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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적인 미디어 공간인 카카오톡 장치에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출발하였다. 카카오톡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MIM(Mobile

Instant

Messenger)으로서,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소통되고 있는 암묵적인 영상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실천의
장이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확산과

함께

기존의

피처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지니고 있던 통신 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출범했지만 다양한 부가기능과 함께 연동됨에 따라 단순한
연락 용도의 서비스가 아닌 일종의 문화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연락의 목적 이외에도 자아를 연출하고
타인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프로필 사진이 공적인 언어로서의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아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네트워크화된
자아’에 해당하는 20대 남성 9명과 여성 8명인 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

문제의식에 접근해보았다.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보여주는 문법이
무엇이고

이러한

문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실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소통되고 있는 의미는
감정 및 심경의 변화, 신분 확인, 취향의 표현, 경험과 근황의 공개,
사회적․개인적 메시지 전달이었다. 또한 자아노출에 대한 태도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는 눈팅형, 귀차니즘형, 전시형, 개방형의 네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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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이

구조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개인에게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프로필 사진을 통한 자아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카카오톡은 ‘내
프로필’ 보기 기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기획․연출하도록 하며,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친구 목록’에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등장시킴으로 인해 24시간 타인에게 노출되는 ‘열린 자아’를
탄생시키며, 항시 타인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객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카카오톡을 구동시키는 스마트폰의 손쉬운 사진의
촬영, 편집, 저장, 유통의 기능을 통해 개인의 자아표현의 가능성과 정보
유포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카카오톡은 지배적인 미디어 장치로서의
힘을 발휘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영상 시대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탐구해보았다.
카카오톡은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서 자기기획과 전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은 개인의 PR창구이자 얼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프로필 연출을 위한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동반하고, 프로필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아는 계산과 기획
하에

프로필을

구경거리로

연출한다.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필은

타인의

틈새시간을

라이프스타일을

보며

채워주는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 기능과 더불어 공적인
자아 노출을 장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과 사가 교묘하게 배합되어
있는 미디어로서 전시와 감시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카카오톡 미디어 환경이 제공하는 구조에 대한
분석이 카카오톡 경험의 구조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소통되고 있는 내용은 개인의 삶으로서, 어떤 경험을 통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축이 된다. 이는 자기기획의
결과로

드러나는

정보로서,

프로필

공간을

기획하는

실천

과정이

실시간으로 프로필 구성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수행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불특정 다수의 관객에게 공적으로 자아를

- ii -

전시해야하는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진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치적 영향력 하에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조율하고 있는 수용자의 가능성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필
공간을 연출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자아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정체성 구성 방식의 변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재하는 정체성을 가정하지 않는 가변적인 자아의 탄생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 존재하는
미시적인 문법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통해 카카오톡의 구조적
특성과 자아정체성 표현 및 구성 방식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시선, 프로필, 실천, 자아정체성, 모바일.
학번: 201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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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문제제기
프로필 사진을 통해 공개된 공간에서 자아를 전시 및 표현하고 타인을
구경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영상이 끊임없이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통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해,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행위가 보여주는 문법은 무엇이며, 프로필 사진이
구조적으로

개인의

자아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영상 시대에 이러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한 순간도 사진을 찍는 기회가 아닌 채로 흘러가지 않는 시대’(an
era when no moment passes that is not a photo opportunity)1)인 지금
전 세계는 이미지 소비 사회를 맞이하여 끊임없이 생산, 소비, 유통되는
이미지를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매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려는
열망은

특히나

영상

미디어

시대가

개막하면서

가능해진

‘셀카

찍기’에 대한 집착이나 열풍을 통해 반추해 볼 수 있다. 인류는 전에
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상황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장 많이 반추해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셀카에
중독 된 영국의 10대 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셀카가 나오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해외토픽감이 되기도 했다.2) 우리나라의
셀카에 해당하는 용어로 영미권에서는 ‘selfie’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한 해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2013년의 단어’로 뽑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2013년 한 해
셀카 열풍이 영미권에 강하게 불면서 #Selfie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

1) Amy Harmon, Stop Them Before They Shoot Again, The New York Times,
2
0
0
5
.
0
5
.
0
5
,
http://www.nytimes.com/2005/05/05/fashion/thursdaystyles/05photos.html?pagewanted=all
&_r=0
2)
문예성,
셀카
중독
영국
10대
'사진에
만족못해'
자살시도,
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40328_001281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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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노래에서는 어떤 일신상의
변화가 있어도 우선 셀카부터 찍고 보자는 재미난 가사를 넣음으로써
사진 찍기 행위 그 자체가 얼마나 일상의 찰나 속에서 중요시되는지를
꼬집어내어 공감을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진

열풍이

거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뉴미디어 수용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셀카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진
찍기

행위에

대한

열풍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진

찍기

행위는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로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62%에 달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3), 스마트폰이 가능케 하는 인터넷
연결과 카메라 기능으로 인해 사진 기반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기반 SNS란 기존의 텍스트 중심적인
서비스와 달리 사진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령
국내 자체 생산 어플리케이션4)인 카카오스토리는 서비스 실시 1주일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5) 한 조사(2013년 3~4월)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자의 47%는 주 3회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을

촬영한다고

했으며,

38%는 한 번 촬영할

때

6컷

이상을

찍는다고 응답6)해 스마트폰 영상시대의 열풍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사진 찍기 자체에 대한 열풍은 보급형 카메라가 등장한 이래
계속되어

온

것으로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새로운
기사는

현상이라고

볼

제목부터

<또

수만은
사진을

없다.
찍기

2005년
전에

말려주세요(Stop Them Before They Shoot Again)>로서, 디지털 카메라
보급으로 인해서 이메일 내용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채워지는 현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보급이
광학 카메라 시절에 비해 좀 더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3)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2013년 1월말 기준), 2013.03.05
4) 외국발 사진 기반 SNS의 경우도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업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
여준다. 핀터레스트(Pinterest)는 서비스 개시 9개월 만에 사용자 1,500만 명을 돌파하
였고, 페이스북은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기도 했다.
5) DMC미디어, SNS 형태에 따른 사용자 인식조사2 -Photo 기반 SNS 이용행태 조사 보
고서-, 2012.06.08
6) 마케팅인사이트, 2013 상반기 (17차)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8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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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카메라폰이 보급되면서부터 사진 문화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았다.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동원되는 수단이었다면, 카메라가 달린 모바일폰은 개인의 일상 전반에
있어 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서 사진 찍기 행위라는 것이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의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2년 4월 처음으로 카메라폰이 출시되었고 1년 사이에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7)였다. 2003년 주간한국에 실린 기사인 <카메라폰 공포
확산, 당신은 지금 "찍히고 있다">는 일반인이라도 모델처럼 언제든지
찍고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미 이때부터도 폰카메라의 성능이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다는 평가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후 HD카메라가 탄생하고
개인의 연결성과 자율성을 증대시켜준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사진
문화는 더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전에도 사진을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는 이미 번성하고 있었으나,
영상문화는 카메라폰 등장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문화의 등장 이후로 더 증폭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우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화질, 고성능의 카메라폰이 대중화된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필름
카메라를 밀어낸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밀려날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디지털 카메라 보유율이 7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이용자들조차 사진 찍기의 77%8)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은 장소에 무관하게 손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의 등장 및 열풍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나
SNS는 스마트폰의 기술력(특히 더 용이해진 인터넷 연결)이 뒷받침되며
7)

카메라폰 공포 확산, 당신은 지금 "찍히고 있다", 주간한국, 2003.07.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42&aid=00000
00138
8) 마케팅인사이트, 2013 상반기 (17차)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8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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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급속히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개인 간의 연결성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대되었다. 모바일폰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로와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달랐던
시대에 비교했을 때, 이제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내야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에 따라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경로도 더 다양하고 쉬워졌으며, 결과적으로는
사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근대사회의 도래 이후 지속되거나 가속되어 온 생활 방식, 즉, 바쁜
생활리듬,

가속화하는

사회적

속도에

따라

인간관계가

점점

얕고

넓어지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 있어 면대면으로
만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경험(User

사진으로
알리게

Experience)의

자신의
되는

근황을
일이

측면에서

더

전하거나,

프로필

많아졌다.

더군다나

웬만한

SNS에서는

사진으로

프로필

사용자
사진

설정이 필수 요소가 됨에 따라 자신을 대표하는 사진을 고르는 것이
구조적으로 일종의 필수적인 절차, 또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다.
요즘은 웬만한 개인이 속해있는 거의 모든 온라인,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사진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며, 사진을 걸든지
혹은 사진을 걸지 않든지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개인은 사진에 대한
선택의 순간을 매번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제의 물리적인 개인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사진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한 개인을 대신 표현해주는 일이 많다고 볼 여지가 생겨났다.
내가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SNS에 올라가 있는
나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현재의 내 상태를 짐작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프로필 사진은 가상 세계의
얼굴 혹은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와
같은 영상 시대에 프로필 사진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존의 사진이 지니고 있었던 기억의 저장, 특별한
행사의 기록과 같은 기능 이외에도,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을 통한
정체성 표현이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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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으로 보관했다면 이제 사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는 공적인 언어가 되어서 사진
촬영자의 어떤 측면을 말해주는 단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등장 이후 사진문화에 있어서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용이해진 사진 편집 행위는 변형이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의
유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전에는 사진을 현장에서 찍은 후, 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편집 프로그램(포토샵,
페인트샵 등)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그나마
한 때 유행했던 싸이월드에서 사진편집 기능을 조금 제공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즉시 그 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은

특히나

그

보정기능이 뛰어나서, 얼굴을 성형하고 ‘뽀샤시’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SNS에서 인물 사진을 올릴 때 보정
기능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할 정도로 사진
편집 기능은 빈번하고 교묘하게 잘 쓰인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의 80%가 주로 찍는 것이 자기 얼굴 사진(셀카)이며, 촬영 후
편집/보정 기능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1%를 차지한다고
답해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9) 프로필 인물 사진을
훑어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같은 문법의 사진을
생성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음(Daum)에서 출범한 사진 기반
SNS인 ‘위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내 일상을 화보처럼, 사진 공유
WITH’라는

표제어를

씀으로써

사진을

화보처럼

촬영하고

개인의

일상을 아름답게 재현해야 한다는 욕망을 담아내고 있다. 반드시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에 필터를 입히거나 밝기 및 대조를 조절하는
행위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상에서의 프로필 사진이 전시되기까지는 사진
촬영에서부터 편집, 업로드까지의 모든 사진 찍기 행위가 철저한 기획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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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프로필 사진들은 각
사용자들에 의해 의도된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IM(Mobile Instant Messaging)10)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주목을 했다. 카카오톡은 모바일폰 상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SNS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메시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화서비스로 처음에 출발했다. 따라서 그 본질은 SNS보다 좀 더 협소한
대화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은 단순히 대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은 오로지 대화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적인 매체가 아니라 공적인 매체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목록은 사용자의 폰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친구들의 프로필을 감상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아를 수많은 관객에게 노출시키는 공적인 매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더군다나 나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기만 하다면 그 누구라도 나의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강제적으로
프로필을 노출당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즉, 타인이 보기에
그럴 듯해 보이는 사진과 상태메시지를 연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타인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서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카카오톡은 서비스 개시 이후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국민 어플리케이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국내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 스마트폰 보유자 중 무선
10) Mobile Instant Messenger의 약자. IM(Instant Messenger)은 인터넷상의 통신방법 가운
데 하나로서 인터넷을 통해 쪽지, 파일, 자료들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채팅이나 전화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PC시대의 가장 혁신적
인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메신저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나 데이터를 주
고 받을 수 있어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불렸으며, 모바일폰에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왓츠앱, 카카오톡, 라인 등의 서비스가 등장되면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저’라고 불린다. (참고: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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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의

메신저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라인(10%),

마이피플(14%), 네이트온 톡(9%) 등 여타 다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제치고 카카오톡(98%)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11) 가입자
수만 놓고 봐도 2013년 10월 기준으로 카카오톡 누적 가입자가 총
1억1500만 명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 가입자가 3500만 명으로
나타났다.12)

어느

누구도

카카오톡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전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혼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카카오톡이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카톡해’ 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을 정도다. 특히 카카오톡을 개발한 카카오 그룹에서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파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계 서비스는
사진기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서부터 게임 기능,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기능, 기업과의 연계 기능, 음악듣기 기능까지 그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카카오톡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아감벤(Agamben,
2009)의 개념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까지 강렬하게 파고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스마트폰 장치(apparatus)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카카오톡은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로 인해 단순 MIM 서비스 이상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카카오톡 공간 속에서 이용자들의 수많은 문화적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카카오톡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목록의 프로필사진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화적 실천 속에서
이용자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MIM 서비스에서 사진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국형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특수성이며, 영상 앓이에 가까울 정도로
11) 마케팅인사이트, 2013 상반기 (17차)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7호, 2013.07.30
12) 김나리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성공노하우로 글로벌 오픈 플랫폼 도약,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1502010831789003,
디지털타임스,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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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소비가 정신없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디지털 환경이
선사하는 극도의 연결성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피로감과도 통하며,
끊임없이 선택하고 스스로를 기획해야하는 현대 사회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현 시대를 진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인의 연락 수단에서 공개되는 개인의 프로필
사진이 현대의 영상문화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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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검토

제 1절.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스마트폰
1. 모바일 스마트폰의 연결성과 이동성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기술 혁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이 머지않았다고 예견하며 ‘곧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것’(Cohen and Schmidt, 2013, p.27)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광석(2010,
p.50)은

사이버공간이란‘정적인

운동’(static

movement)을

새로운

신체적 조건으로 하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넘나드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즉, 사이버 공간은
전에 없이 연결성을 극대화시키며 경험의 범위를 극대화시켜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바일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모바일 미디어는 문자 그대로
‘모바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의

연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몰리(David Morley, 2003)는 새로운 시간대와
새로운 형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동성(mobility)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동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단순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가족사에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모바일폰을
통해서 아이들의 스케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가족생활의 변화양상을
예로 들었다. 즉,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서 일과 이동성의
새로운 구조와 타협해나가고 있으며 개인화된 미디어의 공급 체계의
급성장에 따른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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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현(2013)은

휴대전화를

모바일

미디어의 대표 격으로 보고, 모바일 미디어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음성통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처리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고안되어, 독특한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로서

정의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휴대폰은 ‘개인 활동의 역동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친밀한 것이라는 정서적 동반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으로서, 단지 통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었기에,

휴대폰을

통해

다감각적인

놀이

작업(보기, 듣기, 말하기, 만지기)이 가능해졌다. (김예란, 2006) 이와
관련한 논의로서 김상호(2009)는 맥루한의 주장 중에서, 미디어를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이 인간의 확장이라는 것은 언어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포함한 인간 활동의 범위와 사회의 확장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증폭이라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인간

