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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를 형성하도록 했다.셀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에서 자신을 표 하는 수단이며 타인과 커뮤니 이션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셀피는 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수가 400억장이 넘

을 정도로 세계 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재 셀피 상은 세계 인 것이고 개인이 착용한 의복이 노출

된다는 에서 패션 분야에서의 근이 필요하다.그러나 셀피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셀피에 해 고찰하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셀피 포스 의

향 요인으로 제시한 자기애 성향과 셀피 업로드 태도의 계를

규명할 것이다. 한 업로드 태도가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과 외

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할 것이다.이를 통해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셀피를 통한 자기 노출 행동을 찰할

것이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자기애 개념을 이차원으로 유형화한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를 사용한다.셀피 포스

태도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는 자기제시 태도와 개인의 정체

성을 표 하는 자기표 태도를 선정했다.셀피 속 패션 제품 노

출은 새로 구매한 제품과 유행하는 제품,평소 착장 등으로 구분

했다. 한 포스 빈도가 셀피 행동을 조 하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상은 2015년 9월 한 달 간 셀피 포스 경험이 있는 20∼

30 사용자로 하 다.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으며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자기애 성향에 따라 개인 셀피 포스 태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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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확인하 다.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제시와 자기표 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표 에 유의한

정 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셀피 포스 태도와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

도와의 계를 규명했다.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으며 자기표 태도는 외모 만족도에

정 향이 있었다.

셋째,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 다.셀피 포

스 이 은 집단은 타인 의존 자기애 성향의 강한 효과가 나타

나,자기제시,자기표 태도에 정 향이 있었다.자기제시 태

도만이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에 정 으로 유의했다.셀피 포스

이 많은 집단은 자기 주도 자기애 성향이 자기제시 태도에 강

한 향력을 갖고 있었다.자기제시 태도는 패션제품 노출과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정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셀피 행동과 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 범 를

확장하고 구체화시킨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셀피 행동 요인을

정량 으로 분석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하 다는 에서 후속연구의

시사 을 제공하 다.

주요어 :셀피,자기 주도 자기애,타인 의존 자기애,자기제시,

자기표 ,패션제품 노출

학 번 :2014-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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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의의

스마트폰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통신과 같

은 기본 기능과 더불어 인터넷,정보획득,신체 리 등 손안의 세상이라

는 표 이 실이 되었다.스마트폰의 등장은 사회 생활 모습의

격한 변화를 일으켰다.통신의 발달은 타인들과의 소통을 쉽게도 하 지

만,사회 단 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과도한 온라인 세계

몰입으로 인해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거나 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에 을 맞추고 온라인 세계 속

에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고 실에서의 계 단 을 체하고자 하

는 욕구가 구체화 되었다.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이다.소통

은 인간의 기본 인 욕구지만 이에 한 단 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

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가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

로 정의한다.첫째,일반 으로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타인

의 취향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 온라인 사회

계의 형성에 을 둔 서비스다.둘째,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

신을 에게 소개하고,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 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다(한국 인터넷 진흥원,2014).특징을 종합하면 새로운 사

회 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텍스트의 비 이 감소하 으며 이

미지 심의 정보가 주류가 되었다.특히 스마트폰의 보 과 더불어 이

미지와 간편한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더욱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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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그 기에 인스타그램,핀터 스트,텀블러

등 이미지를 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

인스타그램은 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로 사진과 짧은 동 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2015년 9월 기

사용자 수가 세계에서 4억 명을 돌 하 으며 게재된 사진의 양이

400억 장이 넘었다.이는 트 터,페이스북 등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의 성장추세보다 빠른 것이다(조선 비즈,2015).인스타그램의 핵심

기능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촬 한 사진,동 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다.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부가 인 텍스트 정보를 기입

한 것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방식을 사진에 도입하여 단순한

단어로 사진의 의미를 표 하 다.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부가 인 기능을 축소하고 이미지와 의미 달에 을 맞춘 서비

스인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성장 배경에는 셀피의 확산이 있다.셀피는 개인이 직

자신의 모습을 촬 한 사진을 의미한다.최근 미국의 오바마 통령이

자신의 셀피를 공개하고,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유명배우들의 셀피

촬 모습이 이슈가 되었다.스마트폰의 보 으로 구나 손쉽게 셀피

촬 이 가능함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자신의 셀피를 쉽게 공개한

다.

재 국내외 인스타그램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속 셀피를 활용한 정

보획득과 구 의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회 계 형성과 다양한

랜드의 마 략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박

세 ,조승호(2015)는 인스타그램의 정보 획득과 달 특징에 주목하고

어떤 특성이 정보 수용자의 수용의도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

증하 다.이가은(2014)은 랜드 마 의 용도로서의 인스타그램 속

이미지를 확인하 다. 한 김여정(2015)은 인스타그램 속 셀피 이미지

에 한 랜드 연상 기법을 규명했다.WeilenmannandHillman(2015)

는 사진 공유의 사회 계 형성을 확인하고 Kanter(2015)의 연구는 인스

타그램이 새로운 마 략이 됨을 을 맞추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속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의 요인과 이러

한 요인이 유발하는 포스 시 행동인 패션 제품 노출과 셀피 속 본인의

외모 만족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목 은 자신의 셀피를 타인과 공유하고 이로 발생하는 사회 계와 정체

성 형성에 있다(Stutzman,2006).그 기에 재 셀피 상을 연구하기

해서는 포스 행동에서 작용하는 정확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국내에서도 많은 셀피 행동이 나타나지만 셀피의 요인을 정확히

확인한 연구는 무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개인의 셀피를 공개하는 것은 스스로 모습

을 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에서의 상황과는 다른 맥락에

서 근해야 한다.성용 (2015)은 개인이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의 동

기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첫째는 기록(Archiving)이다.사람들은

일상이나 특별한 날을 기록하기 해 셀피를 활용하는 것이다.이것은

과거의 일기장처럼 스스로 일상을 남기면서 쉽게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둘째,인정(Approval)이다.타인들의 인정과 심을 해 셀피를

포스 하는 것이다.셋째 소통(Communication)이다.셀피를 통해 타인들

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 특징과 일맥상통한다.넷째 재미(Entertainment)다.셀피를 포스

하면서 삶의 무료함과 기분 환을 하는 한다.마지막으로 자아 표출

(Self-expression)이다.자신이 새로 구매한 제품을 타인들에게 공개하거

나 어떤 장소에 한 인증샷 등의 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한,셀피에서 효과 인 인상 제시를 해서는 패션제품을 이용한다

(Farci& Orefice,2015).패션 제품은 통한 정 인 인상 제시와 개인

의 정체성을 표 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Naumanetal.,2009;

Vazireetal.,2008).본 연구에서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의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셀피 포스 행동 동기에는 일반 으로 개인의 자기애성향과 자기제

시,자기표 등과 같은 태도 기능이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측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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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변수들이 일 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셀피 포스 행

동에 합한 변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요인에 한 추가 인 설명이 필

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문화 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

며 들이 많이 이용하는 셀피에 해 고찰하면서 셀피 행동의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셀피 행동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재

국내에서 셀피의 다양한 요인에 한 학술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특

히 셀피 이미지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 분야에 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셀피 속 패션 행동에 한 석으로 추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패션 행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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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셀피 포스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행동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한,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라는 셀피 행동과 촬 후의 감정을 측정할 것이다.그리고

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조 효과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본 연구의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셀피 포스 행동의 주요 요인을 확인한다.개인의 자기애 성향

을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라는 이차원 성향으로 분

류하고 포스 의 목 을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로 분류하여 각

각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가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성향

과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셀피 포스 빈도가 자기애 성향과 포스 목 인 태도 기능에

어떤 향을 주며 이것이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에 미치

는 향력을 확인할 것이다.그래서 포스 빈도의 조 역할을 검증하

고 포스 빈도 수 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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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셀피 포스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행동 요인을 확인할 것이며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라는 셀피 행동과 촬 후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목 을 두고 있

다.연구의 내용에 따라 총 5장으로 구성하 으며,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황과 사용자들이 셀피

포스 을 유발하는 동기의 유형을 확인하며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의의,연구의 구성을 살펴본다.

제2장 이론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 틀을 마련하기 해 셀피

와 자아,태도 기능이론,자기애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 연구방법 차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연구모형을 제

시하고 측정도구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서술하 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설문자료를 통계 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련된 논의를 시행하여 제시한 연구문제와 분석결과가 부합하

는지 확인하 다.

제5장 결론 제언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학문 시사 을 제안했다. 한 본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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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셀피와 자아

1.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로 발 하면서 사회 단 ,소통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

많은 사람이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공간에 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했다.그래서 기술의 발달은 직 인 면 없이 가상공간에서 다양

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방법을 만들었다.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재 트 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으로 변되는 소통 공간을 활용하

는 사용자 수가 세계에서 20억 명에 이른다(비즈 조선,2015년 9월

25일 기사).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장 이 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타인과 소통을 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계가 수평 으로 확

되고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석용,정이상,2010).

<그림 2-1>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변천과정

Ellison(2007)은 소셜 네트워크의 변화 추세를 정리하 다.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의 시작은 1997년 미국의 SixDegree.com에 의해 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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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로필을 만들고 친구목록을 볼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들었고 1998년에 다른 사용자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도타

기’기능이 만들어졌다.국내에서는 2001년 싸이월드가 개설되었다.당시

는 서비스 기 단계로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한 시기 다.본격 으로 확장하게 된 것은 2002년

미국에서 출시된 Friendstar부터다.이 서비스는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한계로 종료되었다.이 시기에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에 한 많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3년 미

국의 MySpace서비스의 성공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

하 다.다양한 국가에서 자국 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이후 페이스북과 트 터의 등장은 다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의 시작이 되었다.이들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공통의 서비스를 이

용하기 시작했다.최근에 출시한 인스타그램과 핀터 스트는 기존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미지 속성을 강조한 특징을 보인다.

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은 웹기반의 사용자 간 가치, 심

사를 공유하고 사회 계를 형성하면서 온라인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서 정의되었다(O’Murchuetal.,2004;Kwon& Yen,2010). 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온라인 속 새로운 계 형성이라는 기능을 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온라인 계의 형성은 로필을 통해 개인의 정체

성을 표 하고 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강

조되며 온라인 계의 확산으로 확장되었다(Ellison,2007).최근에는 스

마트폰의 보 으로 치기반 기술이 결합하여 개인의 치를 표 하여

실재감을 형성하고 실 속 사회 계의 확장에도 도움을 주는 특징을 갖

고 있다(ZhangandLeung,2014).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근채 에

따라 모바일 기반과 웹 기반으로 분류한다(김해 ,2011).웹 기반 서비

스와 달리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동성

과 즉시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김근형,윤상훈,2012).<표 2-1>에

서 제시한 것처럼 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모바일 기반의 특징이



-9-

<표 2-1>웹 기반,모바일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징

[웹 기반 SNS기능] [모바일 기반 SNS기능]

기능 실행 기능 실행

로필 개인 정체성 표 기능
친구

찾기

치나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친구 찾기 기능

계

맺기

사용자간 사회 계 형성

기능

콘텐츠

공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 생산

커뮤니

이션

메신 ,채 등 사용자간

소통 기능

마이크로

블로깅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을 쉽게 포스

콘텐츠

생산

시스템 내에서 사진, 상

등 컨텐츠 생산

치기반

SNS

생산 컨텐츠에 재 치

정보를 각인함

네트워크

활용

축 된 계로 컨텐츠

공유 배포

강화되고 있다.스마트폰과 기술의 발 으로 웹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이상의 것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페이

스북이 컨텐츠와 치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것과 인스타그램이 해시태

그를 통해 치 정보를 각인하는 것이 로 볼 수 있다.쉽게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포스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깅 기능도 모바일의 표

인 특징이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은 이미지 정보의 강화다.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으로 정보를 달하

다.최근 서비스들은 이미지 정보를 극 화하고 텍스트의 양을 최소화하

면서 해시태그로 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이 달하고 싶은 정보를 담고 있는 셀피에 한 심과 역할이 증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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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셀피 상 정의

셀피는 개인이 직 자화상을 담거나 타인 혹은 물체와 함께 촬 한

사진이다.19세기 후반 코닥의 박스 카메라 발명 당시 자화상을 직 촬

할 수 있는 거울을 뷰 인더에 장착시켜 사람들이 셀피를 촬 하기 시

작하 다.셀피는 인터넷의 확 와 디지털 카메라,스마트폰의 보 으로

리 되기 시작하 다.특히 개인의 사진을 업로드하여 타인과 공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셀피를 촬 하여 공

유하는 것을 시작하 다(Wiki,2015).

최근 미국 오바마 통령의 셀피 촬 모습과 2014년 아카데미 시상

식에서 배우들이 촬 하는 모습은 셀피가 으로 확산한 것을 반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Saltz,2014). 재 인스타그램에서 셀피라는 키

워드로 등록된 숫자만 약 2억 8천만 장에 이른다(비즈 조선,2015).많은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를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 다면 사람들이 셀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은 셀피를 통해 온라인에서 포

장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자신을 유명인처럼

온라인 속 개성 있는 정체성을 가지려는 특징이 발생하 다.이에

Belk(2014)는 셀피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자아 소비의 실행

(self-consumptionpractice)으로 정의하 다. 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공간은 사진, 상 등 시각 인 자료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셀피를

업로드하는 사용자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을 포장,가공하여 타인들에게

노출한다.

