하는 행동에 대한 코드를 분석하였다.  

 

 

그림 6 검색목적별 평균 ‘디테일-태그 이동(DT)’과 ‘디테일-사람 이동(DP)’ 
횟수 

 

총 191개의 ‘DT(디테일에서 태그로의 이동)’과 총 67개의 

‘DP(디테일에서 사람으로의 이동)’가 검색 목적에 따라 평균적으로 몇 회씩 

나타나는 지를 보았다. 그 결과, [그림 6]에서 보이듯, ‘DT(디테일에서 

태그로의 이동)’은 ‘트렌드 확인’에서 평균 3.50회(SD=2.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입체적 정보 확인’에서 평균 2.33회(SD=2.42), ‘전반적 내용 

조사’에서 평균 2.08회(SD=1.17)로 이어졌다. 반면,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시의적 정보 조사’에서는 모두 평균 1회 미만의 

‘DT(디테일에서 태그로의 이동)’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DP(디테일에서 사람으로의 이동)’도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의 목적에서 많이 나타났다. 가장 ‘DP(디테일에서 



 

 38 

사람으로의 이동)’가 많았던 것은 ‘입체적 정보 확인’으로, 사람들은 ‘입체적 

정보 확인’의 목적에서 평균 8.25회(SD=5.74)의 ‘DP(디테일에서 사람으로의 

이동)’을 보였으며, ‘전반적 내용 조사’에서 4.67회(SD=0.58), ‘트렌드 

확인’에서 1.75회(SD=2.57)로 이어졌다. ‘DT(디테일에서 태그로의 이동)’와 

마찬가지로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시의적 정보 

조사’에서는 모두 평균 1회 미만의 ‘DP(디테일에서 사람으로의 이동)’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태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과 사람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검색 목적과 태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과 사람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검색 목적을 [표 13]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주요 검색 목적 중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는 

태그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과 사람 기반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행동이 나타나며, 이는 다양한 태그와 사람으로 옮겨가며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체적 정보 확인’, ‘트렌드 확인’, 

‘전반적 내용 조사’를 ‘옮겨가는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 태그 

기반의 네트워크 이용과 사람 기반 네트워크의 이용이 각각 1회 미만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 ‘시의적 정보 

조사’는 질의어 입력을 통해 얻은 결과 목록 안에서만 맴도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가지 검색 목적은 ‘맴도는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3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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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와 제프(Peter and Jeff, 2010)는 웹 검색에서 ‘옮겨가는 검색’과 

같이 검색 결과를 자주 바꾸는 행동을 ‘스카이 콩콩(Pogosticking)’으로 

명명하고,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드러나는 안티 검색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결과를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셜 태깅으로 정보가 구성된 

인스타그램에서는 검색 결과를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적합하다. 조명대(2010)는 소셜 태깅된 정보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개념 및 지명의 태그와 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행동을 역동적인 

발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에서 태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행동과 사람 기반 네트워크를 옮겨 다니며 정보를 찾는 ‘옮겨가는 

검색’ 행동은 사용자들이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검색 

결과를 바꾸어가며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검색 목적별 질의어 입력의 패턴 

<연구문제 2-1>을 해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 코드 중 총 

81개의 ‘Q(질의어 입력)’, 총 37개의 ‘QR(질의어 자동 완성 평가)’, 총 

92개의 ‘QL(질의어에서 페이지 이동)’에서 질의 입력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Q(질의어 입력)’에서 ‘QL(질의어에서 페이지 이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QR(질의어 자동 완성 평가)’의 유무에 따라서 ‘직접 입력형 검색’과 

‘제시어 선택형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접 입력형 검색’이란, 

사전에 참가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어를 입력하는 행동이고. 