파악하는

신체

것은

기능의

기술에

단순한
대한

확장과
도구적인

접근방식이며, 기술을 하나의 존재방식으로 파악할 때 기술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단순히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외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해나가면서 인간의 능력과 범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개념 그
자체를 끊임없이 바꾸어나가는 생산적 혹은 창조적인 존재로 이해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개인은 미디어를 규정하고, 미디어는 개인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내면화되기도 한다.
모바일폰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모바일한 면모가 더 강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09년에 아이폰(iPhone)을 필두로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점차 멀티미디어적인 모바일 기기로서의 역할
이 증대되었다. 스마트폰은 기술적으로는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
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ㆍ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으로 ‘손 안의 PC’로 불’리는
것’13)이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겪게 되는 문화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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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는 문화사적인 관점에 의거하며,
‘분석의 초점을 주체들의 일상적 실천들에 맞추’어 ‘주체들의 역사를
통해 사회변혁과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 미디어 문화
사적 관점에서 ‘모든 미디어 현상과 실천’은 ‘특정의 의미를 가진 사
회적 실천과 표상’이다. (유선영, 2007)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
로 전개되고 있는 스마트 문화는 ‘경험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구
축과 미래적 상상을 추동하는 형성적 힘과 실천으로서 유의미’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김예란, 2012)
수치적으로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38,155,507명을 돌파했다.14)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이미 절대 다수의 일
상이 되어 있는 만큼, 스마트폰과 관련된 각 개인의 문화적 실천이 모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
대폰(feature phone)과 달리 여러 가지 다른 기능, 즉 멀티미디어적인 특
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
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본인
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황주성․이재현, 2011) 더군다
나 기술적으로 개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교통/신용카드 결제 기능, 검색, 음악듣기 등) 휴대폰이 개인에게 갖
는 의미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8
년에 비교했을 때, 휴대폰 보관 장소로서 ‘가방/핸드백’과 ‘바지/치마
앞 주머니’는 약 20%p 정도 줄어든 반면, ‘손’이나 ‘상의 주머니’
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버스/지하철 이용 시 23%p, 걷는 중 17%p가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15) 스마트폰의 경우 예전의 피처폰에 비해 화면 크
기가 많이 증가해 휴대하기가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통해 문화로서의 스마
트폰이 얼마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PC를 통한 인터넷 연결의 장점을 개인 디바이스로 옮겨온
1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14) 미래창조과학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2014년도), 2014.03.25
15) 마케팅인사이트, 2013 상반기 (17차)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9호, 2013.08.20

- 11 -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료 문자
서비스나 무료 통화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SNS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휴대전화의 연결성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김은
미 외, 2012) 즉,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더 확대된 자율성(다양한 업무
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성을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이
전의 휴대폰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속의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
다.

2. 스마트폰이 추동하는 성찰성
이와
일상생활

같이

현대인의

속에서

실천(practice)과

가장

다양한

주요한

상황에

수행(performance)을

사적

항상
돕게

미디어인

스마트폰은

함께

함으로써

된다.

이러한

개인의
맥락에서

스마트폰의 속성, 즉 모바일 폰으로서의 스마트폰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 구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가족 및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에도, 그리고
회의를 할 때에도 모바일 폰은 여가, 업무 등 상황의 성격에 무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바일 폰이 지니고 있는 즉각적인 접근성은
모바일폰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게
만든다. 모바일 폰이 ‘휴대’폰으로 불리게 된 것은 모바일의 의미가
기능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친밀한 것이라는 정서적
동반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띠는
것이다.(김예란, 2006) 나라마다 모바일폰을 지칭하는 용어는 상이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적으로 ‘휴대전화와 이동전화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전화라는 말에 ‘손’, ‘이동’, 또는
‘휴대’라는

말이

붙어’

있어

모바일폰의

가장

큰

특징인

‘이동성이나 휴대성’을 드러낸다.(이재현, 2013) 더군다나 과거에는
주로 어떤 목적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했으나,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에는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한 명의 비서’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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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상의 전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김은미
외, 2012) 김홍중(2011)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촉각적 친밀성을 통해서
호모

모빌리쿠스의

신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비투스, 체험 양식, 지각 방식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접속되어 있는 행위자가 자신의 내면으로 의식을 기울이는 시간과
공간을

구조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소위

‘내면인’의

해체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모바일 성찰성의 주체는 ‘행위의
의미를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내면으로부터

공간과의

생성시키는

긴밀한

교섭

대신,

속에서,

외적으로

즉

자신의

구비된
외부에서

구성’해낸다. 이는 그 동안 내밀하게만 이루어져왔던 성찰성의 방식이
외밀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휴대전화는

파편화된

체험을

구조화하며,

외부

세계의

산란한

감각적 지각과 의미 없는 소통에 노출되게끔 함으로써 사용자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유연하게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전화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자 메시지에
응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화를 할 것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등) (김홍중, 2011)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주목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사진을
어떻게 누구와 찍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든 사진 연출 행위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자아는 선택을
해야 하며,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현대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이런 수많은 새로운 선택의 상황들이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요청’한다.

(김홍중,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현상이 아니라,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떠한 방식의 성찰성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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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체성 표현 방식으로서의 사진
1. 사진의 의미 변화
현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 소비,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사진은 손쉽게 사진을 찍거나 삭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아날로그

사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필름을

사용하던

사진기에서는 사진의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한정된
필름의 촬영가능 개수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진이 갖는 의미가
무거웠다. 그러나 메모리에 사진을 저장하는 디지털 카메라 및 폰
카메라 등의 디지털 사진 기기가 보급되면서 사진 찍기 행위는 일단
보이는 대로 많이 찍고 그 중에서 잘 나온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사진을 찍는 데에 있어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사진의 의미는 이전에 비해 좀 더 가벼워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사진이 일상 문화에서 갖는 의미를 변화시켰다. 연구자들도 이와
같이 사진이 갖는 의미가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리스터(Lister,

2000)에

따르면

사진이

여가

시간과

가족을

상징적으로 재생시키는 수단이 된 것은 ‘코닥을 필두로 한 대중용
카메라의 대량 보급과 중산 계층의 출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앨범에 넣을 만한 사진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만한 순간을 선택하고,
볼품 있는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스스로 젠더, 가족, 계급,
외모 코드를 능동적으로 엮어가며 자아 재현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가족 앨범에 들어갈 이미지를 편집함으로써 일상성을 초월하는 정체성을
재현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냅사진을 일 년에 단 한번
정도밖에 안보거나, 혹은 그나마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사진이 앨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아날로그

사진

시대의

앨범은

초가치적이었으며, 일상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들은 일관된 공간, 즉 가정 속에서 역사화되고 현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사진은 가정의 영역 내에서
사적인 이미지로서만 기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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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날로그 사진과 달리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인터넷
문화의 성장 이후의 사진은, 사적으로 보관되던 사진을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진의 문화적 실천의 의미를 바꾸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머레이(Murray, 2008)는 플리커와 같은 사진 공유 SNS가
사진에 대한 집단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플리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사진을 분류하는 태그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사진을
평가하고 감상한다. 이러한 플리커 사이트에 올라온 일상적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사진의 사회적인 사용은 특별하거나 희귀한
순간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발견에 대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진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와 주변
세계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사진 SNS인
플리커에서는 사진을 그냥 일괄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태그를 달아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간
상호적으로 사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마추어도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으며, 또한 아마추어로서 사진을 생산해내는 일이 쉬워졌다. 즉,
전통적인

아마추어

대

프로페셔널

구도의

양분화된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이다. 디지털 사진은 사진의 실천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단순히 플리커가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하고, 누구나 사진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문화적 실천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팔머(Palmer,

2010)는

‘네트워크화된

이미지들이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며 디지털
시대의 사진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사실상 코닥 이후 개인의 사진은
추억

사업의

감성적인

사건으로

환기되어

왔기에

디지털

이미지

시대에도 여전히 사진은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사진은 항상 기억의 기술로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행위가 과거의 아날로그 행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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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가능하다는

이미지가
것이다.

전시되고

공유되는

따라서

사진의

전통적인

강화되고

있다고

볼

약화되는

동시에

사이트인

디스모먼트(thisMoment)에서는

질서를

재도입함으로써,

구성하도록

한다.

와중에

이에

한

개인의

따라

수

추억

있다.

의식적으로

‘이미지

이미지는

공개적으로

접근이

보관의
이미지

역할은
아카이브

사진에

인생’(image

고정된

의미와
life)을

사물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한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와 같이 기억이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매개되고 공유됨에 따라, 개인의
아카이브는 새로이 유동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다.
모바일 스마트폰과 사진 SNS 확산 이후에 이루어진 최근의 한
연구로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Selfiecity라는
프로젝트가 있다.16) 이는 방콕, 베를린, 모스코, 뉴욕, 상파울루 5개
도시에서 찍힌 인스타그램(Instagram) 이미지 중 셀카만을 골라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인 Nadav Hochman17)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의 사진에 태그되는 메타 데이터들을 통한
이미지들의 분절(fragmentation)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미지에
태그되는 장소나 키워드는 외재적인 메타데이터이고, 이미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용(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사진에 있는 사람들,
사진의 분위기 등)은 내재적인 메타데이터이다. 이러한 분절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숫자가 함께 존재하며 서로 관계를 생성하는 특징을
지닌 온라인 영상 정보를 조직하고 제시하는 데에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태그와 같은 언어나 시간, 위치 등의 숫자는 이미지를 지시적인
기호로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유사성을 공유하는 다른 이미지와
함께 분류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분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가 스스로를 지시하던 예전과 달리(처음에는 이미지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이미지의
상징적인 측면으로 알려져 온, 이미지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짐) 이제는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이미지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16) http://selfiecity.net/
17) Nadav Hochman, Imagined Data Communities,
http://d25rsf93iwlmgu.cloudfront.net/downloads/Nadav_Hochman_selfiecity.pdf

- 16 -

지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이미지가 군집 안에서 다른 이미지들과의 연결, 관계, 패턴을 모색하는
이미지의 사회적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이미지가 더 이상
그 자체로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발산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이미지가 ‘사회적
이미지’가 되면서 사진이 단순한 재현 수단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더 큰
기호적인 커뮤니티를 전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사진의 본질을 다르게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사진이 개인적 향유가
아닌 사회적 공유의 기재로서 그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이미지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디지털 이미지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

주로

플리커나

디스모먼트와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에 기반 해서만 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진 공유 사이트가 그다지 유행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시적으로
사진의 사회적 공유가 드러내는 문법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개인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시대의 특징(이미지의 유동성, 일시성, 사회적 공유)에
대한 논의를 받아들이되, 디지털 이미지의 큰 범주 내에서도 모바일
공간을 통해 벌어지는 프로필 사진 문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나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카카오톡은 좀 더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진을 사용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카카오톡에서의

사진사용에

있어

공유되고

있는

문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해당 미디어의 특징에 주목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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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의

발견이

2.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사진 연출 행위
이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는 스마트폰에서 생산, 유통, 소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아 정체성의 탐색과 더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장된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동성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진 찍기 행위는 촬영자의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을

담아내거나

본인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춘다는

점에서, 또한 사진을 찍고 난 후의 생산물로서의 사진은 ‘이미지화된
자신이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워 (이동후, 2004)’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더욱 더 긴밀하게 모바일 사용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동후(2004)는 간편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에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디지털 사진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디지털 사진은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앨범에
저장하는 행위를 변화시켰으며, 또한 사진을 찍는 주체가 사진 이미지의
생성, 변형, 재가공 과정뿐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었다. 즉, 카메라폰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사진 이미지 생산과 유통 과정이 생겨나게 되고, 사진을
찍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휴대폰 영상행위는 ‘일종의 이야기 경험으로서 기억,
소통, 표현을 아우르는 자기 테크놀로지 실천의 주요한 매개 과정’이
되며, 특히 셀카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로서
자기를 대상화하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검토하고, 의미화하고,
성찰하는 윤리적 태도를 구비’하고 있는 ‘푸코적 의미의 ‘자기
배려’ 혹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예란․권정민, 2008) 항상 손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어디를 가든 함께 하는 스마트폰은 언제 어느 때에도 모바일 사용자가
폰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수정,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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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용자의 검열을 거친 사진은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플리커와 같이 사진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추억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연속으로

사용자들이

묶어내도록

인생을

장려하며,

드라마틱한

추억과

역사를

감성적

순간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하면서, 개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색하는 매체로서
사진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요소들을 배치시킨다. (Palmer, 2010) 즉,
사진의 연출 전 과정,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사진 찍기 및 사진을
편집해서 올린 후까지 사진은 정체성에 관여하게 된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폰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면,

또

다시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를
다른

거쳐서

올리는

등의

작업이

디바이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터넷으로 연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바일폰과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론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한 여러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은 사진
편집을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교묘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포토

원더’라는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의

밝기

조절부터 시작해서 인물 성형 기능까지 갖춘, 포토샵에 뒤지지 않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사진의

편집

과정

역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거쳐야 했던 이전에 비해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용이성이
더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고화질 카메라의 등장,
모바일폰과 카메라의 결합, 모바일폰과 인터넷의 결합, 그리고 공적
공간에서의 사진 공유 문화는 이전의 아날로그적인 사진 문화와는 다른
스마트폰 영상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의

모바일폰의

성찰성이나,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의 사진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리커와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는
한국에서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문화가 아니며, 페이스북은 글쓰기가
중심적이고 사진이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좀 더
한국적인 맥락에 근접한 연구, 혹은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에 관한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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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중심으로

좀

더

촉각적인

친밀성을

유발하는

스마트폰

기반을

사진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성찰되는지에

관해서는

주목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폰카메라 및 인터넷과
결합하게 된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모바일 사진 문화가 어떤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 3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자아 표현
1. 디지털 네이티브의 출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체제는 개인의 존재, 사고
및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광석(2010, p.32)은 컴퓨터로 인한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사고 및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와 글쓰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스크린상의 따붙이기와 즉각적인 수정 등으로 인해
반사적인

글쓰기에

쉽게

길들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먼저 사고의 변화를 겪는다.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

즉

자아성찰의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레지스 드브레(1990, 1992)는
해당 시대의 지배 매체에 의해 구조화된 문화생태계로서의 미디어
스피어를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당대의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회구조적 측면들(권위의 원천, 시간적 양태,
경배 대상 등)의 방점이 바뀐다고 본다.
이후

시대의

로고스페르(logosphere),

그라포스페르(graphosphere),
비디오스페르(videosphere)로

시청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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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디어스피어는 문자
인쇄술

이후

기기
비디오스페르의

시대의
이후의
특징은

시청각적인

영상(방송)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됨에

따라

과거에는 이미지 ‘앞에’ 있었던 우리를 영상 ‘속에’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허상적 실체는 감지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실재가 없다는 점에서 ‘마침내 그 자체로서만 어떤 것이 되는’
영상성을

띤다. 이는

재료와의

접촉이

생산해내며,

비물질성과 소프트웨어에

없는

때로는

작업을

선택적으로

가능케

의한 디지털

한다.