실제와 다른 가공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성향을 설명하는 것이

Goffman(1959)의 연극이론이다.Goffman은 개인들의 꾸 을 연극배우를

통해 설명했다.그는 개인들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인상은 배우가 무 에

서 보여주는 개인 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것의 기능으로는

외모와 몸가짐이 있다고 주장했다.외모는 개인의 사회 지 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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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몸가짐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일

되게 표출되는 개인 면(前面)과 외모,몸가짐을 총칭하여 사회

면(前面)으로 정의하 다.

셀피에서 Goffman의 이론을 용하면 셀피 자체는 개인이 타인들에

게 자신을 설명하는 개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외모와 몸가짐

은 셀피를 보정하거나 특정 제품,장소를 활용하여 타인들의 공감을 유

도하는 이상 인 모습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리고 개

인 면과 기능들이 함께 구성하여 작용하는 사회 면이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Donath(1998)는 온라인 계 형성을 설명하기 해 Goffman이론을

사용하 다.이는 온라인 환경에 Goffman의 이론을 입한 최 의 연구

다.이후 셀피를 활용하여 Quan-HaaseandCollins(2008)와 Mendelson

andPapacharissi(2010)의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상

태 메시지, 로필 사진 등을 제시할 때 연극이론이 작용한다고 하 다.

KoliskaandRoberts(2015)는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은 오 라인에서의

면 방식이 온라인으로 환된 것이며 가시 인 외 모습이 시되는

것을 강조했다.그리고 Goffman의 이론을 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으로 정의하 다.그들은 개인이 셀피를 해서 사회 규범이나 사람들

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활용한다고 정의하 다.셀피

는 단순한 자신을 표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맥락이 나타

나는 것이다.즉 셀피를 노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한다.

실에서 면 면 방식의 커뮤니 이션 방법이 온라인으로 환되어 나타나

는 것이다.

Hess(2015)는 셀피를 자아를 표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셀피가

디지털 상에서의 보정을 통해 편집이 용이해진 을 주목하 다.그의

연구에서 셀피는 가공된 자아를 표 하는 수단이며,개인은 셀피 가공을

해 카메라 각도,배경,색감 등 다양한 요소를 인 으로 구성하는 것

으로 정의했다.SmithandSanderson(2015)도 온라인 상황의 특수성으

로 개인은 극 으로 포장하는 행동을 하며 그들의 정체성 표 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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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한 사진을 공개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Tellriaetal(2013)의 연구에서는 셀피 포스 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

을 표 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자신의 모습을 타인들에게 공개할

때 자아의 근원 인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처럼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으로 주장했다.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매개된

자아(mediatedself)로 정의하 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시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이는

Goffman의 연극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아 표 과 부합하는 것으로 온라인

에서의 모습도 실에서 인상만큼 요하므로 사회 맥락에 맞춰 자신

의 모습을 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셀피가 가상공간에서 개인 면 는

매개된 자아 제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셀피에 제시된 개인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수정과 왜곡을 통해 물리 공간에서의 자기와

다른 온라인 자기를 연기하고 있음을 보았다.

3.셀피와 상징 상호작용 이론

인간에게 자아의 실체는 쉽게 정의할 수 없다.명확한 자아를 규정하

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실존을 실증하는 방법이 된다.인간이 끊임없이

자아의 본질에 해 탐구한 것은 확실한 개인 성찰과 더불어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각과 련된다.

샤르트르는 자아를 정의하면서 요한 것이 타자(他 )의 존재라고 주

장했다(변 배,2005).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요하며 스스로가 자아를 인

식함에 있어 요한 존재며 타자는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 주는 필수불

가결한 매개자’로 정의하 다.인간은 사회 인 동물이고 타자와 집단을

형성하며 상호작용한다.타자의 에서 혹은 타자가 원하는 것을 인식

하는 것에서 개인의 근원 인 자아 인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호작용 맥락에서 자아 형성을 체계 으로 정리한 것은 Mead다.그

는 자아가 개인과 사회 세계가 교차하는 심 인 기제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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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에 자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에 해 함께 고려

해야 한다.Mead의 Mind,self.society(1936)에서 자아는 “I”와 “Me”라

는 측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했다.I는 사회화되지 않은 자아로서 사

인 욕망과 성향의 집합체이다.그 기에 타인에 의해서 측되거나 변

화하지 않는다.

Me는 사회화된 자아를 의미하며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들의 태도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면화한 것의 결과물이다.Mead는 타인들의 자

아가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 경험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 다.Mead는 자아가 행 주체이면서 타인과의

계에서 스스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객체로 정의했다.이는 사회화를 통

해 자아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I는 사 인 욕망과 성향이지

만 실제로 인간이 사회에서 상호작용하기에 쉽게 발 되지 않는다.Me

라는 사회에서 규범화된 자아가 더해졌을 때 스스로가 인간다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Mead는 개인의 자아 속에 ‘타인들의 태도’가 내재하여 있다고

주장했는데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에 한 이해와 여러 정보를 습

득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자아는 타인에게 받은 향을 바

탕으로 조정한다.유년 시 에는 I 역에서의 자아 성향이 강하게 발

되지만 생애 과정에서 타인들의 향을 받고 자아를 형성하는,어른으로

성장한다.특히 타인들의 향에는 소속 집단의 문화,윤리 성향 등이

내재하여 있음으로 개인은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자아가 구성된

다.

박석철(2005)은 온라인 환경이 상징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간으로 정의하 다.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상징 상호작

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상화하고 커뮤니티 행동 범주에 따른

자기 규정방식을 취하는 것을 확인했다.온라인은 개인의 다양한 역할과

모습을 표 할 수 있음으로 자아 정체성을 표 할 때 실보다 비고정

이며 다양한 특징을 갖는 것이다(황상민 2000).

상징 상호이론의 에서 SNS에서의 셀피의 역할을 다룬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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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vanDijck(200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사진의 역할에 해

서술했다.그의 연구는 상징 상호작용 이론의 근본 인 모습에 을

맞추고 있다.온라인에서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새로운 사회 상호작용의 매개물로 정의하 다.

셀피를 업로드 하여 집단의 사회 인 소속감과 연 의식을 획득하는 것

이다.이를 해 사진을 포스 하기 에 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행

동을 한다.인간이 자아 형성을 해 사회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도 셀피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타인들과 계

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 Jones(2015)의 연구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을 사회 자아(socialself)로 정의하 으며 자아가 완성되기 해

서 타인들과의 상호 계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를 해서 사회 인 맥락을 고려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노출하

는 성향이 나타난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 공간에서의 커뮤니

이션 단계가 장소만 변형된 것이고,소통이란 측면에서 타인들의 많은

공감을 해서는 사회 맥락이 고려된 사진이 필요하다.포스 하는 개

인들의 사회화되지 않은 I는 사회 맥락이 더해진 Me로 변하여 사람들

과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개인이 셀피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이에 한 타인들의

태도를 보는 것을 상징 상호작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다면

각 개인이 상징 상호작용을 해 선택하는 효율 인 노출 방법 자

신을 꾸미는 행동은 어떤 이론을 용해야 하는가.

4.셀피와 자기 객체화 상

인간은 사회 동물이다.그 기에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보

다 높은 존재로 지각하는 사람들과 지속 으로 비교하게 된다.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한다.사회 가치가 없는 인간은 존재론 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기에 사람들은 가상의 기 을 설정하여 부합하는 형태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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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기 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심리 좌 과 같

은 부정 인식을 한다.

유창조,홍성태,정혜은(2005)의 연구에서는 신체가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는 상이며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했

다.특히 여성이 신체 이미지에 심이 많고 본 자신의 모습(view from

the insider)과 외부인의 에서 본 자신의 모습(view from the

outsider)에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ashandPruzinsky 1990).

FredericksonandRoberts(1997)은 여성들이 인지하는 부정 인 신체 이

미지가 스스로 신체를 객체화하여 보는 것이 발생하며 이는 남성보다 여

성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개인 외모에 한 인식을

설명하는 것이 자기 객체화 이론이다.

FredericksonandRoberts(1997)은 객체화 이론을 주장하면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할 때 사회,문화 으로 하게 된 이상 신체를

기 으로 하여 자신의 신체를 찰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다.이러

한 행동을 하면서 여성들은 수치심과 불안 등 부정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일반 으로 매체 속에서 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시 으로

정형화된 이상 인 신체를 갖고 있고, 량생산과 매체의 발달로 여

성들이 이상 실체 모습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 다.그 기에 여성의

자기 객체화는 부정 인 양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Fredricksonetal(199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기 객체화 차이

를 규명하 다.이 연구에서 여성은 자기 객체화 성향이 도출되었지만,

남성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자기 객체화 성향

으로 인해 높은 패션 여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남성들 역시 자기 객체화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홍 희(2007)는 남성이 자기 객체화 성향을 찰하여 보고

하 다.남성의 성향 변화를 설명하기 해 성 인식이 변화한 것을 제

시하 다.과거 근육질의 신체 이미지를 이상 으로 생각한 것에서 슬림

한 스타일과 다양한 색감의 패션 제품을 착용하는 등 여성 인 이미지가

강화된 것으로 변화한 것을 제시하 다. 한,여성의 사회 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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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남성의 신체도 보여주기 한 것으로 변화한 이다.과거에

는 성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되어 취 되었다.이제는

남성도 자신을 가꾸고 이상 인 몸매가 아닐 때 매력 이지 못한 것으로

사회 압력을 받는 것이다.즉 남성의 외모 가꾸기는 자연스러운 상

으로 변화한 것이다.

외모에 한 인식이 변화하며 자기 객체화 상은 성별과 무 하게

나타나고 있다.온라인에서는 통 인 상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발

한다.온라인은 직 면하는 공간이 아니다. 실에서 하는 사람들과

는 다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기 객체화는 자신을 찰자 입장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타인들이 인식

하는 이상 인 형태로 보여주기 해 노력한다.타인들의 반응 역시 자

기 객체화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2>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아의 소비와 객체화

<그림 2-2>은 KwonandKwon(2015)의 연구에서 확인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에서의 자기 객체화 상이다.개인은 셀피 포스 을 통해

타인들의 반응으로 상호 계를 형성하고 객체화된 자기로 변화한다.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셀피라는 자신을 표 하는 이미지를 노출하기 때

문에 자기 객체화에 있어 략 이고 조심스러운 근이 이루어진다.

<그림 2-2>에서 제시한 것처럼 셀피 포스 과정에서 타인들의 반응이

요한 역할을 함으로 과거 통 인 사진과 달리 셀피는 사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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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 자기의 목 을 결합해서 표 하고 객체화된 자신을 표 하는 것

의 증거로 활용한다.

McLeanetal.(2015)의 연구에서는 셀피 행동에 자기 객체화 이론을

용하여 설명했다.셀피를 포스 하는 사람들은 객체화를 해 포토샵

과 같은 보정 로그램을 사용한다.그들은 보정 행동의 목 에는 신체

에 한 과시 성향 혹은 불만족이 내재되어 있으며 평소 섭식 행동에

서의 제한과 같이 자신을 가꾸는 행동으로 스스로 신체를 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출하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Dobson et

al.(2015)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성들이 셀피를 통해 자기 객체화를 하

는데 스스로가 매력 이고 능동 인 모습의 여성임을 드러내고 싶은 목

을 개인의 활동 양식과 결합하여 표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구조 특성상 타인이나 다양한 매체에

서 노출하는 인물들을 쉽게 하게 된다.Belk(2013)는 온라인에서 개인

은 자아를 하나의 랜드처럼 표 하기 해 노력한다고 주장하 다.특

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Belk의 주장과 가장 일치하는 온라인 공간

이다.개인 간 이 발생할 때 사회 공간처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타인을 단하기 때문이다.그

기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은 효율 인 자기표 방법을 활용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이상 외모로 포장하고 타인의 입

장에서 평가하는 자기 객체화 특징이 잘 드러난다. 를 들어 페이스북

에서 특정 개인을 하게 되면 로필 사진과 그 사람의 셀피를 볼 수

있다.시각 자료는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 수단이기 때문에 다

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셀피를 가공하는 것이다.

타인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변화한

자기 객체화 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통 인 자기 객체화 상이 타

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 후 반응하는 것이었다면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에서는 ‘좋아요’,팔로워들의 공유 등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즉각 으로 발생한다.셀피에 한 상호작용은 자아의 직 인 향을

주며 통 인 자기 객체화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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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개인이 사회 문화 인 향을 통해 자신을 평가

하지만,온라인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가상공간에서는 타인의 반응들도

자기 객체화의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자기 객체화 상을 측정한 MeierandGrey(2013)의 연구

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기 객체화 성향과 외모 비교 성향이 높고

신체 만족은 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집단과 달리 다수에게 본인의

모습이 시각 으로 공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유된 셀피로

자기 객체화와 높은 외모 비교 성향이 발생하면서 자아에 향을 주는

것이다.