‘제시어 선택형 검색’이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의 검색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질의어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특성은 웹 검색에서 

검색 보조 도구와 사전 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검색 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검색 행동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참가자의 사후발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및 구를 바탕으로 ‘질의어 입력형 검색’과 ‘제시어 선택형 

검색’의 세부적인 행동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우선, ’질의어 입력형 검색’의 

행동은 ‘질의어 그대로 입력’,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 ‘특이한 질의어 

입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입력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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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어 그대로 입력’을 범주화 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바로 떠오르는 일반적인 단어를 입력하였다는 참가자들의 사후 

보고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을, 목적을 갖고 일부러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특이한 형태의 질의어를 입력하였다는 참가자들의 

사후 보고로부터 ‘특이한 질의어 입력’을 범주화하였다. ‘제시어 선택형 

검색’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세부적인 질의어 입력 행동을 범주화하였다. 

참가자들이 제시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하였느냐에 따라 ‘양이 많은 

제시어 선택’과 ‘특이한 제시어 선택’으로 나뉘었다. ‘양이 많은 제시어 

선택’행동은 인스타그램에서 제시어와 함께 표시되는 포스팅의 수를 

고려하여 제시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특이한 제시어 선택’ 행동은 

제시어 목록 중에서 낯설고 특이한 제시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의어 입력 패턴을 정리한 것이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4 질의어 입력 패턴의 분류 

 

 

위에서 분류된 다섯가지의 질의어 입력 패턴이 총 92개의 

‘QL(질의어에서 리스트 이동)’에서 나타나는 비율은 [표 15]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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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의어 입력 행동은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36.3%)이었고, 비슷한 수준으로 ‘질의어 그대로 입력’(32.5%)이 

나타났다. 두 가지 행동은 사용자가 직접 질의어를 입력하는 ‘직접 입력형 

검색’에 포함된다. ‘직접 입력형 검색’의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과 ‘질의어 

그대로 입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스핑크 외.(Spink, Amanda, et al., 

2001)이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 질의어에 대해 많은 고민 없이 초기 

질의어를 입력하는 기존의 웹 검색 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시어 

선택형 검색’의 ‘양이 많은 제시어 선택’ 행동 역시 보편적인 질의어를 

선택하려는 행동으로 ‘직접 입력형 검색’의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질의어 입력 패턴의 비율 

 

 

‘직접 입력형 검색’과 ‘제시어 선택형 검색’ 모두에서 ‘특이한 질의어 

입력’(9.1%)과 ‘특이한 제시어 선택’(9.4%)행동이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이다. 기존의 웹 검색에서는 검색할 주제에 

맞는 질의어를 선정하는 것이 검색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꼽혔다(윤성희, 

2007; Beitzel et al., 2007).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 주제와 연관이 낮거나 

특이한 형태의 질의어를 통해 정보를 찾는 행동은 기존 웹 검색에서 

추구하던 질의어 입력의 패러다임에 반하는 형태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정보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질의어의 입력 역시 기존 웹 검색에서 

추구하던 바에 따라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1>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분석한 총 84개의 

QL(질의어에서 리스트 이동)’을 검색 목적에 따라 나누어, 검색 목적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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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어 입력 행동이 나타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10]과 

같이 검색 목적마다 질의어 입력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맴도는 

검색’과 ‘옮겨가는 검색’에 따라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선, ‘맴도는 

검색’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제시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입력형 검색’의 ‘질의어 그대로 입력’과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이 ‘맴도는 검색’의 질의어 입력 행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맴도는 검색에 비하여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제시어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제시어 선택형 

검색’이 20%~50%로 나타나, 질의어 입력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행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특이한 질의어를 사용하는 

행동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직접 입력형 검색’의 

‘특이한 질의어 입력’ 행동과 ‘제시어 선택형 검색’의 ‘특이한 제시어 선택’ 

행동이 각각 20%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맴도는 검색’보다 

‘옮겨가는 검색’에서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질의어를 입력함을 

보여준다. 