어떠한

영상은

사실을

가상,

상징성을

덮기도

한다.

메르조(Merzeau, 1998)는 이러한 드브레의 논의를 한층 더 진전시켜서
하이퍼스피어(hypersphere)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와

네트워크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결, 상호작용, 확산의
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드브레의 시대적 구분과 같이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변함에
따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것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그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도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자는 바로 넓게는 비디오스페르, 더
구체적으로는

하이퍼스페르를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디지털

실천가들이다. 이전 세대와는 어딘지 모르게 질적으로 다르고, 폭발적인
미디어

경험을

한

세대를

규정하고자

한

시도는

많이

발견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세대에 대해 특징을 규정하고 이론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한혜정(2000)은
아날로그

시대의

21세기의

인간과는

디지털

시대

‘인간’들은

20세기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그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80년대
이후 태어난 이른바 N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아주 다른 삶의 경험을
하면서 자라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역설했다. 또한, 김문조(2001)는 기술은 ‘앎의 방식’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류의 관념적, 물질적
이해관심을 포괄하는 핵심적 변동요인으로 보고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등장한

세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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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환경에서의

N세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표출적 욕구를 지니며, 격식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경량화 경향, 즉각적 반응을 선호하는 조급화 경향,
읽기보다 보기가 중시되는 시각화 경향, 공동체에 귀속되지 않는 느슨한
관계에 익숙한 유목화 경향, 노동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놀이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N세대가 맞이한 행위의 선택성 증가로
인해 생활에 자유로움을 더 많이 부여받은 만큼 개방화 경향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함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김현미(2002)는 삶의 조건이 디지털 매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디지털 매체가 기능적 차원에서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구성하는 주요한 매체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혁명을 일상적으로
체험한 첫 세대로서의 N세대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때
N세대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확장된 사회적 관계들에 익숙해진
세대를 지칭하며, 집합적인 의미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당시

10대였던

N세대들은

‘286

컴퓨터부터

팬티엄까지로의

변화,

모뎀으로부터 ADSL과 같은 상용 인터넷망으로,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넷 접속까지로의 변화 등을 연속적으로 체험’했다. 이는 세대 간, 세대
내의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좀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전자 메일보다는 인스턴트 메신저인
쪽지나 채팅을 즐기며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익숙해져있고,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짧게 표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쉽게 얻기 위해서 버디버디와
같은 메신저를 활용한다. 이 때 감정이 흐르는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
오고가는 글이나 이미지 텍스트들로서, 실제 공간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을 교류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즉, N세대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과 ‘수단’을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매체를 또 하나의 새로운 통로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상업화된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다면, N세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매체는 자신들을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문화 생산자로서 창의성과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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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프렌스키(Prensky, 2001)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함께 자라온
첫 번째 세대로서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규정한 바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 인터넷 등의 디지털 언어에
있어 원어민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들은 평생을 컴퓨터, 비디오 게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비디오 캠, 휴대폰 등 디지털 시대의 장난감과
도구에 둘러싸여 살아왔으며 그 이전 세대인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에 비해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보를 매우 빨리 수신하는 데에 익숙하며, 병행적인
과정과 멀티 태스크를 좋아한다. 그들은 문자보다는 그래픽을 선호하고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무작위의

접근을

좋아하며,

연결되어

있을

때(networked) 가장 잘 기능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렌스키는 이들의
변화를 단순하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술적 접근은 아니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세대에 대한 규명을 해보는 시도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신문이나 칼럼 등지에서 영상에 익숙한 ‘영상세대’와 문자에
익숙한 ‘문자세대’를 거칠게 구분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원용진(2000)은 이성적인 사고와 타인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타자지향적 사고를 즐기는 ‘문자세대’에 대비되는,
사물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을 사고의 중심에 놓는 ‘영상세대’를
구분했다. 영상세대의 특징으로는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영상언어 처리
능력을

들

수

있는데,

문자세대에

비해

시각정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며 문자세대가 빠른 화면의 전환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비해 총체적으로 수월하게 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문자세대들이 문자를
읽듯이 영상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번역해서 해석하려 한다면 영상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이는 결국 영상정보를 이해하는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이해

방식이

정보의

내용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이미지들 상호 간의 관계와 이미지
속의 이미지들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영상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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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세대의 구분은 최근까지도 종종 신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제일기획은 2005년 5월 1일 발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
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주역 ‘Post Digital
Generation’」이란 보고서에서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의

포스트

중·고·대학교에

디지털
재학

세대란

중이던

13~24세

소비자에

해당한다.

소비자로

당시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해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기와 매체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성세대가 차갑고 기계적이라고 느끼는 디지털
문화에서
세대이다.

따뜻하고
그

인간적인,

외에도

중심축으로서의

‘1318

아날로그적

3사

정감을

이동통신사에서
세대’에

찾아

표현하는

주목하는

소비의

관심이나(김홍탁,

2003),

‘X세대’로부터 ‘엄지족’까지18) 신세대 출현을 다루면서 IT문화로
인해

이들의

소비․문화․사교․여가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있다(오정연, 2006).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TIME지의 스타인은19) ‘나나나 세대’(Me Me
Me Generation)를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은 대략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로서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다. ‘나나나 세대’의 특징
은 나르시시즘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권
위를 존중하지 않는 만큼 반항하지도 않고 긍정주의적으로 세상을 해석
하며 매우 친절하기도 하다. 전 세대에 비하면 다름과 차이에 더 관용적
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나나 세대는 정보를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폰을 통해 친구들과 연결되어 하루 종일 상호
18) 이 보고서에서 정의내린 20대에 대한 다양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X세대: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프랜드 명명,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주위 눈치를
안보는 개성파 (‘90년대 초중반)
 N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잘 적응하여 통신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계층 (’90년대
후반)


M세대: 핸드폰, PDA 등 휴대용 기계에 익숙한 세대(’00년대 초반)



엄지족: 핸드폰 소지율이 높아지면서 문자 메시지 등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9)

신세대 (’00년 초중반~)
Joel Stein, Millennials: The Me Me Me Generation, TIME, 2013.05.20,
http://time.com/247/millennials-the-me-me-me-generation/ (검색일: 2014.05.22)

- 24 -

작용을 하지만 오로지 스크린을 통해서만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들
은 병적으로 한 시간마다 폰을 체크하고 때로는 유령 진동 현상을 느끼
기도 한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여행, 파티, 일
상생활을 치장해서 올리며 친구나 팔로워 숫자를 통해 스스로를 브랜딩
하기도 한다. 그 예로 드레스룸에서 옷을 입어보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타인에게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유명인을 좋
아하지만 그들을 멀리서 우상화하기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스스로가 유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며 디지털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용어는 각자 다르지만, 결국 이러한
세대가 디지털 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 주자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와 같이
주목받았던 이른바 N세대는 당시 10대부터 20대까지 포진되어 있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0대 및 30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이해나 세대 규정은 이미 디지털 환경이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금에는 철 지난 화두이며 핫이슈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속도에

발맞춰나가며 디지털 문화를 형성해내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실천가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실천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전까지 이루어진 논의는 대체로 인터넷과 전반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변화에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

또

다시

‘터치’의

감각으로

다시

한

번

디지털

환경이

재편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의 디지털 세대에
집중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면 디지털 문화 현상을 세대론으로
귀착시킬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왔던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스마트폰 문화를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정체성 형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문화적 수행이
무엇인지를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규정에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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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 성찰 도구로서의 온라인 미디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는 어릴 때부터 쭉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익
숙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아를 구성해나가는 것에도
익숙하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의 블로깅 행위, 한
때 열풍이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행위, 그리고 그 이후 트위터와 페이
스북 등의 외산 SNS까지의 온라인 미디어를 거쳐 왔다. 메신저 사용으로
는 버디홈피를 제공하기도 했었던 버디버디와 MSN 메신저, 그리고 이후
싸이월드와 연동되었던 네이트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경험을 통
해 이른바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꾸준히 자신을 표현하고 성찰하
는 경험을 해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온라인 표현 공간으로 여겨졌던 싸이월드는
자신만의 ‘미니홈피’ 속에 자신의 ‘미니미’(아바타)를 꾸며서 일기,
사진 등 자아의 정체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싸이월드에서는 친
구들과 함께 ‘일촌’을 맺으면 서로의 홈피를 구경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 즉, 일종의 사이버 혈연관계로서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암시하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다양한 일촌들 사이
를‘파도타기’하며 타인의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식으로 소통한다. 이러
한 미니홈피에서의 삶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었다.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구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온라인에서의 정체성과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을 연결시키기에
적합한 도구였다.
2007년 당시 미니홈피를 활발하게 사용하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이재신․연보영, 2008)에서는, 개인의 외향적 성격이나 관계증진을 위한
욕구와 관계없이 미니홈피 상에서의 자기노출 의도가 주로 개인적 만족
과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답자들의 미니홈피를 통한 자기노출은 주
로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며 만족을 얻는 표현적인 기능을 위해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즉, ‘자기노출을 통해 다른 이와의 관계증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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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즐거움 추구 같은 개인 만족의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 만족을 목적
으로 한 자기노출 증상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허세 사진’혹은 ‘허
세 싸이어리(싸이월드+다이어리)’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자기표현의 정
도가 지나치게 되어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온라인상
에서 재구성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김용석(2008)은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나르시시즘’20)이라 칭했다. 휴대전화기가 ‘휴대용 멀티미디
어 단말기’가 되어 가면서 각 개인이 홀로 단말기를 조작․사용하는 시
간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화면’의 기능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폰카메라로 타인을 찍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 행태는 디
지털 나르시시즘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대의 나르키소스
가 수면에 매여 있었듯이, 현대의 나르키소스는 화면에 매여 있는’것으
로 보았다.
싸이월드 시절의 다이어리나 사진첩 등을 통해서 일상을 공개하고 근
황을 전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 온라인에서는 항상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
하기도 한다. 실제로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한 염려는 자기노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기
도 했다. (이재신․연보영, 2008) SNS를 이용하는 판도가 외산 SNS인 페이
스북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시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페이스북의

인터페이스 구조21)에 따라, 싸이월드에서보다 페이스북에서 훨씬 자기개
방을 덜 하게 된 것(이자형․한광희, 2014)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온
라인 공간에서의 자기표현에 있어 타인의 시선과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자아 표현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타인의 시선에
더 노출되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접한다면 온라인에서의 자아 표현
20)

김용석
영산대
교수,
디지털
나르시시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91982.html, 한겨레 뉴스, 2008.06.06. (검색일:
2014. 05. 21)
21) 이자형․한광희(2014)는‘수동적인 상호교류 방식, 뉴스피드와 자신의 담벼락의 경계선
의 모호성, 친밀성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나의 글과 사진이 공개되는 방식의 인터페
이스, 담벼락과 뉴스피드의 혼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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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자아 성찰 방식도 더 시선에 민감하게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를 하는 행
위에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로그에서의 자기표현
적 글쓰기와 읽기 행위가 공감경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는(KO&KUO, 2009; 장현미․김현미․이준웅, 2012) 이를 뒷받침한다. 블로
그에 나타난 개인적 감정들과 자기 표현적 특성은 독자로 하여금 동일시
를 느끼게 하고 공감의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대인적, 사회적 신뢰도를
증가시키며 타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결국 이는 자기노출이 타자
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친밀감을 강화시키고 신
뢰를 높인다는 것으로서, 블로그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이 공감의 경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
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영상 세대의 온라인에서의
자기표현적인 면모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나르시시트적인 것
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 관계를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자기 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 관련해 김
수아(2008)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
과 모여 스스로를 치유하고 대안적인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자기 서사에 주목했다. 여성 커뮤니티에
서의 자기 서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
로는 ‘타인에게 말 걸기’라는 양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글을 쓰는 것
자체로도 상처 치유 기능이 될 수 있고 글을 읽는 것 역시 자기 치유 기
능이 있다. 여기서의 온라인 글쓰기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저항적 실천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대안적인 정체성에 대
해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정체성 정치의 활동이다.
또한 김명준(2005)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대하고 있는 감시현상
가운데 하나로 ‘개인 대 개인’간의 상호감시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며 개인들은 피감시자의 신분에서 역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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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었고 이는 ‘전시주의적 역감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전
시주의적 역감시’란 피감시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 등을 적
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함으로써 피감시자들의 통제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되었다고 보는
판옵티콘적 감시의 위력이 아닌,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이긴 하지만 사람
들이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주체가 관음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여주기’에도 익숙하며,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거부’하는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가치는 표현할 때 존재하게 되며, 수
동적 사생활의 개념이 적극적인 사생활로 바뀌어감에 따라 시선의 통제
기제가 변화하고 있다. 이 때 역감시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수백만이나
되는 네티즌으로서,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감시자를 만날 수 있게 되
었다는 점이 새로운 교류 방식을 창출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카카오톡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인스턴트 메신
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인터페이스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동시에 타인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정통적인 MIM이라기보다는 혼합된 종류의, 넓은 의미의 SNS로 간
주할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논의에서와 같이 타인이 자신을 볼 수 있
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자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인의 시선
하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텍스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여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와 달리 문자 메시지 기능
의 대체로 출범되었던 카카오톡은 좀 더 ‘사진 중심’의 자아 정체성
표현의 무대가 되고 있는 바, 스마트폰 영상 세대가 사진을 중심으로 한
프로필 공간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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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자아정체성 형성의 맥락 변화
1.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아정체성
기든스 (Giddens, 2001)는 후기 근대사회의 자아가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대성을 ‘위험 문화’로
규정했다. 후기 근대의 삶에서는 개인에게 선택의 다양성이 주어짐에
따라 자아정체성의 문제가 특히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전통적인
근대사회에서는 단일한 세계와 단일한 경험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인의 정체성이 출생과 함께 정해져 있었지만,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탈전통적인 질서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외적 기준이 사라지며
복수의