FoxandRooney(201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가 자기 객체화 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정의하 다.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 하는

성향이 많다.그 자신의 외모를 표 하는 셀피에 한 만족도와 타인

들의 셀피를 통해 외모 자극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소셜 네트워크 사

용자들은 효과 으로 자신의 외모를 포장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변화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형태는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이미지를 하도록 한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이 텍스트에서 이

미지 심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인스타그램,핀터 스트와

텀블러 등 이미지를 심으로 운 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과거 트 터와 페이스북이 텍스트 심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던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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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셀피와 자기표 ,자기제시 태도

1.태도의 기능이론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다.행 공간이 온라인 공간일 뿐 사회 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본 연

구는 태도의 기능 이론(Katz,1960;Shavitt,1990;) 자기표 과 자기

제시 등 개인이 사회 기능이 셀피 련 행동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태도의 기능이론은 개인행동에 내재한 심리 동기의 요성을 강조

하는 것으로 사물에 하여 반응하는 신념,감정,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태도의 형태는 각 개인이 동일하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인 상호 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Katz,1960).조익래

(2015)는 태도가 사회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기능을 갖는 것으로 특

정한 사물이나 상에 한 반응 경향으로 정의하 으며,이러한 경향은

개인이 체득한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 태도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을 통해 경험으로 형성되는 행동의

결정요소이며 정 인 사회 태도 형성은 개인과 집단의 바람직한

계 형성에 도움 된다고 정의하 다.

Katz(1960)는 개인이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태도가 가진 기

능 때문이며 각 기능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다.첫 번째는 실용

기능(Theutilitarianfunction)으로 태도 객체의 만족을 극 화하려는 방

법이다.이 기능은 외부 보상을 극 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한다.이는 개

인이 만족이 필요할 때 수반되는 태도다.둘째는 자기방어 기능

(The-egodefensivefunction)으로 내 갈등과 외부 험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는 것이다.이것은 특정한 태도를 갖고 자아 성찰 혹은 사회를

볼 때 인식할 수 있는 심리 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특성이다.

셋째,가치 표 기능(Thevalue-expressivefunction)은 자아 정체성

(self-identity)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자아 이미지를 고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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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표 (Self-expression)과 자아 결정(self-determination)같은 행동

을 수행하는 것이다.가치 표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가

치 등을 타인들에게 달할 수 있다.일반 으로 제품을 통해 가치 표

기능을 용하게 되면 그 제품은 자기표 의 목 으로 나타난다.마

지막은 지식 탐구 기능(Theknowledgefunction)으로 어떤 상이 의미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한 일 성 있고 명확한 태도가 발 되는 것이

다.이는 자기 환경에 한 의미를 고찰하면서 지식과 사물에 한 탐구

력이 향상된다.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추가 인 태도의 기능을 제시하 다.

Shavitt(1989)는 Katz의 가치 표 기능에 사회 응 기능(social

adjustment function)을 추가해 사회 정체성 기능(socialidentity

function)을 정의하 다.이 기능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 집단 혹은 개

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기능을 통해 개인은

사회 계를 유지할 수 있다(Wilcoxetal.,2009). 를 들어 명품 핸

드백은 사용자의 가치와 사회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Shavitt의 개념은 후속연구(LalwaniandShavitt,2009)에서 구체 으

로 정리되었다.자기제시 태도는 타인들에게 평가,인식되기 한 요한

수단이며 개인의 자아 개념과 심리 만족감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그들은 자기제시 태도의 주요한 목 으로 인상 리(IM :

Impression Management)와 자기 기만 고양(SDE :Self-deceptive

enhancement)을 제시했다.인상 리를 통해 타인들에게 정 인 평가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기 기만 고양을 통해 심리 안녕감을 획득

할 수 있다.

Wilcoxetal.(2009)는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Katz의 태도 기능을 자기

표 (self-expression)기능으로 Shavitt의 태도 기능을 자기제시

(self-presentation)태도로 구분하 다.자기표 태도는 자아개념이나 가

치 등 자신이 요시 하면서 개인의 본질 인 모습을 표 하는 기능이

다.자기제시 태도는 사회 응 기능(Smithetal.,1956)으로 일컬어지

기도 하며 타인 계가 우선시 되고 사회 인 동의가 수반되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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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다.두 기능의 본질 인 차이는 자기표

태도가 본질 인 내면의 자아 형태를 표 하고자 하는 것이면 자기제시

태도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에 합한 자신을 표 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 개인이 의류 제품을 소비하면서 제

품이 가진 랜드 가치 등은 타인들에게 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인상

즉 자기제시 태도가 있는 것이며 제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자기표 태도가 구별된다.

한 Wilcox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하는 사람들의 요인에는 자

기표 태도와 자기제시 태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실에서의 사회

계보다 자유롭게 타인들과의 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 에는 타인과의 소통과 자신을 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2.셀피에 한 자기표 태도

Aaker(1999)는 자기표 태도가 개인이 상상하는 자기 개념

(self-perception)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하 으며

Schau(2000)는 자기표 태도가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 행동으로 정

의하 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은 자기표 의 용이함이라는 장

으로 발생했다.청소년기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열 하기

시작한 것은(Livingstone,2008)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독

특한 공간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 할 수 있고 래집단과의 소통이 쉽

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른들의 감시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기에 실과 달리 계 형성에서 사회 맥락을 추종할 개연성과 본인

행동에 한 험성이 약해지며 반드시 사회 규범을 수하며 소통하

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온라인 공간의 독특성은 사회 계와 자기표 이 실과는 상이한 형

태로 나타나는 것이다.Kozinets(2002)은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자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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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각 공간에서 형성하는 정체성이 다르고 온라인

속에서는 자신에 한 꾸 이 포함된 가상의 정체성을 표 한다. 한

기술의 발달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순간에 자기

를 표 할 수 있다.

Seidman(2013)는 온라인이 자아를 표 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가 되

었음을 제안하 다.개인들이 실에서 사회 불안이나 걱정이 있는 사

람들은 본연의 자기 모습을 숨기려는 경향을 보 으나 온라인 속에서는

실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표 하 다.그의 연구는 태도의

기능이론에서 가치 표 기능이 온라인에서 극 화되는 것을 보여 다.

가치 표 기능이 타인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가치 을 드러내는 것을 의

미하고 소셜 네트워크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표 이 자유

로워서 보다 용이하게 그들의 자아를 표 할 수 있다.

셀피는 온라인 속 자기표 태도를 표 하고,기본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었다.셀피를 통한 자기표 태도를 연구한 Takahashi(2010)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기표 이 자기 창작(self-creation)을 이

룰 수 있다고 주장하 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개인의

로필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구성한다.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이상 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창작한다.자기 창작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청 연결(audience

engagement)특징이다.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모습을 쉽게 공개하고 가치표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이 이상

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창작하여 노출하려는 성향이 나타난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일본 사용자들의 특징을 분석하 는데 로필 사진에 개인의

감정과 정체성을 투 하여 재창작하는 것으로 주장했다.이는 자기 객체

화 이론과도 부합하는데 개인이 정 인 모습으로 노출되려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개인의 성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자기표 빈도를

향상시킨다.일반 으로 신경증 인 성격과 같이 병리 장애를 갖고 있

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생활에 종속되고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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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에서의 활동으로 그들이 실에서 갖고 있는

외로움,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해소하기 때문이다(Amichai-Hamburger

andBen-Artzi,2003). 실에서 인지하는 부족함을 온라인을 통해 해소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이것의 결과로 일반 사용자들보다 빈번하게

소셜 네트워크상의 로필이나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개인이 신경증 인 성향이 있게 되는 것은 다양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 계에서의 단 이나 고독감 등이 이러한 행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온라인 공간은 실에서의 표 과 달리 장벽 없이 자유롭게 자

신을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용 빈도가 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기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는 자기 노출(Self-disclosure)로 발생하는 사생활과 과도한 표 이다.

Livingstone(2008)의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사용하지만 스스로의 사생활을 의식하고 있지 않음을 지 했다.청소

년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어른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

게 표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신을 표 하는 행동 자체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험을 수반하고 있다.그는 자기표 과 사생활이 서로

상충 계를 갖고 있다고 정의하 다.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재 다양

한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한 수 으로 자기표

을 해야 한다.

3.셀피에 한 자기제시 태도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의 차이 은 사회 인 맥락을 고려하는

이다.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행동이지만(Goffman,1959),성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소속 집단이 공동체 성격이 강하면

자기제시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YangandLi,2015),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ChuandChoi(2010)의 연구에서는 국과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기제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 는데 국의 사용자

들이 집단 지향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국 문화권이 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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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성격이 강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기제시는 사용자들의 핵심 인 기능이다.

공간 특성으로 실 속 면 계와 다른 자기제시 략이 필요하다

(Ellison,2007).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개인이 소속 집단의 정체성과

같은 사회 맥락을 고려하며,즉각 인 타인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기제시 태도의 인상 리 측면을 용할 수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포스 하기 해 사회 인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

의 셀피를 가공하고 텍스트를 작성한다.이러한 행동은 타인들의 답 ,

좋아요 등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으로 즉각 인 피드백을 받고 사용자들

은 이 과정에서 만족감을 인식하게 된다(Mehdizadeh,2010).셀피는 온

라인에서 효과 인 자기제시 략이 되며 포스 하는 것은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고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Managoetal.,2008).

이처럼 셀피 포스 행동이 자기 제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

타나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셀피를 통한 자기 제시의 목 을 규명하 다.

Nguyen(2014)는 셀피의 등장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텍스트를 통한 자

기제시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면에 등장하는 개인 로필

의 셀피는 효과 인 자기제시 수단이라고 하 다.이 연구는 질 연구

를 통해 여성들이 사용하는 셀피를 통한 자기제시 략을 찰했다.연

구 결과 불특정 다수가 로필 셀피를 하기 때문에 효과 으로 개성을

표 하면서 자기제시 략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Qiuetal.(2015)은 개인들이 온라인 속 이미지에 한 걱정을 하고 있

으며 셀피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진다고 하 다.바람직한 사회 자아 이미지 구축을 진 시키는

것은 타인들의 정 인 반응이다.이를 해 셀피를 실 속 실제 모습

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형태로 촬 하고 편집한다.

Kim andLee(2011)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 목 이 자기제시를

통한 주 만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자기제시 태도는 인상

리를 통해 타인들에게 정 인 반응을 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

다.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로필,셀피,텍스트 등을 타인들의 공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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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변경하는 것이다.타인들의 정 인 공감을 해서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타인들의 반응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개수나 답

로 획득할 수 있다.사용자는 반응을 통해 정 인 자아 이미지

(self-image)를 단하고 사용자의 주 인 만족이 향상된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것이 사용자가 사회 지지를 많이 받

는 것과는 상 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친구가 많은 것이 사용자

에게 정 인 반응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은 효율 인 자기

제시 욕구를 자극한다.그 기에 사용자들은 본인의 정 인 부분을 부

각하면서 타인과 커뮤니 이션하기 해 노력한다.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타인들과의 계를 형성하는 행동이 많거나 정 인 반응을

받게 되면 스스로 만족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Ellison(2007)의 연구에

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자기제시 목 이 인상 리와 우정행동

(Friendshipperformance)에 있다고 주장했다.인상 리는 타인들의 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자아가 정체성을 상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

며 우정행동은 자신이 노출한 결과물에 한 타인들의 반응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친구는 실에서의 친구 개념과는 다르다.

여기서 친구는 사용자에게 행동 규범 즉 온라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체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사용자

들은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 계 형성과 새로운 공간에서 바람직한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자기제시 태도의 목 에는 인상 리와 함께 자기 기만 고양도 내재

한 것으로 단했다.자기 기만 고양은 자기애 인 성향으로 과시,자

아도취,스스로에 한 높은 평가를 유발한다.그 기에 과도한 자기제시

가 개인을 고양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 특징을 과하게 노출하는 특

징으로 표출할 것으로 단했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자기제시

태도 정도에 따라 상이한 이용행동을 한다.김유정(2015)의 연구에서는

과시 인 자기제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이용 행동에서 차

이를 유발한다고 하 다.이들은 개인정보, 계정보 같은 기본 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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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업로드하기 보다 자신의 매력과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진을 포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제시 태도는 셀피에서도 독특

한 특징으로 나타난다.셀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 하고 매력과 개

성을 강조하기 해서는 의복이나 랜드 상품을 통해 본인의 매력을 극

화하면서 타인들의 공감을 추구할 것이다.

제 3 자기애

1.자기애 개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은 사회 요인도

있지만 스스로 외모에 한 만족과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셀피 포

스 자신을 꾸미거나 업로드 후 보정하는 행동은 개인의 외 심

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인간은 외 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

고 있으며 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꾸 히 나은 형태로 발

하고자 한다.인간의 외모 리 행동과 이에 따른 감정의 선행요인에

는 자기애가 있다.

자기애를 정신분석학 용어로 정의한 로이트(1914)는 자기애를 하

나의 성격장애로 설명했으며,이를 리비도의 에서 설명하 다.그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육체,정신이 스스로의 리비도의 상으로 인식하는

행동을 자기애로 정의하 다.여기서 로이트의 리비도는 단순히 성욕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한 애착과 같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

다. 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상 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한 애착이 상 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 다.그는 자기애를 미숙한 감

정으로 인식하 기에 지양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단했다.