 

 

그림 7 검색목적별 질의어 입력 패턴의 비율 

 

3. 검색 목적별 디테일 선택의 패턴 

전체 검색 과정에서 총 405개의 리스트 열람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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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개의 디테일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림 8]과 같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서 검색 디테일 선택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질의어 입력, 태그 선택, 

사람 선택의 이유로 리스트가 전환되는 시점을 분기로 하여, 311개의 

디테일 선택의 쌍이 나 타났다. 이 디테일 선택의 쌍이 검색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디테일 선택의 쌍에서 각 정교화 

패턴의 비율은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8 리스트의 단위와 디테일 쌍의 개념 

 

표 16 디테일 선택 패턴의 비율 

 

 

311개의 디테일 쌍의 선택 패턴을 검색목적에 따라 본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 ‘맴도는 검색’에서는, ‘반복(대등한 사진을 보는 

행동)’이 ‘촬영 스타일 참조(54.5%)’, ‘구체적 이미지 확인(57.8%)’, ‘시의적 

정보 확인(73.3%)’로 모든 검색 목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맴도는 검색’에서 유사한 사진을 열람하며 사진의 

스타일을 참고하거나,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개념을 입체화하고, 최근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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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검색목적별 디테일 선택 패턴의 비율 

반면,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확장(동일한 관심의 여러 사진을 보는 

행동)’이 두드러졌다. ‘확장’은 ‘입체적 정보 확인’에서 50%, ‘트렌드 

확인’에서48.8%, ‘전반적 내용 조사’에서 38.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옮겨가는 검색’에서 동일한 관심의 여러 사진을 옮겨가면서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파고들거나, 일련의 동일한 주제의 사진을 통해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구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옮겨가는 

검색’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입체적 정보 확인’의 ‘수행화(30%)’였다. 

‘수행화’는 ‘입체적 정보 확인’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참가자들은 

‘입체적 정보 확인’에서 수행 단계를 심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을 파고드는 검색 목적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이미지 선택 행동의 패턴이 검색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이미지 더미에 대하여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질의어를 정교화 하듯, 검색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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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및 채택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검색 목적에 따라 검색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79개의 검색 과정 중에 검색 목적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장면으로 총 

269개를 보고하였다. 해당 요인을 2차 코딩하고 재범주화한 결과, [표 17]과 

같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반복’, ‘내용’, ‘사진의 

질’. 즉,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사용자들은 ‘양’, ‘반복’, ‘내용’, ‘사진의 질’에 

따라서 정보를 평가하고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낱개의 

포스트가 아니라 반복을 평가한다는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사용자가 

망(Net)으로 정보를 패터닝하며 인스타그램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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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검색 목적에 따른 인스타그램 정보 평가 및 채택 비율 

[그림 10]과 같이 검색 목적에 따라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 요인이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보의 평가 및 채택 행동에서는 

맴도는 검색과 옮겨가는 검색 간에 특징적인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개별 검색 목적에 따라서 주요한 기준이 두드러져 나타났다. 

우선, 검색 목적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입체적 정보 확인’에서 56.2%, ‘트렌드 확인’에서 38%, ‘촬영 스타일 

참조’에서 40%, ‘구체적 이미지 확인’에서 47%, ‘시의적 정보 확인’에서 

92%, ‘전반적 내용 조사’에서 34.2%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검색 목적에 

적합한 결과를 사진의 콘텐츠나 캡션, 태그, 댓글의 내용에서 얻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시의적 정보 확인’에서는 특히 92%나 내용에 

의해 정보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시의적 정보 확인’의 

경우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요소보다 새로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질’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검색 목적은 ‘촬영 스타일 

참조’(54%), ‘전반적 내용 조사’(19%), ‘트렌드 확인’(18.7%)으로, 

사용자들이 ‘전반적 내용 조사’에서는 질 좋은 사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촬영 스타일 참조’나 ‘트렌드 확인’에서는 검색 목적의 

특성상 잘 찍은 사진을 참고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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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의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인스타그램이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한 검색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요구와 실제 사용 행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진, 태그가 혼재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람들이 왜 굳이 웹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찾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검색 정교화,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 등 인스타그램 검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인스타그램의 속성과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나는 검색의 특성을 

일아보았다. 그리고 웹 검색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검색의 목적에서 

어떠한 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검색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질의어 

정교화와 검색 결과 브라우징 행동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검색의 검색 목적을 웹 검색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에서 나타나는 질의어 

입력,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사진 선택의 패턴, 그리고 인스타그램 정보의 

평가와 채택에 관하여 규명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최근 웹 검색 기록과 최근 인스타그램 검색 기록을 