선택

상황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활세계가

다원화되면서 노동과 여가, 출생, 결혼, 죽음 등 삶의 여러 가지 국면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러한 각자의 국면들은
분리된 채 그 자체로 고도로 다원화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든스는 현대 사회에 권위가 부재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개인은 합리적인 이성을 발달시키게
되었고, ‘체계적 의심’이나 ‘회의’를 내면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매개된 경험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이 역시 선택의
다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사회는 인쇄매체, 교통수단, 화폐
등의 ‘탈피기제’를 통해서 사회관계를 장소에서 떼어내고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서 다시 다른 사회관계 속에 재접합시키는 동학으로
작동해 왔다. 특히나 TV 혹은 인터넷을 통해 경험이 매개되면서 우리가
겪는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게 되었고, 매개된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을 압도하게 되면서 자아의 내밀한 세계 속으로 곧바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또한 지구화된 경험의 세계를 제공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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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후기 현대의 자아는 고난에 차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타인과 세계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즉, ‘기초적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가 쉴
곳이 없고 절망스럽고 무의미하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존재론적 안전감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협은 인간의 삶을 철저히
분절화시키며 주체의 복수화와 자아정체성의 복수화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폭발적으로
다원화되는 생활세계의 각 영역에서 후기 현대의 개인은 매우 상이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각 영역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모순될 경우 이는
자아의 해체로 이어지기 쉽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체계에 의해
소외된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은

시계와

시장에

이양되며,

더

나아가서 ‘전문가 체계’에 포섭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후기 현대
사회는 상품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유의 자아정체성을 질식시킨다.
소비 사회의 논리는 삶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영역을 상품화하며
우리의 삶을 표준화시킨다. 이에 따라 자아정체성의 서사는 근원적으로
상품화된 경험 속에서 무의미함의 위험에 노출된다. 후기 현대 사회의
자아는 이처럼 끊임없는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간다.
이에 기든스는 후기 현대 사회의 자아가 처한 위험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간의 고유한 성찰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자아정체성은
‘성찰적으로

조직되는

분투’가

되어,

‘전기적

서사를

일관되게

그러나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유지’하는 ‘자아의 성찰적 기획’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든스의 이론은 기능적 다양성으로 인한 자율성과
연결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모바일 성찰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전근대 사회의 전통적인 자아와 달리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위험에 처한 자아에 관한 논의는 바우만(Bauman, 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우만은 ‘액체 근대’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성이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동성’을 강조했다. 근대는 힘이
가해지면 끊임없이 형태상의 변화를 겪는 액체나 기체처럼 전근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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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던 ‘견고한 것들을 녹이는’ 일을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던 족쇄와 사슬을 근본적으로 녹여버린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행동 유형들과 구성은 더 이상 ‘자명하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으며 유형을 짜야 하는 부담과 실패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개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테일러(Taylor, 2001) 역시 어느 시대에나
‘경력을 쌓아야 하는 절박한 일들’은 존재해 왔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해석한
서동진 (2009)은 신자유주의적인 한국이 개발, 근대화, 산업화 과정으로
불리는

자본주의적

전화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성장을

연계시키던 담론이 개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개인적 주체가 자기책임,
자기계발,

자기조직,

자기존중의

형태로

주체화하도록

섬세하게

작동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계발 담론은 지난 20년 간
한국 자본주의 사회가 겪은 유연화와 함께 발전해서 스스로를 1인
기업가로 생각하는 ‘자기 경영’ 담론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끊임없이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자아는,
끊임없는 연결성을 통해 자율성을 제공하는 모바일폰의 속성과 닮아
있다. 바우만(Bauman, 2012)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정체성 형성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점차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체성 형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 못지않게 중요성을 띠게 된 상황에서, 개인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해졌다.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 개념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또

새롭게

창조된다.

(황상민,

2000)

이러한

맥락

하에

본고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개’되는 영상문화의 경험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프로필 공간을 통해 펼쳐지는 내밀하고 또 동시에 외밀한
자아 표현 방식이 어떻게 성찰․기획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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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화된 자아와 연결성의 문화
위험 사회에 직면해 있는 유동적인 근대의 자아들은 온라인 공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맥락의 자아 성찰 방식에 노출되었다.
전통적으로

자아

고프만(Goffman,

표현과

인상관리의

1959)은

자아를

대표적인
무대에서

주자로

일컬어지는

연기하는

일종의

공연자(performer)라고 보고, 자아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을

제공(give)하고

또

상호작용이라고
발산(give

보았다.

off)하며,

개인들은
이는

곧

인상(impression)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하이퍼스페르 환경에서의 온라인 자아들은 오프라인과는 또 다른 새로운
무대를 만나고 있다. 고프만식의 논리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인상’을 형성해서 관리한다.
카카오톡 공간에서는 프로필 사진이 일종의 공연자처럼 자기표현을 하고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연결된’공간에서 인상을 관리하고 있는 자아와 관련해서
파파짜리찌(Papacharissi, 2010)는 네트워크화된 자아 (networked self)의
개념을 제시한다. SNS는 개인으로 하여금 멤버 프로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자기표현과 사교적(social) 연결을 위한 무대를 제공해준다는 데에
그 매력이 있으며, 자기표현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품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적 연결망의 공적인 전시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은 이를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교적 연결망의 유동적인 연대
속에서의 성찰적인 과정을 통해 자아를 소개함으로써 ‘네트워크화된
자아’(networked self)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이드(Boyd,
2010)는 ‘네트워크화된 공중’(networked public)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간이자 사람, 기술, 실천의
교차로 생겨나는 상상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공중은 SNS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인 ① 프로필 ② 친구 목록 ③ 댓글 기능 ④
스트리밍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조화된다. 이 때 프로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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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내재적으로 사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어내게

된다.

즉,

프로필

공간이

제공된다는 것은 온라인 자아 구성에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자아 구성과
다른 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프로필이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자아 정체성을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에바 일루즈(Illouz, 2007)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본다.
온라인에서의 프로필 포스팅 행위는 토크쇼나 격려집단 같은 여타
심리적 문화형식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아를 공적 수행으로 전환한다.
즉, 프로필을 통해 사적 자아는 추상적, 익명적 관중 앞에 공적으로
전시되는 가시적 존재로 바뀐다. 특히나 프로필을 작성하는 목적은 누가
읽느냐와 상관없이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때
수행의 대상은 시각적, 언어적으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대가 아니라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관중이다. 이 때 자아는 다양한 표상들(프로필,
사진, 이메일)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자기소개가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은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모델이나 배우의 입장에
처한다.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내가
지각하는

나

자신,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고
나의

나의

이상형에

모습에도

집중해야

집중하는
한다.

동시에
그렇기

내가
때문에

인터넷은 시각적 표상 및 언어를 통해서 자아를 외화, 객관화하는
형태의 자기 인식에 기여한다. 인터넷데이트 사이트에서의 자기소개는
내향적

운동을

전제하며(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일반적이고 규격화된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20세기 초는 자아를 절충하고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최초로

자아가

인상형성

및

인상관리를 목적으로 조립되고 조작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피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인터넷

자아는

훨씬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하고

복합적인 자아가 될 수 있다. 일루즈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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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개념을 인용하며,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진실한 방법이냐 거짓된 방법이냐가 아니라 상상의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이 촉발, 유도하는 종류의 상상력은 인터넷 특유의
상상의 양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데이트 사이트의 상상의
양식(사이트에

의해

사이트에

배치되는

상상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의 맥락(만남을 탈육체화하고, 그 만남을 순수한
심리적

사건으로

만들며,

주관성을

텍스트화하는

테크놀로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루즈의 주장은 최근 모바일 폰카메라와 SNS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바일폰의 상상의 양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효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카카오톡은 비록 일루즈가 분석했던
데이트

사이트와

같이

구애의

목적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MIM 상에 사진을 올리는 연출 행위 과정 속에서 자아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구성해나가는
작업은

반다이크(Van

Dijck,

2010)가

주창한

개념인

‘연결성의

문화(culture of connectivity)’에 관한 논의로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연결성의

문화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의해

사람들의 관점,

표현,

경험이 매개되고 있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NS가 제공하는
구조에

의해

기억의

저장방식이

바뀌는

것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 의해서만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 구조에 의해서 기억이 구조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회성(sociality)을 구성하는 데 있어 플랫폼이 중심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구조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Van Dijck, 2013, p.
23)’이다. 그리고 이는 일상생활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극도로
연결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들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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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통해

어떠한

관점과

표현,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제 2절. 시선과 관객성 (spectatorship)
1. 시선과 프로필 사진
사진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깊게 연관된다. 최초로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사진 속 대상에는 촬영자의 시각이 투영되고, 사진 속에서의
대상은 이후 사진을 응시하는 자를 바라보며 또한 바라봄을 당한다. 이
때

‘바라보기(looking)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함축된

자발적인

행동’이며, ‘말하기, 쓰기, 신호하기와 마찬가지로 실천을 거치게
되는데,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선택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Sturken et al., 2006) 카카오톡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해둔 공간, 즉 친구 목록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카카오톡 상에
추가되어 있는 대화상대가 사진과 함께 마치 전시장에 걸린 액자처럼
나열되어 있다. 각각의 액자는 타인에 의해 ‘바라보아’ 지고, 또한 각
개인이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누구나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리면 시선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기에, 각 사용자들은 사진을
올릴 때에도 마치 큐레이터가 된 듯이 타인에게 전시할 사진과 숨겨야
할

사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시선의

공간’은

카카오톡과 연동된 카카오스토리에 의해서 더욱 더 전시장과 같은
면모를 띠게 되는데, 카카오스토리에서는 아예 사용자가 선별한 사진을
일렬로 늘어놓음으로써 그 사용자를 대신 나타내주는 사진들이 마치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처럼 나란히 어깨를 맞대게 된다.
이재현 (2013)은 모바일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크게
① 대화에 의한 인간 상호작용 ②메시지 전송에 의한 인간 상호작용
③기계 상호작용의 세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앞의 두 가지 상호작용은
기존에 익히 알고 있는 인간 상호작용으로서 mVoIP(Mobile Voic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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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Protocol)을 통한 전화나,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대인 간 상호작용이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인 ‘기계 상호작용’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

모바일

미디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미디어 콘텐츠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소, 즉 친구 목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MIM으로서 출발한 카카오톡의 원래 기능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타인의 프로필 사진 전시회를 둘러보며 사진들과
기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19세기 말 파리에서 시민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로에서 볼거리를 소비하는 문화 대중으로서의
구경꾼으로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이다.(Schwartz, 2006) 대로의 카페에
앉아 있던 파리 시민은 자신 또한 볼거리가 되었으며, 지나가는 다른
이를 구경하곤 했다. 이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그 당시 등장했던 밀랍
박물관이나

디오라마,

모르그

등을

관람하고

동시에

그

곳에

온

사람들도 관람했다.
오늘날 카카오톡은 이와 비슷하게 ‘시선의 공간’으로서 작동하며
수많은 익명의 시선이 교환되는 장소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상대방이 내 번호를 소지한 이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친구
리스트에

내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면식

있는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일상을 사진으로
전시함에 따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볼거리가 무엇인지, 어떤 볼거리를
본인이

소비했는지를

사진을

통해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일종의 스펙터클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들에게 사진 연출행위를 강요하는 문화적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사진으로 말하는 공간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사진이 어떻게 스스로를 표현해주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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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과 대상화
푸코(Foucault,

1966)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Las

Meninas’<그림

1>이라는 회화 작품을 분석하며 시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작품은
얼핏 보면 가운데에 있는 공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화가가 그리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대상, 즉 관객의 위치에
있는 어떤 대상이 주인공이 된다.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공주가, 그림 속 인물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왕과 왕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림 속 인물들의 방 건너편에 있는 거울은
관객의 위치에 있는 왕과 왕비가 작품 내 인물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주인공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는

시선의

위치(바라보는 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푸코에
의하면
개의

이

그림에서는

주체(공주

및

두
왕과

왕비)와 두 개의 위치(관객의
위치,

그림

위치)가

속의

존재한다.

사람들의
이는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아지는
자

사이의

의해
보여준다.

관계가

결정되는
시선의

시선에
과정을
위치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고 회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것은 시선이
지니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체를 결정짓는
시선의 힘과 관련해서 남성의
시선에 따라 여성이 스스로를

<그림 1>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어떻게 전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논의가 있다. 존 버거(Berger, 2008)는
서양 회화의 역사를 되짚으며, 회화에서 재현되었던 시선의 방식이 현대
서구의 광고 이미지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재현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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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성을 묘사한 회화에 있어 그림 속의 여성은 남성이 보는
시선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자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관찰자로서의 여성으로서, 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미지에
의해

구성되는

모습이다. 즉, 여성은

방

안을

걸어

다닐

때에도

스스로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관찰 당하는 자로서의
여성이다. 예전에는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남성의 보호 아래 태어나
남성의 유지 혹은 보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여성은
남성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관찰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여성은 스스로
관찰 당하는 과정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했다. 관찰자로서 여성의 자아는
관찰 당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구성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며 여성의
‘현재적 모습’을 구성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 스스로에 의한
자아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선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스스로의 모습을 규제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존
버거는 “남성은 행동하고 여성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표현했다. 즉,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는 반면에 여성은 ‘바라다 보이는’ 자신을
쳐다본다. 이러한 시선의 과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여성과 여성 자신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유럽의

유화에서

많이

다뤘던

여성의

누드화에서는 나체(Nudity)와 벌거벗음(Nakedness)의 두 가지 경향을
찾아볼

수

양식화되어

있다.
있으며

나체란
응시의

꾸며진

것으로서,

대상으로서

예술적

타인에게

전통에

전시되는

따라
상태를

의미한다. 나체 회화에서는 주인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작품의
주인공은 바라보는 남자이며, 이 응시자를 전제한 결과로서의 작품이
그려진다. 반면에 벌거벗음은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인식하는 익숙함에 대한 확인이다. 벌거벗음은
나체와 달리 어떠한 꾸밈도 없는 상태이며 누군가의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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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다.
나체(Nudity)

벌거벗음(Nakedness)

예술의 형식, 회화에 의해 이룩된
하나의

단순히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

바라보는 방식

언제나 양식화됨(예술적 전통)

평범함의 확인(우리와 다르지 않고
익숙함, 남자 혹은 여자임에 대한
확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보이는 대상으로 전시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 벌거벗은 모습이
전시되나 자신은 깨닫지 못함.
항상 무언가를 가림, 덮음을 전제로

어떠한 위장도 없는 상태. 성적 고유성,

함. 결코 벌거벗지 않았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상태

받는 것. (의상의 한 형식)

<표 1> 존 버거의 나체와 벌거벗음
한편 멀비(Mulvey, 1975)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영화가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영화관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나는 스크린을 관객이 바라보는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 때 영화는 성적 본능에 의한 절시
증(scopophilia)과 에고 리비도에 의한 나르시시즘적인 관음증(voyeurism)
의 이원적인 작용을 한다. 특히 이러한 작용은 여성의 재현 방식으로 드
러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영화에서 여성들은 극중 인물들을 위해서, 그
리고 영화관 내의 관객들을 위해서 에로틱한 대상이 된다. 여성 인물은
계속해서 거세 공포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관음증적인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남성 관객의 자아는 영화 속 인물에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해결한다. 멀비는 이를 남성 무의식의 도피 수단이라고 본다.
이 때 도피 수단은 두 가지로 발현되는데, 관음증의 경우 거세 공포를
사디즘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성을 평가절하하고 벌하거나 구하는 방식
으로 상쇄된다. 절시증의 경우 거세 공포를 부정하고 대상의 육체적 미
를 강조함으로써 페티시적인 대상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사디즘을 요구
하는 관음증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러티브를 요구하게 되고 절시증은

- 40 -

외모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여성의 이미지
는 적극적인 남성의 시선을 위한 수동적인 소재가 된다. 멀비는 영화의
이러한 코드가 시선과 대상을 생성해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시선
의 권력이 세련되게 포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존 버거와 멀비의 논의를 카카오톡 분석에 적용시켜 보자면 결국 사람
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
인의 프로필 사진을 구경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접목시킬 수
있다. 즉, 타인의 시선에 따른 프로필 사진의 연출행위 및 정체성 구성
과 관련지어 본고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와 관
련된 ‘시선에 대한 민감도’를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화에 있어
분석의 한 축으로 삼았다.