Akhtar& Thomson(1982)은 자기애가 자기에게 리비도를 집 시키며

본인 자신을 주요한 심의 상으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다.Oxford

사 에서도 비슷한 개념인 스스로 외모에 한 과도한 흥미 혹은 찬사라

하 다.혹은 자기애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에 한 과장이 발생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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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설명할 때 찬양의 상이 되는 것으로 서술한다고 하 다.이러한

을 볼 때 자기애는 스스로에 한 심과 애정이 높아지고 자신에

한 높은 만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Emmons(1987)는 자기애 이론의 특성을 세 가지

으로 분류하 다.첫 번째,자기애가 사회 혹은 문화 상의 객체

로 발 하는 것에 을 맞추는 것이다.이것은 재 사회가 차 자기

애가 발 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다원

화와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개인은 자신에게만 몰두하는(self-absorbed)

성향이 강해진다.과거처럼 사회 목 을 성취하기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아 추구 행동으로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

회 갈등도 상의 원인이 된다.Fromm(1973)의 연구도 의 맥락에

부합한다.그는 개인이 자기애 성향을 자유롭게 표 하기 해 여러 집

단에 극 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성차별,인종차별 등 사회문화

상이 발생한다고 하 다.

다음 경향은 사회심리학 이다.이 분야에서는 자기애가 자기

주(self-serving)편향의 증가로 발 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자

기 주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은 내 특성이 원인이라 생

각하고 실패는 외 특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자기 주 편향의 동기

에는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이 있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

하면서 결과에 한 귀인에 큰 향을 주는 것이다.Greenwald(1980)은

자기 주 편향 상에는 자기 심 성향과 보수주의 같은 인지된 편향

이 내재하여 있으며 그것의 인지과정에서 자기애가 함축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정신분석 분야에서 자기애를 보는 이다. 표 으로

Kernberg(1976,1980)와 Kohut(1970)의 연구를 들 수 있다.Kernberg는

자기애가 부모의 거부 혹은 방치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그의

부모 향력 가설에서 부모에 의해 심리 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 아이들

은 방어 인 성향이 있고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에 가둬놓거나 그들 자신

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상으로 인식한다.Kernberg는 자기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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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 한 몰입이 타인에 비해 과하며 과시를 통

해 심을 유발하는 성향이 있다고 정의하 다. 한 자존감이 높으면서

타인의 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 역설(narcissistic

paradox)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자기애 역설이 강한 사람들은 궁

극 으로 우울함이나 질투 같은 본인의 열등감을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을

무의식 으로 회피하고 높은 자존감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지

않기 한 방어 행동이다.

Wink(1991)는 Kernberg의 을 수용하여 자기애가 과 망상

(grandiose)과 취약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과

망상은 과시행 ,공격성,사교성,자아 수용(self-acceptance)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취약성은 낮은 사교성,자아수용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과 망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리더 역할을 선호하면서 공격성

과 잔인함을 내재하기도 한다.취약성이 강하면 불만족과 고뇌 등의 특

징이 나타난다.

반면 Kohut의 이론(1970)은 자기(self)발 에 을 맞추고 있다.

자기애는 거 자기와 이상화라는 두 요인을 통해 발 하며 자기애 욕

구는 평생 지속되고 애정의 상이 확장될 때 함께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상의 공감이 배제될 경우 자기애의 부정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Kohut는 자기애를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상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비도의 형태

로 보았는데 이러한 이 로이트나 Kernberg와의 차이 이다.

가상공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자기애의 거 자기 상과 자기

고양 등의 성향이 나타나는 공간이다.BuffardiandCampbell(2008)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은 자기애 자아-규정(self-regulation)에 용

이한 공간이라 정의했다.가상공간에서 자기애 성향으로 외모에 한

집착,피상 인 인 계 등의 특징을 개인이 직 통제하기 때문이다.

Ongetal.(2011)의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기애는 거 자

기와 같은 부풀려지는 성향이 있으며 비 실 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정의하 다. 인 계 형성에 을 맞추기 보다는 타



-29-

인들이 본인에게 심을 두기를 바라며 정 인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

는 것에 심이 많다.

2.자기애의 셀피 소비

앞서 서술한 것처럼 자기애는 개인의 자기 심 특성의 집합으로 설

명할 수 있다.일반 으로 자기애는 1970년 부터 인간 성격 측정의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자기애가 비정상 인 심리 발달에 여한

다는 인식이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가 정신

장애에 한 진단 통계 편람 제 3 DSM-Ⅲ(Diagnostic and

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3thedition)부터 자기애 성격

장애의 진단범주를 추가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재는 DSM-Ⅳ

(AmericanPhychiatricAssociation,1994)로 변화하면서 이 에 자기애

성 성격장애 진단에 포함되었던 ‘과장성’이라는 변인을 강조하기 시작했

다.

특히 DSM-IV에서는 자기애와 이를 통한 성격장애의 기 으로는 공

상,행동에서의 과장성,칭찬에 한 욕구,공감의 결여 등의 행동 특징

이 성인기 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 하는 사람들을 자기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강은 (2002)은 연구에서

DSM-Ⅳ 성격장애 항목을 정리하 는데 다음과 같다.먼 스스로에

한 과장된 지각,둘째,성공이나 이상 사랑에 한 공상,셋째,자신이

독특한 존재라 믿고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다섯째 특권의식,여섯째 이기 인 인 계,

일곱째,감정이입능력의 결여,여덟째,타인에 한 질투,아홉째 거만하

고 방자한 행동 등으로 정의하 으며 이 5개 이상의 항목에 맞으면 자

기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정의하 다.이러한 DSM-IV는 자기애

의 건강하지 못한 특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부 응이나 병리

인 부분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기애가 단순히 부정 인 정서의 단면만을 내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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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기애의 정 인 부분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다.자기애 성격 검사 NPI(NarcissisticPersonalityInventory)

를 개발한 RaskinandHall(1981)도 자기애의 극단 인 성향이 병리 인

상태의 자기애로 정의하 으며 덜 극단 인 상태로 나타날 때는 개인 성

격의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 다.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은 자기애가 정 이고 건강한 성격 특징이라고 정의하 다

(Hickman,Watson,andMorris,1996; Raskin andNovacek,1989;

WatsonandBiderman,1993).

WatsonandBiderman,(1993)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기애의 자기

자랑이 정 인 자기 기능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Hickman,

WatsonandMorris(1996)의 연구에서도 정 인 자기애의 역에 해

서 서술하 다.그들의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정 으로 작용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 개념화에 향을 주며 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정 인 자

기애 부분과 정 자기애 부분이 서로 응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Raskin과 Novacek(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애 착취성

(exploitativeness)과 특권의식(entitlement)은 자기애의 부정 인 측면으

로 발 되며 정 으로 자신에 한 권 를 갖는 것은 건강하고 사회에

응 인 자기애를 가진다고 주장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자기애의 병리 인 측면과 정 인

측면의 이분법 분류는 Kohut(1977)의 내 자기애와 외 자기애

분류에 근거하며 Wink(1991)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를 결합하여 두 종류

의 자기애를 포 하는 척도를 개발하 다.내 자기애는 외부로 표출

되지 않는 자기애의 숨은 특성으로 취약성과 민감성으로 표된다.이러

한 특징은 쉽게 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며,사회 응과 병리 상도

부 응 인 측면으로 발 되는 경향이 많다.

외 자기애는 일반 으로 인식되는 자기애 성격특징과 부합한다.

이것은 자기과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들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거만한 사회 태도와 특권의식을 가지는 사회 계가 나타난

다.(AkhtarandThomson,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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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애 특성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용된다.Kuss and

Griffin(2011)의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 요인 하나인 사회 부 응

성이 SNS 독 경향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자신의

약 을 상쇄시키기 하여 과도하게 자신의 장 을 부각하는 형태로 타

인들에게 노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과도한 SNS사용을 야기하는 것이

다.이계정,정남운(2007)의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가 인터넷 과다 사

용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내 자기애 요인 자기

심 성향이 강하게 표출된 것인데,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를 상

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공간에서처럼 타인에 한 의식이 다.그

기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 할 수 있다. 한 조성 ,서경

(2013)의 연구에서도 내 자기애 성향이 SNS 독 상에 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내 자기애 요인 과민 취약성과 소심함 등

이 과도한 SNS사용을 일으킨다.

일반 으로 자기애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계는 내 자기

애가 부 응 이며 역기능 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그러나 외 자기애 일상생활 속 지루함과 새로운 것

의 추구는 일반 인 감각추구 성향과 유사하다.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감각 만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그 기에 외 자기애 요인들도 온라인 행동에 향을 다.

이는 KussandGriffin(2011)의 연구에서 도출된 것처럼 외 자기애

의 요인인 자기 과시와 자기 심성 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 경

향성을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온라인에서 자신을 포장,왜곡하여 자기애

만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한 류경희,홍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외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들은

외 자기애의 기 에 특권의식 등을 내재하고 있고 스마트폰 독은

자기애 행동장애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스마트폰은 손쉽게

다룰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지 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외

자기애가 스마트폰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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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는 셀피 상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Abercrombie and

Longhurst,(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음증 성향이 셀피 촬 에

향을 다고 주장하 으며 MendelsonandPapacharissi(2010)의 연구

에서는 셀피 노출 성향과 자기애의 상 을 확인하 다. 한 Foxand

Rooney(2015)는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포스 빈도가 증가한다고 밝

혔다.이형(2014)의 연구에서는 셀피와 내 자기애와 외 자기애

의 상 계에 해서 검증하 다.연구 결과 외 자기애 성향이 높

은 사람들이 셀피 업로드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빈도의 업로드를 통해서 타인들의 반응을 통

해 자기 개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연구에서 한계

으로 밝힌 것이 내 자기애 척도(NPI)를 사용해서 셀피 행동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었다.이것은 기존의 내 ,외 자기애를 측

정하는 척도들이 과민한 성격 측정에 국한하고 있다는 단 이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애를 이차원 속성이 있으며 주로

자기애의 역기능 인 측면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특히 자기

애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내 자기애와 외 자기애는 자기

애의 병리 특성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WatsonandBiderman,(1993)의 연구처럼 정 으로 형성된

자기애는 자아 형성과 사회 계에서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자기애의 순기능 인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한 개인의

유년 시 경험으로만 자기애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과정에서 다

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맥락이 고려되어 자기애

를 측정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자기애 개념이 강은 (2002)

의 이차원 자기애 개념이다.그는 연구에서 자기애 성향의 응 측면

을 심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 다.그의 연구는 자기애의 정

부분과 응 인 요소에 심을 두고 이 졌다. 한 본 연구의 이

셀피라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는 자기표 행동에 맞춰져 있음으로 강

은 의 이차원 자기애 정의가 연구에 한 개념으로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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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

자기애가 내면에서 연속 으로 존재하고 이차원 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등장한 개념이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다.이는 자기애의 사회,집단 응 인 측면과 부 응 인 측면의

자기애를 구별한 것이다.자기애 선행연구들에서는 정 자기애 성향

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 인 인 계와 스스로에 한 과장된 평가

등 자기 고양과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부 응 자기애는

취약성과 민감성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한 열등감이 발생한다고 하 다.

이를 방어하기 한 기제로 높은 자존감을 보이면서도 공격성, 감

등의 부정 행동 특징을 갖는다고 서술하 다.기존의 자기애 연구들이

지나치게 병리 인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는 비 으로(김정문,

2004)강은 (2002)은 자기애 성향의 응 인 측면과 부 응 인 측면

이 발생하는 심리 요인에 을 맞추어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

다.그는 NPI(1979,1981),RaskinandNovacek(1989)등 기존의 자기

애 척도에서 자기애의 정 인 측면(Raskin& Novacek,1989)으로 나

타나는 권 성,자기-충족성,우월성과 부 응 인 측면(Emmons,1984)

으로 나타나는 취약성과 과시성,특권의식을 측정하기 함이었다.

이차원 자기애인 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애의 건강한 모습을 측

정하여 개인의 응 인 행동에 자기애의 역할을 측정하 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개인의 사회 계에서 자기애의 부 응 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방법이다.본 연구는 자기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사회 인 맥락에서 어떻게 용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활용하

기 한 것으로 단했다.

자기 주도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주 인 우울감을 인식하거나

일상 인 상황에서 자기애 인 특성들로 인한 응상의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강은 ,2002).이것은 자기애가 개인 성향의 정 인 향을 끼

치는 것을 반증한다. 한,자기 주도 자기애가 높을 경우 자신의 능력

과 향력에 한 확신,자신감,주장성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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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능력과 존재자체에 한 과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자신에 한

과 평가는 실 응 측면에서 일정 수 정도인 정 인 형태로 발

되며 안정 인 자기 가치를 형성한다.이미선,김희화(2013)는 자기 주도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해 정 으로 보면서 외모 만족도

가 높을 것으로 주장했다.