수집하고 각각의 검색 기록에 관한 검색 목적에 관하여 총 32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웹 검색 기록 160개의 검색 목적과 

인스타그램 검색 기록 160개의 검색 목적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웹에서의 

검색 목적에 관한 연구와 트위터에서의 검색 목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320개의 검색어 

기록으로부터 16가지의 검색 목적이 도출되었고, 이는 다시 ‘색인(Look up)’, 

‘학습(Learn)’, ‘조사(Investigate)’의 세가지로 재분류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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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에서는, 총 21명의 참가자로부터 인스타그램의 최근 검색 기록 

5개를 수집하고 검색 목적에 관하여 인터뷰한 뒤,  각각의 검색 기록에 

대하여 응답과 같은 목적으로 검색하도록 하였다. 79개의 검색 과정을 화면 

녹화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검색을 한 뒤, 참가자는 본인의 

검색 과정 비디오를 보면서 행동의 이유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 행동의 관찰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행동의 이유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사후 이유 발화후에 참가자는 어떤 순간에서 검색의 

궁금증이 풀렸는지에 관해 직접 비디오의 화면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 보고하였다. 79개의 검색 

행동 비디오는 인스타그램의 검색 행동을 코드화하여 분석되었다. 3,805개의 

검색 행동 단위로 쪼갤 수 있었다. 각각의 코드는 연구문제에 따라 

다른  질의어 행동을 보기 위해, 질의어에 관련된 코드(Q, QR, QL)를 

분석하였다. 검색 후 브라우징 행동에 관해서는 리스트에서 사진을 

선택하는 행동에 관한 코드(LD)에서 선택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로, 에스빌러와 하베이(Elsweiler and Harvey, 

2015)의 검색 목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14개의 검색 목적이 

수집한 웹 검색 목적 인터뷰와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고, 이 외에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에서 나타나는 3개 목적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총 16개의 ‘웹 검색 및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16개의 검색 목적을 마치오니니(Machionini, 

2006)가 분류한 ‘색인(Look up)’, ‘조사(Investigate)’의 검색 행동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용자 인터뷰로 부터 추가적으로 ‘학습(Learn)’의 

항목을 더하여 세 가지 검색 목적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로 부터, 160개 웹 

검색과 160개 인스타그램 검색의 검색 목적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은 주로 

‘조사(Investigate)’와 ‘학습(Learn)’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웹 검색은 

70%이상 ‘색인(Look up)’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검색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의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이, 목적지향적인 ‘색인(Look up)’이 

아니라, ‘탐색적인 검색(exploratory search)’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명대(2011)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검색 질의에 대한 적중도가 



 

 49 

높은 검색경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용자의 의도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탐색에 가까운 검색이라고 한 ‘탐색적인 

검색(exploratory search)’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검색에 대하여 조명한 만큼, 앞으로 인스타그램의 검색을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 검색 시스템 개선 방향에 관한 추후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코딩 및 범주화 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빠른 업데이트 속도’, ‘이미지가 주는 쉬움’, ‘사람 관련 

정보’에 있음을 밝혔다. 

<연구문제 2-1>의 결과로,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 비디오로부터 질의어 

행동에 관한 코드(Q, QR, QL)를 분석하였다. 우선, 질의어 입력 횟수는 

‘QL(질의어에서 리스트로 이동)’의 횟수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검색 목적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질의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DT(디테일에서 태그로 이동)’과 ‘DP(디테일에서 사람으로 

이동)’이 검색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이러한 행동이 

평균 5회 이상으로 활발히 나타나는 검색 목적이 있는 반면, 평균 1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검색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에 따라 

‘맴도는 검색’과 ‘옮겨가는 검색’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의 차이를 비교할 때 두 가지 검색 행동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한 분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색 보조도구인 ‘QR(질의어 평가)’행동에 따라서 검색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색 목적에 따라서 검색 

행동에서 ‘QR(질의어 평가)’ 코드의 유무가 달리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보조도구인 ‘QR(질의어 평가)’이 나타나는 경우의 검색은 ‘제시어 