제 3절. 구조와 실천
1. 수행적 자아
버틀러(Butler,

2006)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이론화에

있어

‘범주’로서의 여성 주체에 전제될 수 있는 폭력을 경계했다. 즉,
정체성이란 미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젠더가 재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이라는 것은
‘행위 뒤의 행위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젠더가 행위라는
것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젠더의 행동이 마치 드라마의 경우처럼 반복된
연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이미 설정된 일련의
의미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형식’을

반복하는 가운데 젠더가 수행된다. 이 때 이러한 행동은 ‘공적인
행동’으로서, 시간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적인
수행은 젠더를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작동되며 ‘주체의 근간이
되고 주체를 통합하는 것’이다. 젠더의 공적인 수행은 어떤 주체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버틀러는 젠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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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작인의 장소나 안정된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공간에 제도화되는 어떤 정체성이다.

이와

같이

‘젠더가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규범적

이상에

따른

실천이라는 버틀러의 분석은, 젠더가 끊임없는 체현을 통한 구성임’을
보여준다. (김애령, 2010) 이는 ‘행위’를 통해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본질적인 주체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의 산출 방식의 측면에서 행위하는 그
자체로 구성되는 것, 가변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틀로써 가져와본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화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유동적 선택 앞에 직면하고 있는
자아가 단순히 연결성이 강조된 환경에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구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자아정체성이나
유동적으로

있다.

다시

핵심적이고

수행적으로

말해

온라인

근원적인

구성되는

MIM

환경에서

자아정체성을

실시간

자아의

진정한

가정하는
존재

대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는 사회적으로 이미
설정된

‘양식화된

존재한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이며,

젠더가

일정하게

공적으로
양식화되어

수행되는
있는

측면이
행동들을

반복함으로써 체현되듯이 카카오톡의 정체성도 체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버틀러는 ‘반복과 인용의 열려있는 과정이 전복적 수행의
가능성과 행위성을 지켜준다고 주장’(김애령, 2010)한다. 이는 주체가
곧 사회적, 담론적 양식과 관습에서 분리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복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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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 실천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한 ‘전복가능성’은 카카오톡의 개인이 단순히
카카오톡이라는 장치에 순응적이고 압도당하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자신을 경계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장치들을
통해 “이미 스스로부터 분리되어버린 동물적 행동들(인간을 존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들)을 파기하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존재를 향유하려고
시도’(Agamben,

2009)하기도

한다.

아감벤은

‘장치’를

‘특정한

종류의 지식에 의해 지지되고, 그런 지식을 지지하는 권력 관계 전략의
집합’으로 보았다.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담론, 제도, 건축적
형태,

규제적인

결정,

법,

행정적

기준,

과학적

진술들,

철학적․도덕적․박애주의적 진술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간 네트워크가
바로 장치이다. 따라서 장치는 지배적인 전략적 기능(dominant strategic
function)을 지닌다. 특히 살아 있는 존재의 제스처, 행동, 생각, 또는
담론을 사로잡고, 위치 짓고, 결정하고, 가로채고, 만들고, 조종하고,
고정시키는 그 무엇이든지 다 장치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글, 문학,
철학, 언어, 심지어는 컴퓨터나 휴대폰까지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감벤은 휴대폰과 같이 현대적인 장치일 경우 행위의 측면에서
순응자와 저항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포착하였다. 즉, 장치의
포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탈주체화된

주체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장치로 인해 주체화되는
개인들이 동시에 탈주체화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탈주의 지점’이다.
(남수영,

2010)

개인이

장치에

의해

통제되기도

하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구조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셸 드 세르토(De Certeau, 2011)는 뉴욕시에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일어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시가지는 이미 시 당국의 계획에 의해 건설되어 있는
구조이지만, 그 안에서 보행자는 공간적 기표를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 한편으로 보행자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고정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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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지만,

다른

증대시키거나(지름길을

한

편으로는

택하거나

그

우회하는

질서의
방식)

가능성을

금지(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길을 택하지 않는 방식)를 택함으로써 선택을 만들어낸다. 드
세르토는

보행

화행(pedestrain

speech

act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행자가 걷기나 움직임 등의 공간적인 실천으로서 그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도시의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때 보행자의 걷기 행위는 화행이 언어에 가지는 힘을 갖고 있다. 드
세르토에

따르면

걷기

행위는

전유의

과정이며

장소의

공간적

드러냄이자 차별화된 지위들 간의 관계이다. 보행 화행은 실현하는
것으로서, 보행자는 공간적 질서가 조직한 가능성과 금지를 증가시킨다.
또한 보행 화행은 분별적인 것으로서, 공간적 랑그의 기표들 가운데
선택하거나

그

기표들을

이용

행위로

탈구시킴으로써(결합적이거나

분절적인 장소의 접합) 분별성을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보행 화행은
의례적인 것으로서 장소들 간의 접속적이고 단속적인 분절을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는 지배적인 질서인 ‘전략’(strategy)에 대한 일상적
실천으로서 전술(tactic)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위들(걷기, 요리, 이야기하기, 독서 등)도 실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이 전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드 세르토의 일상적 실천
또한 구조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카카오톡 장치가
뉴욕시의 건축물과 같은 구조적 고정성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면, 카카오톡 수용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실천을
통해서 자신만의 지름길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 접합시켜본다면,
미디어의 즐거움과 이데올로기의 길항적인 작용 사이에서 수용자들은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명진(1991)은 아도르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디어를 세뇌적인 장치로 규정한 것과
달리

수용자들의

저항적

즐거움도

함께

고려하는

담론적

흐름을

정리했다. 저항적 즐거움에서의 ‘저항’은 명백한 혁명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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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의미한다. 장치와 관련된 논의에서 저항적 즐거움은 디지털
개인의

통제성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피스크(Fiske, 1987)는 TV의 다양한 시청각적 기호가 시청자로 하여금
변용해독의 여지를 남긴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고
통제하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군사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기호학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예란

(2012)은 ‘자기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윤리적 주체에 관한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은

장치의

권력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지하고 있을 것이며, 맹목적인 소비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 수용자들은 ‘스마트 기술을
물질적 생산행위, 기호와 상징작용, 사회참여 및 정치활동을 통한
권력의

기술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기술을

구현하고자

한다.’ 즉, 장치와 주체는 상호 형성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스마트
체제에는 통제와 자유가 모순적으로 얽혀 있다. 이 가운데 개인마다
각자 스마트 기술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스마트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카카오톡 장치에 대해 현대
사회의 개인이 나름대로 구조 속에서 자신의 통제감을 높이려고 할
것이며, 장치가 제공하는 연결성과 타협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카카오톡상에
이루어낸다.

진행하였다. 카카오톡

자아의

참여를

카카오톡에서의

장치의

활성화시킴으로써

활발한

활동은

경우, 지속적으로
주체화의

결과적으로

과정을

자기노출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개인의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자아를 카카오톡상에서 얼마나 노출하고 있는지, 그
노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상의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분석의 축이 된다.
지금과 같은 논리적 흐름 하에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존재하는 개인들 간의 강제적 연결성과
시선의 문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화에 있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최종적으로‘자기노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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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와

‘시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의 축으로 삼아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카카오톡의 장치적
속성에 대하여 수용자들이 어떠한 타협의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카카오톡은

어떠한

장치를

통해

구조적

강제성을

창출해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의 장치적 구조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강력한 미디어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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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탑재하고 있는
모바일 카메라폰과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으로 인해 개인은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사적 자아를 공적인 자아로 전시해야하는 부담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MIM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한 자아 표현 및
성찰성에 있어 이전과는 달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생겨났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하고 있는 개인은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사진을 필두로 한 영상 문화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아와 타인이 바라보는 자아를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매 순간
공적인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 관리,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기획적인 자아를 위해 스스로를
훈육시키게 되고, 연결성이 강제되고 있는 미디어 공간에서 스스로를
전시해야 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문화는 전에 없이 더욱 침투적으로 일상에 관여하고 있다. 마치
맥루한이 전화기를 “시공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침입자(irresistible
intruder in time or place)”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모바일 미디어가
시각적 침입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해내었다.
연구문제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보여주는 문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실천 유형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은 개인의 실천적인 단계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생산,
소비, 유통 할 때 어떤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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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기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인상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문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실천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분류해 보았다.
연구문제

2.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이

창출해내는

미디어

환경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프로필 사진을 통한 자아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카카오톡을 어떤 방식으로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화 방식 하에 개인이
타인의 시선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한 자아 표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문제 3.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

1과

2를

토대로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의의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현대 사회의
연결성과 유동성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아를 성찰, 표현하고 있으며,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 존재하는 명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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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온 첫 세대로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아를 보여주는 상상력에 익숙한
현재의 20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시대의
연결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영상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면서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행성이
육화된 세대이다. 따라서 앞선 이론적 논의의 개념을 빌려, 이들을
‘네트워크화된 자아’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교적 연결망의 유동적인 연대 속에서 자아를 공적으로
소개하는 네트워크화된 자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온라인 공간인 카카오톡
문화에 익숙한 20대의 남성 9명과 여성 8명, 총 17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 중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먼저 인터뷰한
후, 연구에 더 적합한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파일럿 스터디 형태로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본 조사는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여기 1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지금의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와

경향성을

관련해서

추려낼

수

대표성을

있는

것은

가진다거나
아니지만,

이들을

통해

집단적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가능성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체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 문화와
인터넷의 외밀한(extimate) 연결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그에
따라 온라인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한 자아 기획에 익숙한 세대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삼포세대’,

‘청년실업난’

등의

시대적

유동성과

끊임없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속에 가장 많이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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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로서 연결성과 자율성이 증대된 스마트폰 영상 시대의 성찰적
자아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톡 이용자
지역 분포에서 가장 큰 비율인 33%2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 때,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고민할 문화적 소양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수준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 가능성이
높고, 유동적인 근대성의 최전선에서 현대 사회의 불안을 느낄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학 교육의 경험이 있는 20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동안은 주로 사진 찍기 행위가 여성의 문화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성의 사진 찍기 문화가 별로 주목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본고에서는

남성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스마트폰 영상시대의 특징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영상 행위는 그 구체적인 실천 행위에서 일부분 차이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상적

시선의

공간인

카카오톡에서 보여줘야 하고 보임을 당하고 또한 보아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2012년

12월

2주차(12.10~16) 동안 연령별, 성별에 따른 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사진 편집 앱 '포토원더(PhotoWonder)', '싸이메라'에서 10대와 20대
남성들의 사용량이 높았으며, 남성 전체 랭킹에서 12위를 차지하였다.23)
따라서

남성의

영상

행위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좀

더

입체적으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개인이 시선의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은 단순히 프로필 사진을
많이 바꾸고 전시한다고 해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진
연출 행위를 거의 하지 않거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스마트폰

영상시대의

특징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든

혹은

22) [그래픽] 대한민국 카카오톡 24시, http://www.bloter.net/archives/163220, 블로터닷넷,
2013.09.05
23) 이종민 기자, [스마트 앱 랭킹]<8>아직 애니팡 하는 당신의 나이는?,
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696053_1487.html,
Etnews.com,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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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든,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조율하며 자신과
사회구조적 요구 사이의 차이를 조율해나가고 있든 상관없이 다양한
위치에서 시대적 유동성과 선택 앞에 놓인 성찰적 자아들을 만나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기준 아래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특징은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호

가명

성별

나이24)

직업

특이사항

1

하은

여성

27

회사원(사무직)

대학원 다니던 중 취직

2

서윤

여성

24

대학원생

3

은성

남성

21

대학원생

4

상현

남성

27

무직

5

현종

남성

27

회사원(서비스업)

6

동빈

남성

27

대학원생

결혼 생활 1년 차

7

혜원

여성

28

무직

석사졸업 후 취직 준비
중

8

은서

여성

26

대학원생

4년 간 회사생활 후
대학원 진학

9

태현

남성

27

회사원(제조업)

10

민재

남성

28

회사원(금융업)

11

찬혁

남성

29

정치부 기자

사진 전문 기자 활동
경험

12

수진

여성

27

대학원생

영국 거주 경험 3년

13

윤정

여성

22

학부생

14

승훈

남성

19

학부생

15

재훈

남성

27

회사원(서비스업)

16

소영

여성

28

회사원(유통업)

17

수빈

여성

24

대학원생

갓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석사졸업 후 박사 유학
예정

외국에서 2개월 간
여행하다 귀국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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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인터뷰 및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기본으로 한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

방법이다.

개인이

카카오톡

이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질적인 접근
방법을 택했을 때 연구 결과의 의미가 풍부해질 수 있기에, 일괄적인
설문지 기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개별적 존재마다의 특수한 부분을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잡아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 연구 방법은 영상 방법론의 하나로써, 기존의
언어 중심적으로 진행되던 심층인터뷰의 기법에서 더 나아가 사진을
놓고

연구자와 대상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조화된 인터뷰 내에서 반응과 기억,
토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진 설명하기 연구 방법은 ①
사진에 묘사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형태의 예시들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추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한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고, ② 희미한 기억에 또렷함과 포커스를 줌으로써 세부적 묘사가
풍부해지며, ③ 인터뷰 대상자가 특정한 장소에 위치 지어져서 연구자에
의해 닦달 당하는 어색함이 사진의 존재로 인해 줄어들 수 있고, ④
직접적인 눈의 마주침 없이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가 함께 사진을 향해
집중함으로써 사진이 일종의 중립적인 삼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⑤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의 차이라든지 인터뷰
대상자가 실험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진의 내용이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Banks, 2001)
이러한

사진

설명하기

방법에

따라

인터뷰는

대체로

한

번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한 사진을 소재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

스토리

사진’, 그리고 ‘상태메시지’를 대상으로 사진 설명하기를 진행했다.
24) 만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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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사용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사진은
프로필

배경 사진1부터

사진까지

최대

5개까지이며, 이 때 중심이 되는
사진은

‘프로필

부분으로서,

이

사진’

사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경우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진으로

이전에

있던

것이다.