타인 의존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심 생각과 정서를 갖고

행동한다.사회 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스스로가 불편함과 불안함

을 인식한다.이들은 타인들에게 요한 존재로 인식되길 바라지만 실제

인 그들의 자기 가치는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한,자기개념에서 이상

과 실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개인의 심은 내면의 열등감과 취약성을 감추기 한 행동이며

자아도취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결국 타인 의존 자기애가 높은 사

람들은 개인이 가진 자기애에 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기애 성향은 개인의 언어패턴,자존감에 향을 끼친다.김복진

(2006)은 자기 주도 자기애가 자기애의 응 특징으로 인해 자기 기

만 고양(Self-deceptiveenhancement)이 발생하고 인 계에서 심리

응이 용이한 것을 확인했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정한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타인들의 정 인 평가를 원하면서

부정 인 피드백에 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한,이차원 자기애 성향은 개인의 의복 소비에도 향이 있다.김

해정(2008)은 자기 주도 자기애가 의복 착용으로 인한 심리 만족과

외모 매력,사회성 등에서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확인했다.이는 자

기애의 응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유행제품

추구와 같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행동을 하지만 타인들이 자신의 신

체를 지각하는 것과 스스로 인식하는 외모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서은혜(2011)는 이차원 자기애가 신체인식과 외모 리 행동,화장행

동 등에 미치는 향을 검증했다.자기 주도 자기애는 신체인식과 외

모 리 행동에서 타인 의존 자기애보다 높은 향력을 갖는 것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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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으며,화장 행동에서는 자기 주도 자기애가 유행추구,타인에

한 의,외모 상승의 즐거움과 같은 요인에서 높았지만 타인 의존 자

기애는 자신감을 향상 요인에서만 높게 나타났다.즉 자기 주도 자기

애는 외모 리,화장행동과 같은 타인 지향 인 행동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타인 의존 자기애는 개인의 자신감 향상과 같은 자아도취

성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애 성향은 따른 학생활 응 능력(학업 응,사회 응)에 유의

한 향이 있다.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 주도 자기

애는 인 계 응이라는 정 측면으로 발 되고,타인 의존 자기

애는 부 응 측면이 나타난다.김정문(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

자기애는 학업 응,사회 응을 포함하는 학생활 응 능력에서 정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학업 응,사회

응 모두 부 인 결과가 나타났다. 한,자기 존 감과도 부 상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타인 의존 자기애의 기 에 타인

계에서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존재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들로 평가받으

려는 성향이 향을 미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차원 자기애 성향의 정 부분은 매장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서

비스 몰입 등에 향을 주기도 한다.임 진(2015)의 연구에서 자기 주

도 자기애는 직무만족과 서비스 몰입 고객 지향성 모두에서 정 으

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타인 의존 자기애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 주도 자기애의 유의한 결과 도출은 자기애 성향의 응 인 측면

을 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기방어와 자아도취를 기제로 하

는 타인 의존 자기애는 스스로에 한 소극 인 성향이 나타나면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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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셀피의 SNS노출

1.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개인의 첫인상에서 외모는 상 방에 한 친 감 형성에 요하다

(Kenny,Horner,Kashy,& Chu,1992).Naumanetal.(2009)은 셀피에

서 외모와 동시에 제시되는 패션 제품이 정 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들의 연구에서는 사진 속 인물의 옷차림이 정 인 인상

을 주는 데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Qiuetal(2015)의 연구에서는 셀

피 속 패션 제품이 포스 한 사람의 개성을 평가하는데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증명했다.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셀피에서 패션제품이 정

인 인상 리에 효과 인 수단인 것이 확인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포스 한 셀피는 불특정 다수가 한다.셀

피는 상 방을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포스 하는 사람들은 타인

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독특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기술

으로 셀피를 보정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패션 제품을 통해 효과 인 인상

을 제시한다(Farci& Orefice,2015).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은 자기애 성향과 개인 태도로 발생한다.

Novakova(2015)는 블로거들이 포스 하는 셀피 행동의 요인을 분석했

다.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은 자기애 성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들은

제품 노출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는데 도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Vazireetal.(2008)역시 자기애 성향과 패션 제품 노출 성향의 계를

규명했다.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진을 통해 패션 제품

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성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셀피 포스 시 자기제시를 해 패션 제품 노출 행동이 발생한다.

ChuaandChang(2016)은 소셜 네트워크 여성 사용자들을 연구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인들에게 인정과 정 인상 리를 해 패션 제

품을 활용한다.패션 제품은 사회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효과 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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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Qiuetal.,2015). 한 패션 제품이 사용자의 이미지를 반 하고 있

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아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Marciniakand

Budnarowska,2014).

김연지와 김칠순(2013)은 싸이월드 사용자들의 자기표 태도와 패션

제품 노출의 계를 확인했다. 극 인 자기표 태도를 갖고 있는 사

람들은 업로드하는 셀피 속의 패션 제품의 종류와 스타일에 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표 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 것

으로 패션제품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 인 자기표 의 수단이 된다

(Seidman,2013).

2.셀피 속 외모 만족도

셀피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 인 인상을 제시하기 함이다(Bergmanetal.,2011).

셀피를 포스 할 때는 정 자아 이미지 표 과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과신을 할 수 있도록 셀피를 가공한다.보정 로그램은 사용자가 포스

할 때 셀피 속 외모를 만족하는 수 으로 만드는 방법이다(Ridgway

& Clayton,2015).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은 셀피를 통한 자기

객체화와 자기애 성향이다.포스 한 셀피에 해 타인들이 정 반응

과 심의 정도가 높으면 셀피 속 신체에 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RidgwayandClayton,2015).Frosh(2015)의 연구에서는 셀피의 사회

특징에 을 맞추고 있다.타인들의 반응은 자신의 모습에 한 사회

승인이며 자신의 표 에 한 상호작용인 것으로 주장했다.타인들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셀피를 가공하며 많은 사람이 반응할 때

포스 한 사람의 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이다(McLeanetal.,2015).이는

소셜 네트워크 속 자기 객체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온라인 속에서

외모에 한 미 기 이 사회 인식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김 란

& 권정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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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는 개인의 외모와 신체 만족도에 유의한 상 계가 있다

(Brown& Graham,2008).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셀피 촬 과 포스

빈도가 높아진다(Abercrombie & Longhusrst,1998; Mendelson &

Papacharissi,2010).자기애의 자아도취 특징으로 셀피는 내면 아름다

움이 아닌 겉모습에 집 하는 개인의 외모 인식이 드러난다.신상기

(2014)는 셀피 행동 자체가 자기애의 발 이며 셀피 속 모습은 개인의

자기애 욕망이 충족되는 산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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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차

제 1 연구 가설 연구 모형

본 에서는 앞선 이론 배경 고찰을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한 구

체 인 연구 문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 포스 행동의 요

인을 확인하는 것이다.그래서 20-3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

하여 셀피 포스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가 자기제시와 자기표 등 개인 태도에 향력이 있

는지 확인할 것이다.그리고 개인 태도가 셀피 포스 시 패션 제품의

노출과 셀피 속 본인의 외모 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셀피 포스 빈도의 고 에 따른 조 역할을 검증할 것이다.

1.연구 문제 가설의 설정

개인의 셀피 행동에 앞서 개인의 자기애 성향이 셀피 행동을 결정하

게 되는 태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것이다.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

인 의존 자기애가 셀피에 한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에 미치

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애의 정 특

징으로 안정된 자기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 계에서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정문,2004).그 기에 자기제시와 자기표 모두 정 인 향이

있을 것이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선행연구(김정문,2015;임 진,2015)

의 결과처럼 타인 계에서 소극 인 성향을 갖고 있고 자기제시에는 부

인 향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김해정(2008)의 연구에서는 이차원

자기애 성향 모두 자기표 행동에는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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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개인의 자기애 성향인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는 셀피에 한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에 향을

것이다.

가설 1-1.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제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제시 태도에 부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4.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개인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발 된다.자기

표 태도는 실과 다르게 제약 없이 스스로 모습을 공개하는 자기 노

출(self-disclosure)을 근간으로 셀피를 포스 하며 자신을 자기제시 태도

는 인상 리를 목 으로 타인들의 정 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자아

이미지(self-image)를 가공하고자 한다.김유정(2015)은 셀피에서 개인의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인 패션제품을 사용하여 자기제시를 하는 것

을 확인했다. 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셀피 속 효과 인 자기제시를

해 패션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umanetal.,2009;Qiuet

al.,2015).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정 계가 있을

것으로 단했다.외모 만족도는 사회 인 인상 리로 발생하는 결과물

이다(Frosh,2015).타인들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셀피를 가공

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때 포스 을 하기 때문에(McLeanetal.,2015)

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단

했다.

자기표 태도는 셀피 속 패션 제품의 종류와 스타일에 많은 신경을

쓴다(김연지 & 김칠순,2013).패션제품은 효과 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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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SNS공간에서는 개인이 만족하는 수 으로

외모를 보정하여 노출한다(Takahashi,2010).개인의 표 태도와 부합하

는 셀피 속 외모 만족도는 정 인 상 계가 있을 것이다.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2.셀피에 한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는 셀피 촬

행동과 셀피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자신의 외모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자기표 태도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자기표 태도는 셀피 속 자신의 외모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셀피 포스 빈도는 자기애 성향과 련이 있는 행동이다

(Barryetal.,2015;FoxandRooney,2015;).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Ellison,2007)셀

피 포스 빈도는 자기애의 사회 응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Weiser(2015)의 연구에서 응 성향이 강할수록 빈번한 셀피 포스

빈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포스 빈도가 높으면 자기애의 응

측면인 자기 주도 자기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반 의 경우에는 부

응 측면인 타인 의존 자기애 성향이 있을 것으로 단했다.

셀피 포스 빈도의 차이는 개인의 셀피 업로드 태도의 차이를 일으

킨다.Qiuetal.,(2015)의 연구에서는 포스 빈도와 자기제시 태도의 상

계를 검증했다.Weiser(2015)는 셀피 포스 빈도와 자기표 이 정

인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스 빈도의 차이에 따라 자기애 성향과 개인의 태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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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추가로 포스 빈도의 조 효과가 셀

피 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본 연구문제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3.개인의 셀피 포스 빈도에 따라 개인의 자기애 성향,

태도 기능의 변화 셀피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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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증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20∼30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

지 구성을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 문항을 참조

하여 연구 목 에 맞게 수정하 으며 가설 검증을 해 측정 도구를 구

성하 다.

1.연구 상 방법

개인의 자기애 성향,태도 기능이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개인의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미치고,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자기애

성향과 태도 기능,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의 조 효과를 검증하

기 해 최근 한 달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셀피를 포스

한 경험이 있는 20∼30 사용자를 설문 상으로 선정하 다.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 경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자기기 사용 능숙

도와 상 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청년층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llisonetal.,2007;Livingstone,2008). 한 국내 소셜 네트워크 사

용자 분석에서는 20 와 30 가 체 인구 가장 높은 비율로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사용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한국 인터넷 진흥원,201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 를 설문 상으로 한정하 다.

2.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개인의 자기애 성향인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 그리고 태도 기능인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로 구성되었

다.우선 연구 참여 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셀피 포스 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으며 과거 셀피 촬 경험을 토 로 한 횟수,방

법 등을 묻는 문항을 추가했다.이와 함께 개인의 인구 통계 특성 문

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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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양 연구의 설문지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1
설문조사 상 조건, 재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 개방형,양분형

2
자기 주도 자기애,

타인 의존 자기애
20 5 리커트 척도

3 자기제시,자기표 태도 12 5 리커트 척도

4

셀피행동

(SNS사용시간,포스 빈도,

보정 로그램 사용 유무,빈도

셀피 속 외모 만족도)

8
개방형,선다형,

5 리커트 척도

5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6 5 리커트 척도

6 인구 통계 특성 5 개방형,선다형

(1) 재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본 연구에 합한 설문 응답자를 도출하기 해 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여부와 과거 한 달 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셀피

포스 경험, 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무

엇인지 물어보았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여부와 포스 경험을

묻기 해서 양분형을 사용하여 질문하 다.추가로 셀피에 한 용어를

응답자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응답 에 셀피에

한 용어 정의를 제공하여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 다. 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재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

기 때문에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여 질문했다.문항의 구체 인 내용은

아래 <표 3-2>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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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재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재

사용

인

SNS

귀하께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1

귀하께서는 지난 한달 간 Selfie촬 후

SNS에 업로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2

귀하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 인 SNS는

무엇입니까?
1-3

(2)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차원 자기애 척도는 강은 (2002)가 개발하

다.처음에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서은혜(2011)의

연구에서 총 20문항으로 변형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서은혜(2011)의

문항을 참조하여 사용하 다.문항의 구체 인 내용은 <표 3-3>에 서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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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자기 주도 자기애 타인 의존 자기애 측정 문항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자기

주도

자기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

서은혜

(2011)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을 좋아한다.
2-2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2-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2-4

나는 사람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2-5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6

나는 권력에 한 의지가 강하다. 2-7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2-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 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2-9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2-10

타인

의존

자기애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2-11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2-12

유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2-13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

지받고 싶다.
2-14

내가 해낸 요한 일에 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15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이 있다.
2-16

어떤 사람들에 해 때로는 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극단 으로 변

하는 경우가 있다.

2-17

사람들의 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

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나도 그들에게 모

욕을 다.