선택형 검색’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입력형 검색’으로 분류하고, 

참가자의 사후 발화를 통해 5가지의 하위 행동 분류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 목적에 따라서 질의어 입력 행동이 달리 

나타남을 밝혔는데, ‘맴도는 검색’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형 검색’만이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질의어 입력’이나 ‘질의어 그대로 입력’ 행동만이 

관찰되었다. 반면,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제시어 선택형 검색’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특히, ‘트렌드 확인’의 검색 목적에서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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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어의 사용이 50%에 달하는 특징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 기존의 웹 

검색에서는 질의어를 검색의 주제에 맞게 정제하는 것이 검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정경호 외., 2010). 질의어를 정교하게 

사용하기 위해 ‘불리언 연산자(AND, OR, NOT)’가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고, 

마이애미 대학(Miami University)과 매사추세츠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는 질의어를 적합하게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질의어를 정교하게 입력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주제와 동떨어져보이는 ‘특이한’ 

질의어를 입력하거나 ‘일반적인’ 질의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사용자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질의어를 정교하게 

입력하기 보다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특이한 범주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질의어를 입력한 뒤, 결과의 탐색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명대(2011)가 이야기한 ‘검색’이 아닌 ‘발견’에서 

나타나는 질의어 입력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2>의 결과로, 검색 행동 코드 중 ‘LD(리스트-디테일 

이동)’에서 선택된 사진을 분석하여, 이중식(2011)의 질의어 정교화 행동 

분류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디테일 선택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기준으로 ‘LD(리스트-디테일 이동)’의 쌍에서 

사진의 내용이 갖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검색 목적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맴도는 검색’에서는 대등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는 

‘반복’ 행동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옮겨가는 검색’에서는 주제의 

확장 행동이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동일한 관심의 여러 사진을 열람하는 

‘확장’ 행동이 38~5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진의 더미로 나타나는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사진을 선택하는 패턴에서 검색 목적에 따라 

사용자들의 선택 패턴이 달리 나타남을 밝혔다. 검색 결과를 브라우징 하는 

행동은 목적지향적인 검색에서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브라우징한 페이지 

수를 측정함을 통해 검색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Hölscher&Strube, 2000). 이와 달리, 탐색적 검색이 중심인 

인스타그램에서는 검색 결과 브라우징의 소요 시간이나 페이지 수와 같은 

양적인 속성에서 나아가, 브라우징한 페이지들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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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3>의 결과로,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순간으로 보고한 내용을 코딩 및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의 정보 평가에서는 ‘양’, ‘반복’, ‘내용’, ‘사진의 질’이 주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검색 목적 전반적으로 ‘내용’에 관련한 항목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의적 정보 확인’의 목적에서는 92%의 응답이 ‘내용’이 

주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트렌드 확인’, ‘촬영 스타일 참조’, ‘구체적 

이미지 확인’에서는 ‘사진의 질’이 정보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사진의 질’이 정보 평가의 기준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웹 

검색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중한 평가의 기준이었던 것과는 

달리(Alexander&Tate, 1996), 정보를 다루는 사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요한 정보의 기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인스타그램이 사진 기반의 플랫폼임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용에서도 사용자의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검색에 

관하여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검색 행동을 미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 

검색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검색 행동들을 확인하고, 검색 목적에 따라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첫째, 

인터뷰를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과 웹 검색 목적을 비교하여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 검색의 목적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밝혔다는 것, 둘째,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검색 목적에 따라서 질의어를 

입력하는 전략이 다름을 파악했다는 것, 셋째,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디테일의 사진을 선택하는 행동에서도 질의어를 정교화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 역시 검색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사진 중심의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특징적인 기준들이 주요하게 나타남을 

밝혔는데, 컨텐츠의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으로부터 ‘반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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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다는 점, ‘사진의 질’ 역시 검색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 문제 2-1>의 결과를 통해,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단순히 키워드의 시작이 일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의 특이한 해시태그나 포스트의 수가 많은 유사한 