따라서

교체하는
사진은

순간

지워지는

프로필

사진은

스마트폰 사진 앨범을 중심으로
놓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그림 2>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의 구성 요소 질문을 던졌다. 현대인의 사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폰에
저장이

되어있다는

점,

대부분의

사진

연출

과정이

모바일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기기 간 동기화(PC-모바일, 모바일-태블릿,
모바일-카메라 등)로 인한 사진 저장 및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을 미루어
모바일폰 앨범 혹은 여타 SNS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통해 과거에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켰다.
다음으로 배경사진 1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작은 네모 칸에 전시될
수 있는 나머지 세 개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연동되는 사진이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 상황
당시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진도 함께 연구 대상으로 간주해서 전시되지 않은 사진도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 때 사진 설명하기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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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본인이 찍은 사진 및 2차로 가져와 쓰는 사진까지 모든 사진을
다

포함했다.

(셀카,

가족,

친구/연인,

음식/사물,

자연/풍경,

동물,

공인(모델/연예인/스포츠 선수 등), 그래픽이미지, 기타)
심층 인터뷰 및 사진 설명하기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참가자가 평소에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생활 반경의 공간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직장인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혹은 연구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하거나
전화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다. 인터뷰
연구 방법의 특성상 비정형적인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상황에
따라 질문지에 있는 문항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더
적합한

질문을

<표3>은

항목

특성에
관한
질문

행태에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질문

호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의

사진을

얼마나

자주

관리하시나요?
평소에 사진 연출 행위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2

-사진을 찍는 것과 찍히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나요?

3
4

-사진에 나온 본인의 모습에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주로 어떤 종류의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가요?
폰카메라는 사진기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사진 편집을 평소에 많이 하거나, 전문적으로 관련 일을

6
이용

바꾸는

번

5

SNS

순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던 기본적인 인터뷰 질문지이다.

1
개인적

하거나

1
2

관한

3

질문

4

해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신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다른 SNS는 어떤 것을 쓰나요?
-어떤 것을 가장 자주 쓰고, 어떤 것을 잘 쓰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등록되는 친구의 목록을 관리하는 편인가요?
프로필 사진과 말풍선을 일치시키는 편인가요?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편인가요?
예전에 어떤 SNS를 썼었나요? 그 때의 습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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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사진
연출

4

행위에

사진의 예술성, 선명도 등)
사진
편집 시, 어떤 측면을 고려하나요? (ex. 사진의 색감,
빛의 방향, 얼굴형, 눈 크기 등)
사진
업로드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하게 되나요? (독자를
누구로 상정하나요?)
프로필
사진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나요? (ex. 다이어트, 모델 각도/포즈 연구, 사진 강습 참가
등)
프로필

관한
질문

지금의 카카오톡 이용 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진
촬영 시, 어떤 측면을 중시하나요? (ex. 얼굴 각도,

5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진을 여러 번 찍게

되나요?
-프로필 사진에 알맞은 사진을 고르기 위해 집착적으로 찾는
편인가요?
사진첩에 프로필 사진을 모아놓는 편인가요?

6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이 있나요?
-이때까지 했던 프로필 사진을 다 가지고 있나요?
사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ex. 추억 간직/회상,

정체성

1

관리에
관한

2

질문
3

외모 관리, 예술성/감수성

유지/촉발 등)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의
프로필 리스트)
사진을
통해 표현된 자신과 실제 자신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점 혹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나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나 타인의

프로필

공간을

구경하나요?
-현재 카카오톡 친구 목록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

1

의식에

혹은 이때까지 봤던 친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새로운 친구가 등록되었을 때 구경하는 편인가요?

관한

-잘 모르는 상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처음 만난 상대에

질문
2

대한 프로필 사진을 볼 때 어떤 것을 위주로 주로 보나요?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을 연출할 때 설정하는 사진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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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독자를 상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시(새로운 모임에 가입, 소개팅 등)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편인가요?
-사진을 보고 다른 친구의 반응이 오는 편인가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시점에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의 사진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나요?
3

-기분이 안 좋을 때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편인가요?
-언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하나요? / 삭제해 본 경험이

4

있나요?
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표 3> 인터뷰 질문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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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문법
제 1절. 프로필 사진의 쓰임새와 의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상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에서 어떠한 미시적인 연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소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 소통 방식에 있어 프로필 사
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참여
자들이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의미는 부록에서 확
인해볼 수 있다.

1. 감정 및 심경의 변화
작년 9월(논문 작성 당시 기준으로 2013년 9월)
부터 구직 활동을 해왔으나 번번이 시험에 떨어
지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혜원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니던 학교에 눈이 내리는 사진
을 올렸다. 그러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던 사진은 너무 암울한 거 같아서” 아예 사
<그림 3> 기본 프로필 사진

진을 삭제했다. 이와 같이 사진을 삭제하는 행위
는 많은 경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으

로 이해되고 있었다. 사진을 삭제할 경우는 <그림 3>과 같이 카카오톡에
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동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비워져 있는 사람이면은, 원래 있다가 없어지
면은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민재: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뭔가 정리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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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온갖 생각을 다하는데 아무래도 심경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물론 기본 사진이 “많은 선택의 초이스 중 하나(상현)”일 수도 있고,
“할 말 없”고 “시크(승훈)”하거나 “이제 사진 올리기도 귀찮고 그
래서 다 없앨 수도(민재)” 있지만, 사진을 꾸민다는 행위 자체는 그 사
람의 심경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수빈: (기쁠 때는) 완전 재밌고 즐겁고 뭐 밝고 이런 사진에다가 활짝 웃
고 이런 거고. 좀 힘들거나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아예 얼굴 빼고 그냥
작품이 있죠. 얼굴이나 사람 인물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간 거.
서윤: 가끔씩 제가 하는 플필 중에 글자 같은 거 들어가 있거나 ‘멘
붕’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라든가.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너무 멘붕일
때 그런 사진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단순히 그 사람에 관한 증명의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
은 감성적인 측면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동안 취미
였던 드럼을 치지 못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밴드에 합류하게 되면서 드럼
을 치게 된 상현은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프로필 사진을 음표로 바꾸기도 했다. 또한 드라마 <궁>의 한 장면을 프
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는 하은은 “결심의 발로에서” 사진을 바꿨다.
하은: <궁>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 작품 자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때가 처음으로 우울
증을 겪을 땐데 그걸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준 게 저 드라마였어요.
뭔가 지금도 비슷한 걸 겪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심경의 변화가 카카오톡 친구 목
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표현에 있어
감정의 표현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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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 확인
한편 프로필 사진은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타인에게 이 번호가 확실히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신분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었
다. 이는 기존의 ‘프로필 사진’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쓰임새라 할
수 있다.
동빈: 전에는 그냥 셀카 올렸어요. 그냥 남들 다 올리듯이. 나는 이런 사
람이에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정도 의미로
올렸던 거 같아요.
수진: 아무래도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제 번호 혹시 갖고 있는
동기, 동창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다’라고 좀 보여주
려고.
수빈: 왜냐하면 제 얼굴이 들어가 있어야 상대방이 제가 누군지 아니까.
거의 대부분 얼굴(사진)이에요.
승훈은 카카오톡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그 때만 해도
이제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였다. 당시 수능에 신경 쓰느라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에 카카오톡은 “친한 사람들끼리
만 있는”공간이었고 “굳이 거기서는 프로필 사진을 안 올려도 제가 어
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
려 대학 입학 후 인간관계가 넓어지자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
다.
승훈: 그러니까 제 말은 모르는 사람도 저를 볼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
에게 얼굴 정보를 주는 느낌으로 (프로필 사진을 올려요).
이는 명백하게 프로필의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모 정보와 프로
필 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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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향의 표현
프로필 공간은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는 공간이기에, 사진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취향을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일본의
모 남성 그룹의 팬인 하은은 카카오톡에 테마를 부여해서 관리를 한다.
하은: 저의 테마는 ○ ○ ○ (좋아하는 남성 그룹)과 그거에 관계된 저의
활동이에요. 카카오톡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분명
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농구와 트랙(개인 소지 자동차를 가져가 트랙을 도는 활동)이 취미인
태현은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톡스토리에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걸”올렸다. 농구하는 모습, 좋아하는 농구 만화(슬램덩크)의 장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표현했다. 이와 비슷하게 재훈은 좋아하는 가수의
CD 자켓과 좋아하는 자동차 사진, 그리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보여주는
기타 사진을 올림으로써 “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
현”한다고 했다. 재훈은 오히려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있다는 것은
“나를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굳이 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음표 사진을 카카
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적이 있었던 상현은 “원래 음악을 좋아하니
깐” 음악을 상징하고 싶었다.
상현: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들로 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나를 어필하는 사진들?
평소 독서를 즐겨하는 은성은 마치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1년 동안 제
일 인상 깊었던 책 5권을 뽑아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곤 한다. 그는
“책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학구파로 보진 않을까?
그런 건 신경 쓰”지만 “이런 걸 올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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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거란걸 자연스레 아니까”상관 없다고 보았다. 즉,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어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취향의 경계를 설정하는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험과 근황의 공개
프로필 사진 공간에는 개인의 취향이 전시됨과 동시에 경험과 근황이
공개되기도 한다. 수진은 “나 이제 남자친구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
해서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려두기도 했고, 동빈은 “와이프 있는
남자”로서 “내가 결혼한 거를 좋아하고, 와이프도 예뻐하고, 이런 모
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필 사진을 전부 아내와
관련된 사진으로 선택했다. 상현은 겨울 스포츠로 스키를 타러간 모습과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박사 유학 합격 후 “노
느라 바쁜”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 일종의 최근에 겪은 신분 변화를
프로필 사진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에 겪었던 재미나고 신기한 경험, 추억 등을 프
로필 사진 공간에 올리기도 한다. 최근 2개월 여간 남미에서 여행을 하
고 돌아온 수빈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도시에서 찍은 사진
을 올림으로써 여행지의 정취를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남자친구가 선물
한 꽃 사진을 올림으로써 커플이 된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찬혁 역시
여자친구랑 해운대에 놀러갔을 때 찍은 사진과 인도 여행 중 찍은 사진
을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은서는 평소 DSLR을 활용해서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취미를 살려서 친구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빌려서 컨셉 사진을 찍은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은서: 조금 이색적인 걸 하고 놀았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요. 이거 보고
“야 그거 어디서 했어? 나도 할래.” 이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서 그
냥 그런 정보 공유 차원이기도 하고요.
윤정은 해외여행 갔을 때 사진을 설명하며 “다들 많이 올리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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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다고 했다. 이는 프로
필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일종의 암
묵적 문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5. 사회적․개인적 메시지 전달
프로필 공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몇몇 연
구 참여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로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
고 있었다. 연구 진행 당시 세월호 사건 국면이었던 만큼 소영은 사회적
동참의 의미로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있었다. 평소 상태메시지를 잘 쓰지 않는다는 그녀는 특별히 노란
리본 사진과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메시지를 상태메시지란에
함께 올렸다.
소영: 노란 거야 말로 난 정말로 바로 바꿨어요. 보자마자 너무나 바꾸
고 싶더라고요. 상태메시지는 원래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세
월호 내용이에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동참 이외에도 프로필 사진은 특정한 누군가를 겨
냥한 메시지를 담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올리기 직
전 소영은 호랑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이는 친오빠 부부
내외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소영: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언니가 생겼는데 첫 조카 태몽을 제가 꿔줬
어요. 호랑이가 나왔어요 꿈에서. 호랑이 꿈을 꿨는데 그게 사실 호랑이
가 어흥어흥하는 되게 기운찬 호랑이가 아니었거든요. 내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는 되게 암사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걸 너무 자세히 얘기해줬더
니 오빠가 좀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멋있게 나온 호랑이 사
진을 골라서 오빠 보라고 올린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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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같은 경우는 국내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이다. 그러나 너무
명시적으로 이 그룹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면 ‘덕후’ 소리를 들을까
봐 일명 ‘일코’25)를 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림으로써 팬들끼리만 공유하
는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정: 팬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문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만약에 연예인이 찍은 사진이면 일반인들한테
는 그냥 사진인데 팬들이 보면은 ‘어, 얘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
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윤정은 이러한 ‘일코짤’을 통해 같은 팬들을 대상으로 해당 팬 층
사이에서만 합의된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프로필 사진이라는
공간은 자아의 다양한 모습을 나열해서 사진을 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단순히 신분 확인의 의미로만 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법의 문화적인 실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제 2절.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화
1. 유형화 분석의 축
프로필 사진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연출되고 있지만 프로필 사진을
연출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개인마다 달랐다. 따라서 프로필 사진을 연출
하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네트워크화된 자아’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취향, 경험 등을 표
현하도록 하는 디지털 영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각자가 보여주는

25) 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지만 이를 공개하기에
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는 척,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과 같은 척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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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행위는 상이하다. 이들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의례는 카카오톡 프
로필 사진 연출의 다양한 지형도를 보여준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와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 및 ‘시선
에 대한 민감도’를 두 축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사분면에 구분해
보았다.
이 때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는 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태도 ②
프로필 공간 관리 빈도 ③ 카메라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개
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프로필 공간 관리 빈도가 높을수
록, 카메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노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태도는 프로필 사진 혹은 상태메시지에 본인의 얼
굴, 기분, 자신의 일상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드러내는지와 관련된다. 프
로필 공간 관리 빈도는 얼마나 자주 프로필 사진 혹은 상태메시지를 바
꾸는지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태도는 영상 매체에 자신
의 정보가 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시선에 대한 민감도’는 ① 타인의 프로필 구경 빈도 ②
타인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타인의 프로필 구경 빈
도가 낮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시선의식의 정
도가 낮다. 타인의 프로필 구경 빈도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얼마나 관
심이 있으며, 평소에 얼마나 자주 타인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를
구경하는지와 관련된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태도는 카카오톡 친구들에
의한 프로필 사진 혹은 상태메시지에 대한 검열에 얼마나 민감한지와 관
련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을 분류하면 <그림 4>를 도출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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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화

연구 참여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눈팅형, 귀차니즘형,
전시형, 개방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유형 안에
서의 모든 개인이 일률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 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다고 볼 수 없고 눈팅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노출을 감행하지 않는다
고 볼 수도 없다. 이 사분면이 나타내는 것은 ‘정도의 차이’이며 어디
까지나 상대적인 것임을 일러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구분을
통해 프로필 사진을 연출하는 개인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가지 유형의 프로필 기획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장치(apparatus)가 구현한 시스템 내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타협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드 세르토(De Certeau, 2011)가 ‘보행
화행’의 개념을 통해 주장했듯이, 시 당국의 주도 하에 계획된 시가지
에서 보행자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을 중요한 요인으로 만드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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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톡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의 미디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수용자 저마다의 서로 다른
실천 양식을 통해 나름대로 카카오톡 ‘장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움직
임으로 볼 수 있다.