2-18

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

를 참지 못한다.
2-19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거 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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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자기제시 태도,자기표 태도 측정 문항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자기

제시

태도

Selfie는 사회 지 의 상징이 될 수 있다. 3-1

Selfie는 나의 소속집단에서 역할을 표 하

는데 도움이 된다.
3-2

Sefie를 통해 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3-3

Selfie업로드를 통해 SNS친구들에게 나의

좋은 인상을 보여 수 있다.
3-4

나는 Selfie업로드를 타인과 의사소통의 장

으로 활용한다.
3-5

나에게 Selfie 업로드는 타인과 교류하는

취미 활동이다.
3-6

자기

표

태도

Selfie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반 한

다
3-7

Selfie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

다.
3-8

Selfie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도와 다. 3-9

Selfie업로드는 나 자신을 표 하는데 도와

다.
3-10

Selfie업로드를 통해 나의 일상을 기록한

다.
3-11

Selfie업로드를 통해 나를 뒤돌아보게 한

다.
3-12

(3)자기제시 태도,자기표 태도

개인의 자기제시,자기표 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Gibbset

al.(2006)와 Wilcoxetal(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Wilcoxetal.(2009)의 연구는 일상 상황에서의 태도 기능을 측정하기

한 문항이라서 본 연구에 합하게 Selfie촬 업로드 상황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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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셀피 행동 측정 문항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셀피

행동

귀하의 하루 평균 SNS사용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4-1

지난 1달간 촬 한 Selfie개수가 략 몇

장정도 입니까?
4-2

지난 1달간 SNS에 업로드한 Selfie개수가

략 몇 장정도 입니까?
4-3

Selfie촬 시 선호하는 신체 노출 수 은

어느 정도 인가요?
4-4

Selfie촬 시 선호하는 카메라 치는 어

떻게 되시나요?
4-5

Selfie촬 후 사용하는 보정 방법은 어떻

게 되시나요?
4-6

본인이 생각하시는 Selfie보정 로그램 사

용 능숙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4-7

본인이 생각하시는 Selfie속 자신의 모습에

한 일반 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4-8

(4)셀피 행동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셀피 행동을 측정하기 해 과거 한 달 간

셀피 촬 포스 행동을 회상하여 측정하도록 했다.셀피 련 선행

연구에서 셀피 행동을 측정하기 해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하거나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척도를 사용하 기에 연구자가 직 사 조사 결

과를 통해 도출된 문항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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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측정 문항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셀피

패션

제품

노출

음식과 음료 5-1

새로 구매한 일용품 5-2

새로 구매한 의류제품 5-3

최근 유행하는 의류제품 5-4

그날의 착장(착용 의류 제품) 5-5

<표 3-7>인구통계 특성 문항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인구

통계

특성

귀하의 연령은? 6-1

귀하의 성별은? 6-2

귀하의 최종학력은? 6-3

귀하의 직업은? 6-4

귀하의 가정의 경제 수 이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6-5

(5)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평소 셀피 촬 에서 패션제품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해 만든 문항이다.연구 참여자들의 선택을 해 한 달 간 촬 경험

을 회상하도록 하 으며 해당 품목을 얼마나 노출하는지 생각하는 정도

에 따라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6)인구 통계 특성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 특성을 확인하기 한 문항은 연령,셩별,

최종학력, 재의 직업,가정의 경제 수 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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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연구 문제의 실증 분석을 한 자료 수집 과정과 조사 상,표집

방법,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구성

연구의 분석을 한 설문지는 서울 학교 생명심의윤리 원회(IRB)에

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문 리서치 기 의 패 모집을 통하여 온라

인 설문을 시행하 다. 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를 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시행되었다.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 을 설명하

으며,자발 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가 셀피 촬 포스

경험을 회상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목 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하여 설

문 문항에 응답자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 경험과 한 달간의 셀피 포스

경험 여부를 물었다.이에 따라 연구의 상자에 해당하는 참여자만 설

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는 2015년 9월 1달 동안 셀피 촬 경험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며 자신의 셀피를 포스 한 경험이 있는 국내 거

주의 20∼30 사용자로 한정했다.

회수된 응답은 총 228부이며 이 응답이 불성실성으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총 1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응답의 불성실성 결정은

개방형 문항에서의 응답으로 결정하 다.첫째,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둘째,촬 한 셀피 개수와 포스 한 셀

피 개수에서 일반 사용자의 범 를 벗어나는 극단 사용자를 제외했

다.사용시간과 셀피 포스 개수 등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을 때도 제

외시켰다.마지막으로 과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시간을 기재한

경우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은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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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방법

1
표본 특성

(인구통계학)
빈도분석

2 변수의 타당성 기술통계

3 측정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 요인분석

4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분석

(Cronbach’sα)

5 측정 변수간 경로 계수 구조모형분석

6 측정 척도의 조 효과 검정 다집단 비교분석

사용 시간이 약 73분 정도로 발표하 는데 국내 평균 사용 시간 보다 지

나치게 많은 시간을 기입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일반 사용자의 범

주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2.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측

정문항은 선다형,양분형,개방형,5 리커트 척도이다.SPSS22.0 로

그램과 AMO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응답을 통계 으로 분

석하 다.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신뢰도 분석과 같은 기본 기술

통계와 연구문제 검증을 한 확인 요인분석과 경로분석,다집단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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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빈도 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95 51.9

여성 88 48.1

합계 183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 8.2

학교 재학 39 21.3

학교 졸업 120 65.6

학원 재학 이상 9 4.9

합계 183 100

직업

무직 10 5.5

업 주부 12 6.6

학생 35 16.1

일반사무직 79 43.2

문직 25 13.7

서비스업 11 6.0

자 업 6 3.3

기타 5 2.7

합계 183 100

제 4장 연구 결과 논의

제 1 조사 상자 특성

1.인구 통계학 특성

수집된 183부의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 다.그 결과 남성(51.9%)과 여성(48.1%)의 비율이 고르게 분

포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 재학 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

수 에 해서는 층과 하 층을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자세한 내용은 <표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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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

최상층 2 1.1

상 층 6 3.3

상층 25 13.7

층 89 48.6

하 층 56 30.6

최하 층 5 2.7

합계 183 100

<표 4-2>연구 참여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황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재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35 19.1

카카오스토리 34 18.6

트 터 4 2.2

페이스북 108 59.0

폴라 2 1.1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시간

1∼20분 38 20.8

21∼40분 65 35.5

41∼60분 59 32.2

61∼80분 5 2.7

81분 이상 16 8.7

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시간

1∼20분 78 42.6

21∼40분 38 20.8

41∼60분 37 20.2

61∼80분 5 2.7

81분 이상 25 13.7

2.연구 참여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황

응답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황에 해 알아보기 해

재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사용시간,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시간을 질문하고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했다.

<표 4-2>에서 제시된 것처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스타그램

(19.1%)과 카카오스토리(18.6%)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소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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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황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한국 인터넷 진흥원

(2014)의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황 결과에서는 20 와 30

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

리로 나타났다. 한 인스타그램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추세의 서비스며

폴라는 2015년 3월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시간은 21∼40분(35.5%)과

41∼60분(32.2%)로 가장 많았다.이어 1∼20분(20.8%)으로 나타났고 한

시간 이상 한다는 응답은 낮았다.모바일을 활용한 사용시간보다 인터넷

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았는데 이는 최근

스마트폰 보 확 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의 출시로 인터넷을 활용

하는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3.연구 참여자의 셀피 촬 행동

응답자들이 셀피를 촬 할 때 행동을 확인하기 하여 선다형 문항으

로 한 달 간 셀피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했다.문항은 셀피 촬

시 선호하는 신체 노출 수 ,카메라 치 등과 같이 촬 취하는 행

동에 한 것과 보정 로그램 사용여부와 능숙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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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연구 참여자의 셀피 촬 시 행동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셀피 촬 시

선호하는

신체 노출

수

얼굴 57 31.1

얼굴+어깨 84 45.9

허리 상반신 27 14.8

신 13 7.1

기타 2 1.1

셀피 촬 시

선호하는

카메라 치

정면 54 29.5

얼굴 쪽 오른편 64 35.0

얼굴 쪽 왼편 51 27.9

얼굴 아래쪽 오른편 7 3.8

얼굴 아래쪽 왼편 3 1.6

기타 4 2.2

<표 4-3>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셀피 촬 시 선호하는 신체 노출 수

은 얼굴+어깨 노출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얼굴만 노출한다

는 응답이 31.1%로 나타났다.즉 셀피의 상으로 노출하는 신체 부 가

얼굴(77%)임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신 노출은 7.1%로 낮은 응답 비율

을 보 다.

셀피 촬 시 선호하는 카메라 치는 얼굴 쪽 오른편(35.0%)과 얼

굴 쪽 왼편(27.9%)이 높았다.일반 인 인식에서 셀피 촬 시 ‘얼짱

각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속설처럼 많은 응답자들이 정면을 응시하는 사

진보다 얼굴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촬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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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연구 참여자의 셀피 촬 후 행동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셀피 촬 후

사용하는

보정 방법

사진 자르기(기본 앱) 42 23.0

사진 색감 필터

(기본 앱)
58 31.7

추가 보정 로그램 사용 47 25.7

무보정 35 19.1

기타 1 .5

보정 로그램

사용 능숙도

매우 못함 11 6.0

못함 30 16.4

보통 98 53.6

능숙 36 19.7

매우 능숙 8 4.4

셀피 촬 후 행동은 보정하는 것과 보정에 해 개인이 평가하는 능

숙도 정도로 측정하 다.연구 참여자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

마트폰의 기본 사진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색감 필터(31.7%)로 나타났

다.이어 추가 보정 로그램 사용(2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 리 이션에서는 별도의 셀피 편집

어 리 이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면 사진 자르기와 사진 색감 필터

등 사진 어 리 이션의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 인 편집 기능이 더해지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응답자들은 스스로의 보정 로그램 사용 능숙도에 해 보통

수 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능숙 19.7%,못함 16.4% 순

으로 응답하 다.매우 능숙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4.4%).보통

(53.6%),보통 이상의 능숙한 사용도를 보이는 사람이 24.1% 으나 낮

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22.4%로 보정 로그램은 일부 기술 친 도

가 높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

이 보편 으로 사용하는 로그램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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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기애와 태도 기능이 셀피 속 패션 제품 노

출과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 검증

본 에서는 제 3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해 앞서 실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AMOS 로그램을 사용하 다..다음으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 1,2인 자기애 성향이 개인의 태도와 셀피 촬 시 패션 제품 노

출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다집단 비교분석을 통

해 연구문제 3인 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1.측정도구 검증

(1)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에 한 분석과 변수들의 계에 한 분

석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1단계 근법(one-stepapproach)이 가능한

장 을 갖고 있다(Bollen,1989;배병렬,2002).그러나 1단계 근법을

사용하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때 인과 계의 오류와 구별되지 않아 해석

시 혼동할 수 있다(Anderson & Gerbing,1988). Anderson and

Gerbing(1988)은 해석 시 어려움을 최소하기 해 2단계 근법

(two-stepapproach)을 사용하 으며 구조모형분석 에 측정 모형의

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본 연구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측정 모형의

합성 검증을 선행하여 해석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측정모형의 합도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해 모든 변수를

반 한 모형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잠재변수 별 측정변

수의 요인 재량,t값(t-value),p값(p-value) 측정모형의 합도 지

수(fitindex)를 확인하여 측정변수의 표 화 요인 재량이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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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합도 지수  df RMSEA CFI IFI TLI

측정모형 195.306 125 .056 .952 .953 .942

유의한지(p<.05)검증하고 유의하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 다(이학식,임

지훈,2011).측정모형의 합도는 =195.306(df=125,p=.000)로 나타났

고, 합도 지수인 RMSEA=.056으로 도출되어 기 인 0.08보다 낮

아 측정모형의 합성이 합당한 수 임을 확인하 다. 한 증분 합도

지수인 CFI=.952,IFI=.953,TLI=.942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했다.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 4-5>에

상세히 기술하 다.

모든 측정변수 하 항목의 요인 재량(factorloading)은 0.621에서

0.952로 나타나 합한 수 인 것으로 단했다.종속변수인 셀피 속 외

모 만족도는 단일문항이므로 요인 재량이 도출되지 않았다.확인 요

인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4-6>에 모형은 <그림 4-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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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측정문항 표 화계수 t값

자기

주도

자기애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0.707 -

나는 사람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0.673 8.4

나는 권력에 한 의지가 강하다. 0.807 9.93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 를 갖는 것

을 좋아한다.
0.798 9.843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

아한다.
0.775 9.595

타인

의존

자기애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0.785 -

유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0.798 10.426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

고 지지받고 싶다.
0.709 9.296

내가 해낸 요한 일에 해 다른 사

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

각한다.

0.665 8.684

자기제시

Selfie는 사회 지 의 상징이 될 수

있다.
0.711 -

Selfie는 나의 소속집단에서 역할을 표

하는데 도움이 된다.
0.792 8.351

Sefie를 통해 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

시할 수 있다
0.621 7.148

자기표

Selfie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반 한다
0.681 -

Selfie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 다.
0.784 8.234

Selfie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도와

다.
0.728 7.926

패션제품

노출

새로 구매한 의류제품 노출 0.952 -

최근 유행하는 의류제품 0.797 12.663

그날의 착장 0.742 11.575

***p<.001,빈칸은 비표 화 인과계수를 1로 고정시킨 경우로 t값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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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확인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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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 검증결과 자기 주도 자기애,타인 의존 자기애,자기제

시,자기표 ,패션 제품노출 등 총 5개의 변수를 최종 모형에 사용할 변

수로 설정하 다.아직 변수들의 가설 개념만 확인하 고,해당 측

변수로 값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모형의 타당

도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합성을 확인하기 해 잠재변수와 측정

변수간의 일치성 정도를 확인하는 구성체 타당성을 살펴보았다(이학식,

임지훈,2011).구성체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계량 분석이 가능한 개념

으로 타당성 확인에 활용된다(이학식,임지훈,2011).구성체 타당성을 확

인하기 해서는 하나의 잠재변수에 해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

계를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 타당성(ConvergentValidity)과 한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차별되는지 설명하는 별 타당성

(discriminantvalidity)을 확인해야 한다.집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인은

앞서 살펴본 요인 부하량 값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있다.