해시태그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사용자의 검색 행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 검색에서 질의어를 입력 하는 행동과는 달리, 주제와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 특이한 질의어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에서, 특이한 형태의 

해시태그와 포스팅 수가 많은 일반적인 해시태그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문제 2-2>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사용자의 검색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떠한 사진이 선택되고, 또 유용하게 

평가되는지에 관한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선택을 

유추할 때 단순히 선택된 사진 자체만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택된 사진에 덧붙여 사용자가 갖고 있는 사진 

선택의 목적을 반영함을 통해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최근 

검색 엔진에도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시스템에 학습시킴을 통해 검색 엔진이 개인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유추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검색 시스템의 방향성에 이 연구의 프레임을 반영하여 각각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적합한 검색 결과와 컨텐츠 추천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의 결과는 마케팅 종사자나 개인이 신뢰성 있는 포스팅을 

하고자할 때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할 때, 지나치게 많은 태그의 

양이나, 퀄리티가 낮은 사진, 일관성 없는 프로필의 피드를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마케팅에서 홍보의 목적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웹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신뢰성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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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관찰의 범위를 ‘검색창에서 

시작하는 행동’에 한정하여 보았다는 점이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보를 찾는 행동이 오직 검색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 화면에 

붙은 해시태그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음에도 우연한 순간에 

마주친 해시태그로부터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여 관찰하기가 어렵고, 최근 

검색어 기록에도 남지 않아서  수집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탐색과 혼재된 특성,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순간에 해시태그를 타고 시작되는 과정도 탐구하여야 한다. 

검색창에 국한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찾는 행동을 연구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관찰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21명으로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은 로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Native Application)’으로 원격으로 정교한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웠으며, 원격으로 비디오 관찰을 진행하는 것에도 프로그램의 설치나 

사후 이유 발화 방법 등을 설명 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었기에, 직접 

대면하여 관찰을 해야 하였기에 기인한 것이 크다. 적합한 참가자를 

표집하고 대면 관찰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 소요가 컸다. 또, 한 사람이 

5회의 인스타그램 검색을 한 뒤, 각각의 검색 행동 비디오를 다시 연구자와 

돌려보면서 사후 이유 발화를 하고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시간 및 피로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관찰 후 모든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며 각각의 행동을 코드화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요구 되었기 때문에 참가자 표집을 늘리지 못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검색에 있어서 더 다양한 행동을 

아우르는 많은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일반화에 있어서 당위성이 

더욱 뒷받침 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검색 목적에 따른 검색 행동을 보는 것으로, 79개의 검색 

행동에 대하여 검색 행동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검색 목적은 이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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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 16가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검색 목적에 대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모든 검색 목적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에서의 한계는 목적별 검색 행동의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인 

분석으로 뒷받침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검색 비디오 분석의 과정에서 

비디오의 행동을 코드화하고 다시 분석의 기준에 맞게 가공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정성적인 의미는 얻을 수 

있었지만, 통계적인 검증이 어려웠던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행동의 

비교에서 통계적인 검증을 하였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분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첫째, 인스타그램 검색 목적과 

그에 따른 검색행동을 밝혀내었다.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은 그동안 패션, 

마케팅의 한정적인 측면에서 정보 행동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온 데 반해,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 검색 자체에 집중하여, 웹 검색과 비교하여 어떠한 검색 

목적에서 사용 요인이 달리 나타나며, 각각의 검색 목적에 따라서 질의어를 

사용하고 결과를 브라우징하며, 정보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밝혀내었다. 검색 목적과 검색 행동은 검색의 사용자 

연구의 주요한 영역으로, 인스타그램 검색을 검색 연구의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둘째, 검색에서 결과 브라우징 행동에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사진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간략한 질의어와 긴 브라우징 행동이 

나타나는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에서는 브라우징 행동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브라우징에서 하나의 리스트 단위로 사진 선택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사용자가 이미지 더미 속에서 

어떻게 검색 목적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검색 행동에서 사진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색 목적에 따라 봄을 통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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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사진 선택의 패턴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파악하는 것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용자들의 탐색적 검색 행동이 늘어남에 따라, 질의어 사용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의 브라우징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접근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접근 및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검색 관련 연구에서 사용자의 선택 패턴이 내포하는 정성적인 의미를 