2. 눈팅형의 특징
위키백과에 따르면 ‘눈팅’은 ‘게시판의 글을 보기만 하고 추천이나
리플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는 행위’를 뜻한다. 눈팅형에 해
당되는 연구 참여자는 하은, 서윤, 재훈, 수진, 소영 5명으로서, 이들은
프로필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에 대해
서 부담을 느끼며 동시에 타인의 프로필을 눈팅하기도 한다. 눈팅형은
대체로 카메라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재훈: 찍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생기게 나와서 안
좋아하고, 찍는 거는 뭔가를 연출하고 하여간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오히려
사진을 찍는 행위에 집중을 하느라 본질적인 행위에 집중을 안 하는 거
같아서. 셀카도 별로 찍지 않아요. 셀카란 건 내가 보려고 찍는 게 아니
라 뭔가 홍보하려고 찍는 목적이 강하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 싶으면 거
울을 보면 되는데 뭐 굳이 셀카를 찍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만약에 찍
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셀카를 필요로 할 때는 찍어야겠죠.
소영: 사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예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해
두고 싶을 때 찍어두는 거죠 휴대폰에. (찍히는 거는) 예쁘게 안 나와서.
내가 뭐 예쁘게 생기면 뭐 진짜 예쁘게 나오면 맨날 찍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부끄럽고 그래요.
수진: 일단 귀찮기도 귀찮고. 직접 보고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스마트폰
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그러면 더 못 느끼고 덜 보는 거 같은 느낌
이 들거든요. (남이 찍어주는 건) 무엇보다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셀카
는) 일이 있을 때만 찍구요. 누구한테 딱 보여주는 목적이 분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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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셀카를 찍는 편이고 그 자체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이들은 그다지 “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하은)”거나 “굳이 카톡
에서까지 내 얼굴을 막 온 동네방네 광고(서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는다. 재훈은 “별로 노출하고 싶지가 않아”서 SNS 자체를 잘 하지 않
는다. 이들은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만큼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다른 유형
들보다 더욱 민감하다.
서윤: 모든 평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싫은
거죠.
수진: 저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 (상
태메시지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 같은 걸 썼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허세 쩐다고. 그래서 그냥.. (상태메시지를 안하
게 됐어요.)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인지 눈팅형은 프로
필 사진도 좀 더 상징적이거나 의미가 담긴 것을 선호한다.
하은: 보통 페북이나 카스에 사람들이 하는 게 ‘나 오늘 이거 먹었다’
이런 건데 전 그런 게 좀 너무 무의미해요. 저는 상징성이 있는 사진을
좋아해서 이미 생산되고 철저하게 가공된 이미지를 좋아해요. 사진 고를
때는 마음에 드는 구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을 골라요.
서윤: 보통 내 사진은 잘 안하고 바라봤을 때 색감이 보기 아름다운 그
런 사진을 넣습니다. 말 그대로 완성된, 일종의 작품에 가까운 느낌으로
완결성이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쉽게 보여주고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
는 거죠. 항상 뭔가 한 겹으로 더 들어가는 걸 전 원하고. 가끔은 안 드
러나고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남겨져 있는 것도 좋아요.
소영: 좀 의미 있는 걸 올려요. 별 의미 없는데 올리진 않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모양이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적으로 만족이 돼
야지 올려놓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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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눈팅형은 잘 공개되지 않은 본인의 숨은 의도를
일종의 수수께끼처럼 타인에게 제시하며 은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즐기
기도 한다. 서윤은 “그냥 거기(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대로의 내가 담기
는 게 싫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훈: 난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도
전해봐. 그런 느낌이에요.
하은: 한편으로는 도발이기도 하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사람 중에
서, 니네 중에 내가 지금 올린 사진 독해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너네가 이거 보고서 여기까지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전 그런 도발
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팅형에게는 카카오톡과 같은 미디어 환경이 제공하는 표현의 장이
부담스러운 체제로 다가온다. 어찌 보면 표현을 강요하는, 혹은 누군가
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
눈팅형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귀차니즘형의 특징
귀차니즘형에 해당되는 연구 참여자는 혜원, 민재, 현종 셋이다. 귀차
니즘 역시 인터넷 조어로서, 위키백과에서는 ‘'귀찮다'라는 동사와
'~nism'이라는 특정 사상을 지칭하는 접미사의 뜻이 만난 합성어’로 보
고 있다. 이는 만사를 귀찮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귀차니즘형은 문자
그대로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거나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것 자체를 귀찮
아 한다. 이들은 눈팅형과 비슷하게 카메라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
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
한다.
현종: 저는 거의 제가 찍지도 않고. 찍히는 것도 개인샷은 거의 없고 그
냥 모임 같은 데서 단체 사진 정도? 별로 굳이 찍을..(이유가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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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찍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데.
혜원: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사진 자체 찍는
거를. 제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표정이
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그러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요. (셀카도) 필
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가식적으로 예쁜 척 하고 그런 에너지 자체가
좀 귀찮고.
민재: 사진 찍는 거는 진짜 거의 안 찍고. 찍히는 건 좀 분위기 좋을 때?
단독 사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좀 재
밌어 하죠. 셀카는 진짜 안 찍어요. 1년에 두 번? 세 번? 전 카메라는 진
짜...카메라 어플이 없어도 될 정도로 사용을 안 해요.
이처럼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귀차니즘형
은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민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시작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
본 적이 없다. 그 주된 원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이다.
민재: 원래 처음부터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굳이...워낙 사진을 안 찍
기도 하고. 그냥. 메신저용이지 뭐 사진을 올리고 그런 게 없었는데. 별
로 신경 안 쓰여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올리기도 좀 그래요. 여태까지
2년이 넘게 카톡 프사를 안올리다가 갑자기 프사가 올라오면 심경에 변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
한테. 갑자기 왜 프사를 올렸냐? 그런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몰라
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특히 취직 준비로 정신이 없는 혜원은 “다 귀찮은 상태”이다. 더군
다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프로필 사진은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혜원: 그냥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취직) 그것도 내 신
경을 오롯이 투자해야 되는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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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가신 것들이죠. 이게 원래부터 나한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관념 자체도 잘 없을 뿐더러.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 찌질한 프로필에.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진이 좋
을까 그걸 서치(search)를 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은 좀 번거로워요.
예전부터 카스나 프로필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도 아닌데다가.
또한 귀차니즘형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오히
려 연락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민재: 연락하는 것도 그냥....애들이랑 문자나 주고받으면 되죠. (사진을
업로드하기보다는)
혜원: 이거 안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애들이 안 할
것도 아니고.
현종: 저는 솔직히 이걸로 연락을 한다고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서 쓰잘데기 없는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거의 인맥이 얕다고 생
각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대충 보여주고 마는 거지. 이렇게 내가 나
를 계속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접촉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
서 그냥 한 번 생각나게 만드는 거는 얕다는 거죠.
귀차니즘형 역시 눈팅형과 같이 프로필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는 것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눈팅형과는 달리 타인에게
관심이 많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혜원: 저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제 프로필이) 안 보이
니까. 내 말만 보이니까.
현종: (내 프로필 사진을) 볼 사람은 보고 말 사람은 말고. 솔직히 저도
남의 프로필을 거의 안 봐가지고.
혜원은 타인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일은 거의 없고 “리스트 목록을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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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browse)하면서 쓸모없는 관계들을 한 번 정리”할 때에만 유심히
보게 된다고 했다. 눈팅형이 타인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지점이다.
한편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귀차니즘형은 사진
보다는 차라리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상태메시지를 통한 소통을 택하기
도 한다. 혜원은 “드문드문” 의미 있는 사진을 설명하고 싶을 때에 상
태메시지를 통해 사진의 의미를 설명한다. 카카오톡 가입 이후 단 한 번
도 프로필 사진을 올린 적이 없었던 민재도 오랫동안 바꾸지는 않지만
상태메시지만큼은 써놓는다.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에 써놓았던 상태메
시지는 취업을 한 지금도 바꾸지 않았다. 현종 역시 상태메시지를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다가 그만두었다.
민재: 그 때 취업 당시 힘들고 좀 그러니까. 취업 준비 할 때, 공부 할
때 알겠지만 진짜 인터넷 기사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
니까 카카오톡도 그냥 뒤적뒤적뒤적 하다가 남길 말 한 번 꺼본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현종: 저는 거의 문구로만 해놔요. 원래는 잠언집에서 하나씩 업데이트
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꾸준하기가 힘들다고 좀 업데이트하다가 요즘
은 안하고 있는.
귀차니즘형은 자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지만
“나의 모든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민재)”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눈팅형과 비슷하다.
혜원: (나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
는 거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 내가 내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본다는 걸 전제하는 공간이고.
이러한 귀차니즘형은 한편으로는 영상 문법이 지배적인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예외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상과 친밀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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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영상 중심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포섭하기 힘든 유형으로써, 체제
가 손을 뻗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실천 유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4. 전시형의 특징
전시형은 말 그대로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듯이 카카오톡 프로필 공
간에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타인이 전시한 사진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은서, 윤정, 수빈이 전
시형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은 앞선 두 유형과는 달리 카메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카메라를 일상적으로, 또 즉각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은서: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찍히는 것보다는 찍는 걸 더 좋아하는 편
이에요. 가진 카메라로 주변 사람들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찍히는
거를 안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남이 찍어줬을 때 잘 안
나오니까 차라리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셀카는 많
이 찍죠. 제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보일
때 얼른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셀카의 장점인 거 같아서. (셀카는) 거
의 습관 같은 거 같아요.
윤정: 사진 찍는 거나 찍히는 거나 둘 다 좋아해요. 남이 찍어줄 때는
못나게 나오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 있거나 동아리 하는데 뭐
행사 할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럴 때는 좋아해요. (셀카는) 저
번 핸드폰 쓸 때는 잘 나와서 아주 자주. 근데 핸드폰 바꾸니까 잘 안
나와서 좀 줄었어요.
수빈: (사진 찍고 찍히는 거) 되게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찍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찍
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많이 좋아하긴 좋아해요, 찍히는
거를. 셀카는 어렸을 때는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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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은 주요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윤정은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전에 바꾸게” 될 정도로
프로필 사진을 자주 교체한다.
수빈: (프로필 관리를) 엄청 하죠. 제 얼굴이잖아요. 제가 어디 놀러갔거
나 잘 나온 사진이 있을 때마다 바꾸는 편이에요. 막 자주 바꾸죠. 그리
고 옛날에는 막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하루에 막 수십 번
씩.
활발하게 프로필 사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카카오톡을 켤 때마다
자기 프로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서: (본인 프로필 사진을) 자주 눌러봐요. 카카오톡을 켜면 거의.
윤정: 저는 진짜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하염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리스
트를) 하릴 없이 보거든요. 그러다가 내 것도 한 번씩 눌러보고.
또한 전시형은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수빈: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접어서 걔가 날 보든 말든 상
관 안 해요. 그냥 상관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내 개인정보는 이미 모든
곳에서 다 털렸기 때문에 그걸로(프로필 공개로) 인해서 더 심하게 털린
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윤정: 진짜 인사도 안하는 데면데면한 사이여도 저는 그냥 (친구 리스트
에) 두는 거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막 안올려야지
하는 생각은 안 드는 거 같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은: 모르는 사람한테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딱히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지는 않아서 잘 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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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노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고 해서 전시형이 타인의 시선
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윤정: 아무래도 다 볼 수 있고. 가족 친지들도 계시고. 그래도 많은 사람
들이 보는 거니까 좀 신경은 쓰는 거 같아요.
하은: 제 친구들만 알고 있는 제 모습이 아직 낯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 프로필 사진일 때는 부득이하게 바꿔요.
수빈: 이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그런 건 좀 이렇게 검열하는 거 같아
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른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전화번호
가 저장이 되면 내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거 내려야죠.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눈팅형과는 달리 전시형은 타인의 시선
을 일종의 필터로 삼아서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공개
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시선에 민감한 특성이 자기 노출을 꺼리는 방
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포섭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팅형과 비교했을 때 영상 문화 체제에 상당히 잘
적응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5. 개방형의 특징
개방형의 유형들은 연구 참여자들 중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교롭
게도 모두 남성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자신의 프로
필을 노출하는 것을 즐기며,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네 가지 유형 중
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가장 관대한 편이다. 상현은 “연예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 보는 것을 왜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다
며 프로필 사진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마치 “내 생일이 퍼져나”가
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은성 역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의견을
잘 드러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하며, 본인을 남들이 “오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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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잘 드러”내는 편이라고 생각했다. 태현 역시 “항상 뭐든지 SNS
다 전체공개로 해놓”는다며 자기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승훈은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찬혁과 동빈
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편이
었다.
찬혁: 저는 완전 오픈마인드에요. 저는 저의 일상을 모두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 내 기록을 누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걸어주고 같은 대화의 중심이 되면 좋은 거고. 나를 알 거 아니에
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오히려 그
렇게 공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동빈: 사실 그러려고(나 자신을 오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보라
든가 지식이라든가 일단 공개가 되고 부딪혀야지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
러는 거 같아서. 일단 보여주면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심지어 동빈은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생겼고 추레하게 입고 다녔건
그건 상관 없”다고 말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같은 개방형 내에서도 카메라에 대한 태도는
개인별로 달랐지만 대체로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훈과 태현은 셀카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을 “남자치고는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라고 소개한 승훈은 한 번에 다섯 장에서 열 장 정도를
찍은 후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고른다. 태현은 본인이 “자기애가
강”하다고 표현을 하며 하루에 두 세 장씩은 셀카를 찍게 된다고 했다.
영상 문법에 익숙하게 자라 온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개방형은 온라인 네
트워크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즐기기도 한다
는 측면에서 가장 지금의 비디오-하이퍼스페르에 가장 잘 포섭된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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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문법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프
로필 사진은 감정 및 심경의 변화, 신분 확인, 취향의 표현, 경험과 근황
의 공개, 사회적․개인적 메시지 전달의 총 다섯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때
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카카오톡 프
로필 사진의 기능으로서 합의된 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
톡을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때에도,
또 타인의 사진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문법에 근거해서 사진을 선택하
고 타인의 사진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된 문법은
공적인 온라인 네트워크인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자신의 모습을 구성
하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카카오톡에
서는 단순히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 더 넓게 보아서는 상태메시지까지 포함한 프로필 공간을
통해서 언어 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과 같은 MIM 혹은 SNS 분석을 함에 있어 언어
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해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적인 요소도 분
석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재현(2013)이
분류한 모바일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기계 상호작용’을 중요한
연구 지점으로 설정하는 작업이다. 카카오톡의 참여자들은 프로필 공간
이 제공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구성하게 되며, 이 때
문에 카카오톡에는 ‘네트워크화된 공중’(Boyd, 201)이 생겨나게 된다.
즉, 카카오톡에 의해 ‘배치되는 상상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크
놀로지의 맥락을 고려해야(Illouz, 2007)’하는 것이다.
프로필 사진의 쓰임새가 보편적인 문법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반면, 프
로필 사진 연출 행위는 카카오톡 수용자 개개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는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 및 ‘시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눈팅형, 귀차니즘형, 전
시형, 개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카카오톡 장치가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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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질은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기노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
한 의식 정도는 낮아야 한다. 이러한 장치의 속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은 저마다의 실천을 하며 장치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눈팅형의 경우
는 장치의 포섭을 피하지 못했고, 자기노출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스
트레스를 받으며 장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장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며 최대한 소극적인
실천 형태를 보인다. 반면, 전시형 같은 경우에는 체제에 완벽하게 포섭
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잘 적응하였다. 자기노출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
히 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치가 만들어내는
관객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도 한다. 다음으로 귀차니즘형은 장
치의 손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장치가 원하는 속성에
정확히 반대되는 속성인 자기노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귀차니즘형은 장치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만, 눈팅형과 달리 무관심에서 비롯된 소극성을 띰으로 인해 장치의 포
섭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카카오톡을 아예 사용하지 않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장치를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마지막으
로 개방형은 완벽하게 카카오톡 장치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
우 적극적으로 장치를 활용한다. 이들은 장치가 원하는 방향의 실천 형
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자기노출에 대해서는 더
개방할수록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믿으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화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시선에 대한 민감도’의 축이다. 분석의 또 다른 축인 ‘자
기노출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녀를 뚜렷하게 가를 수 있는
양태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선에 대한 민감도’에 관해서는 남
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
훈을 제외한 나머지 남성은 모두 사분면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이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성의 경우 타인의 시선
에 더 대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존 버거(Berger, 2008)와 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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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vey, 1975)의 논의를 끌어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논의가 여전히 유
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남성은 행동하고 여성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여성과
관찰 당하는 자로서의 여성의 이원적인 과정이 명백하게 작동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 장치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타인의 시선이 존
재하는 공간 속에 배치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검열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가 반드시 남성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도 재훈처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정
도가 높을 수도 있으며, 가장 시선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개방형의 승훈
조차도 기괴한 사진을 업로드했다가 지우기도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
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
전히 카카오톡 장치가 시선과 자기노출의 기제를 통해 장치를 이용하는
개개인에게 매순간 선택과 실천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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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카카오톡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의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은 기술적 전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불
러일으켰고, 모바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구조적인 특성이 이전과
는 다른 행동을 장려하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손 안에서
터치 감각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구조적인 변화의
폭은 일상 속에서 더 크게 감지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연구 참
여자들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나가며 자기관리에 열중해야 하는 바
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직접 대면하는 일보다는 카카오톡과 같
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더 손쉬워졌다.
즉,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부를 묻는 일이 면대면
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빈번해진 것이다. 또
한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프로필 사진(승훈)’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적, 기술적 변화는 시공간적으로 본인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의해
서 24시간 도달 가능한 자아를 만들어낸다. 더군다나 카카오톡에서는 친
구리스트를 통해서 항상 내 프로필이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의 프로필을 왜 보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메시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프로필 공간이 또 다
른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
술․구조적인 특성은 앞서 제 5장에서 분류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연구 참여자들이 처해
있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의 전반적인 양상이 어떤지, 또한 그러한 환경
에 처한 모바일 개인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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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성찰과 기획의 거울―내 프로필
1. 습관적으로 눌러보는 거울
카카오톡에 있는 ‘내 프로필’공간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타인의 시선으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
다. 이 기능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정작 이용자 당사자가 남들에
게 프로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없었기에 이용자들이 직접 요구해
서 만들어진 기능이다. 이 기능은 친구 목록 제일 위에 ‘내 프로필’이
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친구목록을 눌렀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내 프로필’ 기능은 자아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
써 자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윤: 카톡에 들어오면 내 프로필을 항상 확인을 하죠. 이건 확인을 하
게 되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로 수정을 하고 이걸 들어가서 봐
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나. 옷을 입으면 거울을 확인하고. 내 글
을 올리면 보듯이.
하은: 전 그냥 거울 보는 느낌. 거울 보듯이 별 생각 없이 보는 것 같아
요.
승훈: 그냥 잘 됐나? 가끔 제 프로필이 어떤 건지 까먹을 때도 있고. 보
고 싶어서 본다기보다. 습관적으로 볼 때도 있고.
은서: 자주 불러보는데. 카카오톡을 키면 거의. 그냥 제 얼굴을 보는 거
울 보는 느낌으로. 그냥 이 사진이 오늘 보기에도 괜찮나.
수빈: 가끔 카톡이 안 왔는데 들어가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눌러봐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처럼 ‘내 프로필’을 보는 것은 마치 ‘거울’
을 보는 행위와 같다. 서윤의 말처럼 ‘확인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 프로필’ 기능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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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추와 검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카톡 키면’ 혹은 ‘카톡
이 안 왔는데’도 ‘습관적으로’터치해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
중에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만든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내 프로필’을 자주 눌
러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창출해내는
행동 방식은 프로필 사진이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는 점에서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을 기획하고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공하고 있다.

