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인기글 비교 









페이스북: 누군가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이상하리만큼 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만큼은 절대 작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작아졌을 때, 가장 먼저 아
무 생각 없이 안기고 싶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인스타그램: 내일도 너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고 신나서 미칠 것 같아. 누군가
를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이었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모자라
요.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페이스북: 나는 있잖아, 네가 웃는 게 좋아. 네가 웃는 걸 보는 건 언제나 새롭고 또, 그
때의 계절과 상관없이 그 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로 바꿔주거든. 
 
인스타그램: 하루종일 누군가 머릿속에 맴돈다면 좋아한다는 것. 어둠이 가득한 새벽
에 떠오른다면 그리워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난다면 사랑한다는 것. 하
루에 행복한 순간은 반드시 있단 말이지. 

사람, 나, 것, 너, 사랑, 수, 연락, 
꽃, 자기, 때, 날, 마음, 서로, 내, 모습, 우리 
인스타그램: 것, 수, 너, 사람, 나, 말, 여자, 
남자, 사랑, 꽃, 줄, 누군가, 주변, 이유, 중요
한, 친구, 모두, 속
(겹치는 단어) 

것, 너, 나, 사랑 → 사람(우리), 사랑 
 

= 공감  



페이스북: 이런 사람을 만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봐주고 걱정할까봐 미리 연락해주
고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힘들 때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지금까지 사랑하면
서 아파왔으니까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바라. 
 
인스타그램: 힘든 날에는 더 힘든 일이 생겼고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오더라. 어째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멀어지는지.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래도 살아야함
을 기억하며. 아무도 모르는 여분의 삶이라도 좋아. 내가 선택한 거라면. 
 
 

페이스북: 좋다, 만나다, 보다, 예쁘다, 아프
다, 바꾸다, 잘하다, 모르다, 알다 
인스타그램: 주다, 좋다, 버리다, 보다, 가다, 
남다, 만나다, 살다, 슬프다, 생기다, 아깝다, 
그렇다, 알다, 모르다, 힘들다 
(겹치는 단어) 

만나다, 보다, 좋다, 모르다, 알다 
 / 아프다 = 힘들다 
 
=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생기는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   



페이스북에만 등장한 표현 
 

연락 모습 냄새 큰일 연애 
 
 

연애의 시작은 연락이 기반이 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뭔
가 모르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 
 
 
= 사랑, 연애와 관련된 내용 구성 
 



인스타그렘에만 등장한 표현 
 

이유, 운명, 아침, 진실, 의미 
 

때론 이유없이 우울하고 세상의 모서리에 
치여도 그 과정이 모여… 
피하고 싶은 운명이 눈앞에 나타나도… 
과거형의 말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지금은 
좋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 
 
 
= 사는 동안 힘든 상황과 관련된 내용 구성 
 



페이스북: 이런 사람을 만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봐주고 걱정할까봐 미리 연락해주
고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힘들 때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지금까지 사랑하면
서 아파왔으니까 이제는 널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바라. 
 
인스타그램: 힘든 날에는 더 힘든 일이 생겼고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오더라. 어째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멀어지는지.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래도 살아야함
을 기억하며. 아무도 모르는 여분의 삶이라도 좋아. 내가 선택한 거라면. 
어떻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어.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잖아. 그렇지만 
너무 힘들 때는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떠올려봐. 기분이 나아질 거야. 

(겹치는 단어) 

만나다, 보다, 좋다, 모르다, 알다 / 아프다 = 힘들다 
그러나 같은 단어라도 각각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 차이를 보임 
Ex) 좋다  
      (다른 사람을 아끼어 친밀하게 여기거나 마음에 들다/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 
      사랑하다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다/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불특정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함. 
 
but 같은 단어라도  
페이스북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대개 사랑과 관련된 표현들로,  
인스타그램은 사랑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적인 것, 특히 삶에서 지쳤을 때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로 쓰임.  
 
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페이스북은 10대~20대,  
인스타그램은 20대~30대인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의 인기글의 내용 차이는 타켓으로 하는  
연령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