밝히고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 검색 행동으로부터 사용자 중심적인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용자의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유관 분야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기반이 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인스타그램 검색 또는 이와 유사한 검색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자의 검색 

목적에 따라서 이미지 더미의 검색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검색 결과는 인기 

포스팅 6개가 상단에 노출되고, 그 아래에 시간순으로 나열한 이미지 

더미로 제시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리스트의 상단을 활용하는 방식, 또는 결과 리스트를 나열하는 

로직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검색 결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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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watching the latest trends in Instagram. 

Obtaining trendy inform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s trends 

have been capturing and leading to reward and satisfaction for businesses as 

well as individuals. Instagram is becoming a place to share trend 

information related to lifestyle with social network focusing on photographs 

and videos. Despite the increased demand for practical use of the 

information in the Instagram and the actual usage behavior,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how to search in the Instagram with mixed people, 

pictures, and tag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earch behaviors of Instagram are centered 

on the main search purpose of the Instagram compared to the Web Search. 

To do this, we conducted two researches on search purpose and search 

pattern according to search purpose. First, in the purpose of retrieval 

purpose, we collected the retrieval purpose of web retrieval and instargram 

retrieval, and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the nature of retriev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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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urpose of retrieval of the Instagram was derived. In addition, I saw 

how users are aware of web searches and differences and using Instagram 

searches. 

In the search pattern research according to the search purpose, we have 

seen how to input query words, browse search results, and evaluate and 

adop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ain search purpose of the extracted 

Instagram. As for the input of query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query term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earching and the inputting 

behavior of query words of users were examined. As for browsing the 

search results, which is the next step in inputting a query, users have seen 

how patterns of detail selection appear in the pile of photos given as an 

Instagram search result. As for the evaluation and adoption of information, 

we examined the criteria of user evaluation and adoption in the Instagram 

search, and examined what elements of the criterion a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search purpose.  

The data for the purpose of the retrieval study were obtained through 

interviews of 160 retrieval contexts of 160 web retrieval records and 160 

retrieval records of 32 participants who actively use the Instagram. Interview 

results are coded and categorized to divide the purpose of the search into 

three broad categories: 'Look up', 'Learn' and 'Investigate' . In the search 

purpo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arches was found in that the web 

search showed 'Look up' 70% and 'Instigram' was 'Investigate' 48%. In 

addition, we derive the retrieval purpose which shows a high ratio in the 

Instagram retrieval as compared with the web retrieval as the main retrieval 

purpose of the Instagram. As a result, I got the purpose of searching the 

main instagrams of 'checking stereoscopic information', 'check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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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ing to shooting style', 'checking specific images',' checking temporal 

information '. 

The data of the search behavior research according to the search purpose 

were collected through video recording of 79 search behaviors from 21 

persons who actively use the Instagram search, followed by post - reason 

explanations and interviews. We code 3,805 behavioral codes by the 

behavioral unit, and analyzed the cod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each 

research probl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n the use of query words, users were 

able to select tags and people after inputting the first query and showed 

similar behavior as query change. Second, 'input type search' and 'suggested 

word selection type search' are important applications of query input. As for 

the result list browsing,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tendency of browsing the 

search result image pile in the Instagram search through the fact that the 

photograph selection of the form of expanding or modifying the subjec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arch purpose. Third, evaluation and adoption of 

the results showed that 'quantity', 'repetition', 'content', and 'quality of 

photographs' wer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instagram.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search in the Instagram, and has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users by discovering the search behavior. 

This study analyzed the purpose and behaviors of the users of the Instagram, 

focusing on the information behaviors. And it is meaningful to find the 

medium of information retrieval in which the behavior of search result is 

more noticeable than the query input which is mainly handled in the existing 

search, and to reveal the search purpose and the patter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designing an exploratory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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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user 's search behavior in the future. 

 

Keywords : Exploratory Search, Instagram, Social Search, Search Purpose, 

Search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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