평균분산추출 값은 표 화 요인 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며 항

목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의미한다.값이 0.5이상이

면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항목들이 수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개념 신뢰도는 요인 재량의 합의 제곱을 요인 재

량의 합의 제곱과 측정오차의 합으로 나 값이며 변수의 내 일 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일반 으로 값이 0.70이상이면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Fornell& Larcker,1981;이학식,임지훈,2011).

별 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 값이 두 변수간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높은 것을 통해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이는 평균분산추

출이 다른 측정요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체의 측정요인에 설명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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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측정변수

자기

주도

자기애

타인

의존

자기애

자기

제시

자기

표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개념 신뢰도

(Cronbach’sα)

자기

주도

자기애

0.568 .867

타인

의존

자기애

0.382

(.0.618)
0.549 .827

자기

제시

0.286

(0.535)

0.158

(.397)
0.506 .744

자기

표

0.242

(0.492)

0.239

(0.489)

0.469

(0.685)
0.536 .769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0.117

(0.342)

0.125

(0.354)

0.125

(0.354)

0.082

(0.291)
0.697 .867

 :평균분산추출(AVE), :상 계수 제곱( 호는 상 계수)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 값과 상 계수

제곱값 개념 신뢰도 값을 도출한 결과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기 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 다.변수들의 설명력

에 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α)를

구한 결과 <표 4-7>에 명시된 것처럼 Cronbach’s값이 기 치인 0.7이

상인 0.744에서 0.867범 로 나타나 측정문항 간 내 일 성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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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자기애 성향,태도의 셀피 행동과의 계 구조모형

*p<0.05,**p<0.01,***p<0.001

2.자기애 성향과 태도 기능이 셀피 행동에 한 향력 검증

측정모형의 합도가 타당한 것으로 단되었으므로 연구문제를 규명

하기 해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 등 자기애 성향이

자기제시와 자기표 이라는 태도에 어떤 향이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성향과 외모 만족도라는 셀피 행동에 한 향

력을 검증하기 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256.381(df=144, p=.000), GFI=0.874, CFI=0.925,

IFI=0.926,TLI=0.911,RMSEA=0.065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용할만한 수 으로 단되었다(이학식,임지훈,2011).

구조모형은 <그림 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구조모형의 합도 지

수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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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구조모형의 합도 지수

합도 지수  df RMSEA CFI IFI TLI

측정모형 256.381 144 0.065 0.925 0.926 0.911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문제1에 해당하는 자기애

성향과 태도 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자기 주도 자기애가

자기제시에 이르는 경로는 p<.001수 에서 유의했으며 자기 주도 자

기애가 자기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표 태도(γ=.346)보다 자기제시

태도(γ=.479)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인 의존 자기애가 자기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05수 에

서 유의하 으나 타인 의존 자기애가 자기제시 태도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표

(γ=.296)에만 유의한 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분석 결과 가설

1-1,1-2,1-4는 지지되었으며 타인 의존 자기애가 자기제시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 1-3이 기각된 것을 확인하 다.이는 강은 (2002)과

서은혜(2011)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 주도 자기애의 타인

지향 성향과 자신감 있는 인 계 성향이 자기제시와 자기표 에

향을 주었으며 타인 의존 자기애는 사회 계에서의 실패로 인해 사회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인 자기제시보다 자기표 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문제2에 해당하는 개인의 태도 기능인 자기제시와 자기표 이 셀

피 속 패션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에서도 유의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자기제시가 패션제품 노출에 이르는 경로는 p<.01수

에서 유의하 으며,자기표 이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p<.05수 에서 유의하 다.즉 자기제시는 패션제품 노출에 향력(γ

=.290)이 있었으며 자기표 이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향(γ=.206)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하 다.분석 결과 가설 2-1과 2-4가 지지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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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효과

1

자기 주도 → 자기제시 .479 3.93 .000 정 향

자기 주도 → 자기표 .346 3.003 .003 정 향

타인 의존 → 자기제시 .139 1.242 .214 -

타인 의존 → 자기표 .296 2.584 .010 정 향

2

자기제시 → 셀피 촬 시

패션 제품 노출
.290 3.116 .002 정 향

자기제시 → 셀피 속 외모

만족도
.092 1.038 .299 -

자기표 → 셀피 촬 시

패션 제품 노출
.153 1.692 .091 -

자기표 → 셀피 속 외모

만족도
.206 2.289 .022 정 향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기제시를 해 패션 제품을 활용하는 것

과 일치하며(Wilcoxetal.,2009)자기표 이 스스로의 외모를 이상 으

로 꾸며서 노출하는 것으로 인해 셀피 속 외모 만족도가 높은 것과 부합

한다(Takahashi,2010).

그러나 자기제시와 셀피 속 외모만족도 향력을 검증하는 가설 2-2

와 자기표 과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 성향의 계를 확인하는 가설

2-3이 기각되었다.

3.셀피 포스 빈도의 조 효과 검증

개인의 포스 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자기애 성향과 태도 기능,셀

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하기 해 포스 빈도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포스 빈도를 기 으로 집단을 나 었다.포스 빈도의

값은 4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 으로 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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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에 두 집단 간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 다.분석 결

과 제안된 측정모형의 합도가 확인되었으며 (=583.268,df=362,

p=.000,CFI=0.870,IFI=0.874,RMSEA=0.058)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

역시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동등성을 검증하기 해 두 집단의 요인 부하량에 한

제약 모델을 비제약 모델과 비교하 다.분석 결과,카이제곱 증가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있다고 단했다(=26.978,

df=17,p=.058).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과 포스 빈도가 낮은 집단은

모든 잠재변인에 해 동일한 측정문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후의 구조모형분석은 완 동일 측정모형을 기 으로 진행하 다.

포스 빈도가 낮은 집단의 자기 주도 자기애 변수의 경우 자기제

시 태도에 미치는 향(γ=0.426,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타인 의

존 자기애는 자기제시에 한 효과(γ=0.462,p<0.01)와,자기표 태도

에 한 효과(γ=0.571,p<0.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llriaet

al(2013),Jones(2015)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셀피를 포스 하는

행동은 사회 상호작용을 목 을 갖고 있는 것인데 포스 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상호작용 행동 의도가 낮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그 기에

사회 맥락에 한 고려가 낮은 타인 의존 자기애 변수가 자기 주도

자기애보다 셀피 태도에 해 높은 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

고려보다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데 을 두고 있는 자기표 태도

(γ=0.571)의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에 한 효과가(γ=0.329,p<0.05)유의한 향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 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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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셀피 포스 낮은 집단 구조모형

*p<0.05,**p<0.01,***p<0.001

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표 에 한

효과(γ=0.408,p<0.05),자기제시에 한 향(γ=0.431,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주도 자기애가 자기제시에 강한 향력을 갖고

있었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태도는

자기제시만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효과(γ=0.315,p<0.05)와,셀피 속

외모 만족도 효과(γ=0.334,p<0.05)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셀

피 속 외모 만족도에 많은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주도 자기애의 정 자기애의 발 으로 자기

제시와 자기표 의 높은 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자기

제시의 특징으로 패션제품 노출이 유의하며 인상 리 효과로 외모 만족

도가 유의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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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셀피 포스 높은 집단 구조모형

*p<0.05,**p<0.01,***p<0.001

<표 4-10>셀피 포스 빈도 조 효과 검증

경로

셀피 포스 낮은

집단

셀피 포스 높은

집단

경로계수 t-값 경로계수 t-값

자기 주도 → 자기제시 .426** 2.884 .431* 2.347

자기 주도 → 자기표 .237 1.681 .408* 2.298

타인 의존 → 자기제시 .462** 3.083 .07 0.408

타인 의존 → 자기표 .571*** 3.671 .07 0.425

자기제시 → 셀피 촬

시 패션 제품 노출
.329* 2.096 .315* 2.295

자기제시 → 셀피 속

외모 만족도
.158 1.019 .334* 2.528

자기표 → 셀피 촬

시 패션 제품 노출
.183 1.2 -.057 -0.459

자기표 → 셀피 속

외모 만족도
.113 0.736 .107 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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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요약 결론

최근 세계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속도로 증가하

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변모하 다.셀피는 스

스로 모습을 노출하면서 자신을 표 하고 타인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의 사회 계와 텍스트

심의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 심으로 변화하면서 셀피는 더욱 요한

수단이 되었다.사람들은 자기 노출 상황에서 좀 더 이상 인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해 노력한다.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를 포스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악하고 이것이 패션제품 노출과

셀피 속 외모 만족도라는 셀피 촬 후 행동에서 어떤 차이를 발생시

키는지에 을 맞췄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와 련 있는 변인으

로 자기애 성향이 있음을 확인했고 사회 계에서 태도 기능을 셀피 행동

으로 용하여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가 셀피 포스

상황에서의 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 다. 한 자기제시와 자기표 같은 개인의 태도가 셀피 촬 에서의

패션 제품 노출과 셀피 속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기애 연구들이 병리 인 성격에 을 맞추어

부정 인 성향이 과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야기하는 것을 확

인한 것(KussandGriffin,2011;이계정,정남운,2007)과 달리 자기애의

이차원 유형의 차별 역할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이차

원 자기애 개념을 용한 것은 셀피 행동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행동으로

단했기 때문이다.

한,셀피에 한 소비자의 태도를 이해하기 해 태도 기능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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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태도 기능은 개인행동에 내재한 심리 동기의 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며 태도의 형태는 각 개인이 동일하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인 상호 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Katz,1960). 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태도의 목 으로 발 되는 자기제시와 자기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셀피 사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 확인

되었다.그 기에 셀피 행동의 내재되어 있는 심리 요인을 확인하기에

합한 것으로 단했다.기존 선행연구들이 자기제시와 자기표 요인

을 분석할 때 로필 사진 변경이나 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

드하는 경향 등으로 설명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노출이라는

직 인 자기제시 행동과 셀피를 통해 노출된 외모에 한 만족도라는

자기표 행동을 측정하 다.

즉 본 연구는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라는 이차원

자기애 성향이 개인의 태도 기능으로 표 되는 자기제시와 자기표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제시에

정 인 향을 것으로 가정했고,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표 에

부 인 향을 것으로 가정했다. 한,태도 기능이 개인의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검증한다는 연구

문제를 수립했다.그래서 자기제시가 패션 제품 노출에 정 인 향을

것이며 자기표 은 외모 만족도에 정 인 향이 있다는 가설을 수립

하 다.마지막으로 셀피 포스 빈도가 체 계에서 조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연구문제 검증을 해 온라인 리서치 기 의 패 모집을 통해 설문

조사를 하 고 총 183부의 결과를 설문에 사용했다.설문 데이터 분석

연구문제 확인을 해 SPSS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빈도분석,신

뢰도 분석을 하 으며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

석,구조모형 분석,다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 성향이 개인의 태도

기능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 다.자기 주도 자기애는 자기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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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 모두에 정 인 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타인 의존 자기애는

자기표 에만 유의한 향을 갖고 있었다.이는 강은 (2002)의 연구에

서 주장한 것처럼 자기 주도 자기애가 자기애의 정 측면으로 발

되어 인 계에서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제시에 정 인

향이 형성되며 스스로에 한 높은 평가와 만족이 자기표 에 한 유의

한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타인 의존 자기애는 사회 계에서의 부

응으로 인해 자아도취 같은 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 맥락을

고려하는 자기제시 태도보다 스스로 정체성을 표 하는 자기표 태도를

더욱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자기제시 태도와 자기표 태도가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과 외

모 만족도에 한 향을 확인하 다.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패션제

품 노출에만 유의한 향이 있었으며 자기표 태도는 셀피 속 외모 만

족도와 유의한 계가 있음이 도출되었다.Wilcoxetal.,(2009)의 연구에

서 제시된 것처럼 개인은 효과 인 자기제시 태도를 활용하기 해 패션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패션제품을 같이 노출하는 것은 스

스로의 사회 정체성과 이미지를 가치 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Takahashi(2010)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자기표 은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한 부담이 없음으로 셀피 속 자기 노출 상황에서 외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셀피 포스 빈도를 통해 조 효과를 검증하 다.셀피 포스

빈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다 집단 비교분석을 사

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셀피 포스 빈도가 낮은 집

단은 타인 의존 자기애가 자기표 에 미치는 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포스 빈도가 낮은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은 것

으로 단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속 새로운 사회 계에 몰입하는 정

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 기에 사회 계에 한 부 응 인 측

면인 타인 의존 자기애가 높으며 사회 고려 신 개인 정체성 표

에 몰입하는 자기표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개인의 자기제시 태도

와 자기표 태도의 향력에서는 자기제시 태도가 패션 제품 노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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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는 자기제시 태도의 인상

리 기능인 패션 제품 노출의 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셀피 포스 빈도가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표 에 한 성향이

낮은 것으로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 만족도가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은 것이다.

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은 자기 주도 자기애가 자기제시와 자기표

모두에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자기 주도 자기애

의 정 인 향으로 온라인 속 사회 계에 요한 포스 빈도 향상을

유발하 으며 사회 계를 한 자기제시 태도가 강한 향력이 있는 것

이 통계 으로 확인하 다. 한 자기제시는 패션 제품 노출과 외모 만

족도 모두에 정 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외모 만족도가 높은

것은 포스 빈도에 따른 효과로 생각한다.포스 빈도가 많은 것은 개

인의 외모에 한 자기애 성향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스스로 외모에

한 높은 지각으로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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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시사

1.연구의 학문 시사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셀피를 포스 할 때

향을 주는 요인에 해 살펴보았다.이를 해 포스 행동의 요인으

로 이차원 자기애 성향인 자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로

분류하 으며 자기애 성향이 사회 행동인 태도 기능으로 작용하여 자

기제시와 자기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하 다. 한 각각의

향력에 한 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먼 본 연구는 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무 역에서도 많은

심을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 셀피 행동의 개념과 련 이론

을 정리하 다.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속 행동의 다양한 요인에 해 검

증하 다.그러나 셀피 행동의 특징에 해서 양 으로 측정한 것은 미

미하 으며 부분 질 연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의 행

동을 연구하 다.특히 셀피를 통한 패션 행동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 기에 셀피 행동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셀피에

한 이론 범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측면과 근방식을 사용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기애의 향력을 검증한 선

행연구들은 내 자기애와 외 자기애의 부정 인 성향으로 과도한

독이나 몰입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자기애 개념은 개인의 병리 인 행동을 심으로 해석한다는 한계가 있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사회 응 측면에 을 맞춘 자

기 주도 자기애와 타인 의존 자기애를 활용하여 사회 계와 개인만

의 공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

서의 행동을 측정했다.그 결과 자기 주도 자기애는 선행연구의 결과

처럼 사회 응 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제시에서 향력을 갖고

있었고,타인 의존 자기애는 부 응 인 측면이 강하기에 사회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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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고려하는 자기제시보다 자기표 에서 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자기제시,자기표 등 태도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황

에 용하여 셀피 촬 과 포스 에서의 행동에 나타나는 향력을 검증

하 다.일반 으로 선행연구에서 자기제시 태도가 패션제품을 활용하며

자기표 태도는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

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를 셀피 상황으로 용할 때 부합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기존의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용하면서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셀피 포스 빈도에 따른 조 효과 검증을 한 것이다.셀

피 포스 빈도가 낮은 집단은 타인 의존 자기애 성향과 자기표 성

향이 강했으며 셀피 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은 자기 주도 성향이 자

기제시에 한 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 셀피 행동에서

도 셀피 포스 빈도가 높은 집단은 자기제시가 패션제품 노출과 외모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는 자기 주도 자기

애의 향력으로 자기제시 태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앞선 가설 검증의 결

과를 타당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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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

본 에서는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 을 지 하고 추후 후속연구에서

활용하기에 발 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행태를 측정하기 한

방법의 문제다.온라인 서베이 업체에 설문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행동을 설문

문항으로만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

인 연구 방법과 결합하여 보다 정교한 설문 문항을 구축하거나 측정 오

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셀피 속 패션 제품 노출 성향만 측정하 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소 패션 여도와 같은 특징을 측정하지 않았다.패션 제

품을 노출하는 행동은 패션 여도의 향을 받을 것이다.후속 연구에

서는 패션 여도를 함께 측정하여 심도 있는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한 패션제품을 세부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다.Wilcox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제시와 자기표 에 사용되는

패션제품의 종류는 상이하다.그 기에 패션제품의 다양한 품목을 분류

해서 노출 성향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국내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만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나

국가 특성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지 못하 다.셀피

상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 발 하 고, 재는 세계 인 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애 성향과 자기제시,자기표 등은 국가와 문

화별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상

된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된 결과가 나타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 효과 검증을 해 셀피 포스 빈도만

사용했지만 셀피 보정 횟수,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시간 등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한다.포스 빈도 만큼

보정 횟수나 사용시간도 셀피 행동에 향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래

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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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SNSExposureand

FashionProductExposureof

Selfie

DongSeobKim

Textiles,Merchandising,andFashion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ocialnetworking services appeared with the developmentof

technology,Ithasformed anew relationshipin theonlinespace.

Selfieisthepicturesofoneselftakenbyoneself.Ithelpedexpressed

oneselfandcommunicatewithothersinSNS.Selfiehaspostedmore

than 40 billion in Instagram,and Ithas tremendous popularity

worldwide.

Theclothingwornbytheindividualisexposedinselfie.Sothis

approachisneededinthefieldoffashion.However,thereislittl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e and fashion.So this

research investigated in selfie.Many previousstudiesraised asa

causeofselfiepostingareNarcissism andSelfieuploadattitude.I

confirmedtheserelationship.AlsoIhasverifiedselfieuploadattitude



-91-

impactontheexposureoffashionproductandappearancesatisfaction

inselfie.FortheanalysisIidentifiedtheuseofcharacteristicsofthe

snsuser.

For examined research question, I used to two dimension

narcissism variable, It consists of adjustive narcissism and

maladjustivenarcissism.Foridentifiedselfieuploadattitude,Iusedto

self-expression and self presentation variables.The exposure of

fashionproductwasconsistsofrecentlypurchaseproduct,fashionable

productandusualclothingstyle.AlsoIidentifiedthedifferenceof

selfieactbypostingfrequency.

Thesurvey isconducted on 183 participantsin theagegroup

between20and30yearswhohavepostedselfiefrom snsduring

september,using an online panelofrespondents sampled by an

internationalsurveyfirm.Dataareanalyzedusingstructuralequation

modelingbyAMOS20.0andSPSS22.0.

First,Adjustivenarcissism tendtodeliverselfexpressionandself

presentation.Ontheotherhand,Maladjustivenarcissism haspositive

effecton selfexpression.Second,Selfpresentation hassignificant

positiveeffecton theexposureoffashion product.However,Self

expressionhaspositiveeffectontheappearancesatisfaction.

Third,Iidentifiedmoderateeffectofselfiepostingfrequency.SoI

categorizedasselfieposting low usersorhighusers.Theresults

finds that Selfie posting low user had maladjustive narcissism

tendency.AlsoThisgrouphadsignificantimpactonselfpresentation

andselfexpression.However,Only selfpresentationeffectonthe

exposureoffashionproduct.Selfiepostinghighuserhadadjustive

narcissism tendency.Theyhadpositiveimpactonselfpresentation.

andIthadsignificanteffectoftheexposureoffashionproductand

appearance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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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isdifferentiatedfrom previousstudiesinthatitdeals

withhow narcissism tendency(adjustivevs.maladjustive)affectself

presentation and self expression.Also It identified selfie users

behavior.Andthisstudywasquantitativelydemonstratedtheselfie

behavior.It presented the implications that could be used in

subsequentstudies.

keywords:Selfie,Narcissism,Selfpresentation,Selfexpression,

Fashionproductexposure,Postingfrequency

StudentNumber:2014-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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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실증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Selfie 사용행동 연구를 위한 기본 조사 입니다. 조사

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김동섭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dongsebi@snu.ac.kr, 

010-7133-5297)

본 설문지는 지난 1달간 SNS 상에서 Selfie를 1회 이상 업로드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지난 1달간의 Selfie 업로드 경험을 회상하신 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설문은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니 원치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 미 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Selfie란? >

Selfie는 개인이 직접 촬영하여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의미합니다. 일반

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하며 최근에는 셀카봉이라

는 도구를 통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촬영한 Selfie는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계정에 업로드하여 즉시 타인들과 공유, 커뮤니케이

션할 수 있습니다.

Ⅰ-1. 귀하께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

까?         

    ① 네 (설문 참여)                             ② 아니오 (설문 미참여)

Ⅰ-2. 귀하께서는 지난 한달 간 Selfie 촬영 후 SNS에 업로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네 (설문 참여)                             ② 아니오 (설문 미참여)

Ⅰ-3. 귀하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 중인 SNS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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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세요. 

Ⅱ- 1. 자기표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elfie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Selfie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
Selfie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Selfie 업로드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Selfie 업로드를 통해 나의 일상을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Selfie 업로드를 통해 나를 뒤돌아보

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2. 자기제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elfie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Selfie는 나의 소속집단에서 역할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Sefie를 통해 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Selfie 업로드를 통해 SNS 친구들에

게 나의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Selfie 업로드를 타인과 의사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Selfie 업로드는 타인과 교

류하는  취미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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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세요.

Ⅲ- 1. 자기 주도적 자기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
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
리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
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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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타인 의존적 자기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유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지지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사람들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
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
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평소 Selfie 촬영 시 개인별 행동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지난 1달간 

Selfie 촬영 경험을 토대로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1. 귀하의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모바일 앱            분

    b. 인터넷               분

Ⅳ-2. 지난 1달간 촬영한 Selfie 개수가 대략 몇 장정도 입니까?            (       장) 

Ⅳ-3. 지난 1달간 SNS에 업로드한 Selfie 개수가 대략 몇 장정도 입니까?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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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Selfie 촬영 시 주로 표현하는 표정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① 무표정            ② 웃음            ③ 슬픔            ④ 분노        

      ⑤ 기타    

Ⅳ-5. Selfie 촬영 시 선호하는 신체 노출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얼굴         ② 얼굴 + 어깨         ③ 상반신         ④ 전신          

      ⑤ 기타          

Ⅳ-6. Selfie 촬영 시 선호하는 카메라 위치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정면       ② 얼굴 위쪽 오른편       ③ 얼굴 위쪽 왼편       

      ④ 얼굴 아래쪽 오른편        ⑤ 얼굴 아래쪽 왼편                     

      ⑥ 기타          

Ⅳ-7. Selfie 촬영 후 사용하는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본 편집 프로그램 혹은 개별 프로그램 다운로드)

      ① 사진 자르기(기본 앱)   ② 기본 사진 색감 필터(기본 앱)

      ③ 보정 프로그램 사용(추가적인 프로그램 사용) ④ 무보정

      ⑤ 기타          

Ⅳ-8. Selfie 촬영 후 결과물을 어느 수준까지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시나요?

      ① 얼굴    ② 얼굴 + 신체      ③ 얼굴 + 신체 + 착용하고 있는 물건 

      ④ 얼굴 + 신체 + 착용하는 물건 + 배경(사진 모두)        ⑤ 활용안함

Ⅳ-9. 본인이 생각하시는 Selfie 보정 프로그램 사용 능숙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능숙           

      ⑤ 매우 능숙

Ⅳ-10. 본인이 생각하시는 Selfie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

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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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평소 본인의 Selfie 속에 등장하는 제품과 브랜드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입니

다. 지난 1달간 Selfie 촬영 경험을 토대로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elfie를 통해 옷이나 악세사리를 포함하는 입고있는 옷을 노출하는지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대상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Ⅴ-1. 다음의 대상이 얼마나 Selfie 속에서 노출되

는지 그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노출 빈도를 1점부터 5점까지 중 체크해주세요) 

전혀
노출
하지

않는다

늘
노출
한다

1 음식과 음료 ① ② ③ ④ ⑤

2 새로 구매한 일용품 ① ② ③ ④ ⑤

3 새로 구매한 의류제품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유행하는 의류 제품 ① ② ③ ④ ⑤

5 그날의 착장(착용 의류 제품) ① ② ③ ④ ⑤

1. 최근 1주일 간 SNS에 업로드한 Selfie들을 찾아주세요

2.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Selfie를 골라주세요

3. 선택한 Selfie에 대해 아래 문항을 체크해 주세요
Ⅴ-2. 귀하는 Selfie에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 악

세사리 등 착장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1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는 타인이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부합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는 타인에게 보

이기 원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로 타인이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는 내가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가치관과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옷과 악세서리 이미지는 내가 갖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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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주일 간 SNS에 업로드한 Selfie들을 찾아주세요

2.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Selfie를 골라주세요

3. 선택한 Selfie에 대해 아래 문항을 체크해 주세요

Ⅴ-3. 귀하는 Selfie에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 악세사리 등 착장 제품의 브랜드를 어

떻게 표현하시나요?

1

Selfie에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 악세서

리 제품의 브랜드 로고 노출 수준은 어

느 정도 인가요?

매우

작음
작음 보통 큼

매우

큼

2

Selfie에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 악세서

리 제품의 브랜드 로고 노출 방법은 어

떻게 되시나요?

직접

착용 후

노출

배경

으로

사용

제품

자체 

노출

기타

Ⅵ. 다음은 귀하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

기 바랍니다.

Ⅵ-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Ⅵ-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Ⅵ-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Ⅵ-4.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자영업            ⑧ 기타(      )

Ⅵ-5. 귀하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상층                                ② 상위층

 ③ 중상층                                ④ 중위층

 ⑤ 하위층                                ⑥ 최하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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