2. 끊임없이 제공되는 연출의 기회
‘내 프로필’을 눌러 보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어떤 사진과 문장을 선택해서 게시할 것인지
에 관한 선택 앞에 노출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왠지 모르게 ‘바꿔 볼
까?’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은성: (프로필 공간) 관리를 꽤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자주 바꾸진 않는
데 자주 바꿀까 생각은 하고 근데 바꾸진 않고 결국. 바꿔 볼까? 이런
거?
윤정: 심심할 때 그냥 눌러서 정말 잘 나온 것인가, 고찰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고. 다시 봤는데 아, 내가 왜 이런 걸 했지, 싶으면 다시
바꾸고.
동빈: 너무 오랫동안 걸어놨으니까 한 번 쯤은 바꿔줘야지. 새로운 모습
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
은 생각이 드는 자아는 마치 연속 드라마를 찍듯이 계속해서 어떻게 프
로필 공간을 연출하고 각색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프로필 사
진이나 상태메시지를 바꾸는 행위는 ‘몇 초밖에 안 걸리니까(상현)’그
다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왠지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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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습’을 보여 줘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용자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 프로필’에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
서윤: 사실은 (프로필 사진을) 바꿀 게 있어서 바꾸는 경우보다 바꾸고
싶어서 바꿀 걸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같은 사진을 다시 쓰지는
않아요. 한 사진을 오래 썼으면 썼지. 내가 보기 지겨워서. 약간 물리는
느낌.
태현: 그러다(프로필 사진을 올리다가) 중간에 싹 다 한 번 지워버려요
시간 지나면. 너무 오래 있으면 맨날 본 거니까. 질리니깐 이제 한 번
싹 지우고 다시 한 번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보기 질려서.
승훈: 그냥 너무 지루하다, 질렸다, 이럴 때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시
간 지나면은 저도 제 걸 보는데 싫증이 나니까.
그러나 보기에 질린다고 해서 프로필 사진 공간을 비워두면 자꾸만 채
워 넣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내 프로필’의 특징이
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프로필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윤: 어쨌든 뭔가는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왜냐면 채워 넣
으라고 비워놨잖아요.
하은: 뭔가 그거를 채우려는 욕구는 있어요. 그걸 비워놓는다는 거는 제
가 그걸 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수빈: 열 받아도 저는 무지라든가 하얀 색깔이라든가 이런 배경을 해놓
지 얼굴을 비워놓지는 않는 거 같아요. 채우긴 하는데 비워 놓은 적은
없었어요, 진짜. 비우면 이상해요. 내가 없는 것 같아.
프로필이 비어있을 때 무(無)의 상태를 유(有)의 상태로 만들고 싶은
것은 카카오톡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
기 때문이다. 즉, 프로필 사진은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의 생사의 문제이
다. 실제로 한동안 카카오톡 사진을 올리다가 삭제한 수진은 프로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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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비운다는 것을 마치 ‘가게도 잠시 휴장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프로필 사진
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경영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
지가 무엇일지를 고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는 끊
임없이 연출자가 되어 프로필 공간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된다.

3. 인생기록과 자기다짐의 공개 일기장
프로필은 원래 ‘그 사람의 인생이나 특성이 묘사된 짧은 글’26)을 의
미하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어떤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필 사진 또한 해당 계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간략하게 보
여줄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프로필이
란 것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 내에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는 이러한 프로필의 원래 의미와
는 다르게 마치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이것은 자아공개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도,
즉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특성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자신을 볼 수 있
는 독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독자보다는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즉, 카카오톡 프로
필 공간은 내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창구를 열어주는 의
미로 이해된다.
연구자: 프로필 사진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를 알아차려줬으
면 좋겠는 거예요?
하은: 저는 배출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굳이 내 사진을 보고 누
가 뭐라고 해줘도 상관없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사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6) 네이버 영영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profile의 뜻인 ‘ A profile of someone is a
short article or programme in which their life and character are described.’에서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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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아니요 별 생각 없어요. 어차피 내가 볼 거기 때문에 나만 알면
돼요.
서윤 같은 경우도 자꾸만 “사진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게 된다며 프
로필 공간을 “내가 봤을 때 만족스러운 걸로 채워놓고 싶”어했다. 물
론 자아노출에 대한 태도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공개의 범위는 그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은 어찌 되었든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시선
을 의식하는 와중에 자신의 신념이나 지향하는 바, 추억을 올림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일례로 결혼 1년 차인 동빈은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을 온통 아내 사진과 웨딩 사진으로 가득 채웠다.
동빈: 아무래도 사진을 보면서 그냥 그 때 생각도 나는 거 같아요. 한복
사진 찍을 때는 어땠지. 웨딩 사진 찍을 때는 어땠지.
은서 역시 심심할 때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넘겨보면서 과거
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반추하곤 한다.
은서: 항상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찍을 때 뭐했나. 무슨 생각했
나. 뭔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넘겨봐요.)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프로필 사진 옆에 함께 뜨는 상태메시지에서
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상태메시지는 좀 더 직접적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해당하다보니 프로필 사진에 비해서 더욱더
성찰의 흔적을 나타내기에 적합했다. 상현은 상태메시지에 적어둔 말의
뜻을 묻자, “원래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하려고 했”다며 정확한 의미
를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영 같
은 경우도 상태메시지에 “자기 암시 같은 건데 나만이 좀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올린다고 했다. “친절한 설명이 없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 다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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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직접 물어봤을 때에는 누군가 알아보는 것이 부끄러운
내용도 프로필 공간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반추하거나 성찰
하는 의미로 공개하곤 한다. 카카오톡이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했
을 때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명언이나 문구를
올림으로써 프로필 공간을 자기 다짐의 장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찬혁: 지금은 백척간두진일보로 돼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절벽
끝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는 건데. 그런 거(좌우명) 쓰죠.
태현: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안 까먹고 싶으면 상태메시지로 해둬요.
그럼 내가 안 까먹을 테니까. 보고 기억이 날 테니까. 예를 들어 상무님
이 저한테 일하는 스피드를 강조하셨어가지고 ‘스피드’라고 해놓은 적
도 있었고.
단순히 상태메시지에 글귀를 적은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
임없이 자신의 프로필을 눌러보거나 ‘내 프로필’을 보면서 예전에 써
두었던 문구를 보면서 자기다짐을 한다는 것은 모바일 시대에 터치와 보
기라는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
목이다. 결국 프로필 공간은‘내가 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기록하고
가꾸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찬혁: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생활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내
가 그냥 내 인생을 기록한다는 데에 더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고.

제 2절. 열린 자아와 관객의 탄생―친구 목록
1. 불가피한 친구 추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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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대체하는 메신저로 출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MIM이 지니고 있
는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락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
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친구 목록이다. 이는 일종의 전화번호부
와 같은 것으로서, 나의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자동으로 추가시켜 주는 기능이다. 한 번
자동 친구 추가를 설정해 놓으면,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번호에 한해서
도 친구 목록에 계속 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친구 목록에 타인
의 프로필이 뜨는 만큼, 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
다면 그 이용자의 친구 목록에도 나의 프로필이 뜨도록 설정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하고 편리해 보이는 이 기능 때문에 카카오톡의 친
구 목록은 단순한 전화번호부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친구 목록’이
라고는 하지만 정말 친구를 하고 싶은 사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불
특정 대다수의 사람 중 나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프로필’이 누군가
에게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문자 메시지 요금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은 호평을 받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자동 친구 추
가’기능 때문에 지나치게 연결성을 강요받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수
용자도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국민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릴 정도
로 너도 나도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구조적 강제성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카오톡이 지니고 있는 기술․
구조적 특징은 피할 수 없는 장치로서 작용하게 된다.
현종: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니까. 문자 대신이죠. 문자를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문자라는 걸 안 쓰니까 카카오톡으로 바뀐 거죠. 만약에 네이
버에서 홍보를 계속 잘해서 라인(LINE)27)이 주가 되면 저는 라인을 쓰겠
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쓰니까.

27) 검색 포털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MIM 서비스로서,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
내에서는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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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구와 간단히 연락을 하려고 해도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시스
템에 들어가야 기초적인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상당히 강력한 장치로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강제성
에 대해서 나름의 묘책을 꾀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카카오톡에서는 기본
적으로, 친구 목록에서 특정 인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숨김’ 기능
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최대
한 장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윤: (자동 친구) 추가되는 게 너무 싫어서 일 년인가 넘게 업데이트 안
되고 막아놓았었어요. 아무튼 일단 애초에 추가되는 자체도 별로 저는
안 좋아하고. 제 번호가 그 사람한테 간단 얘기잖아요.
수빈: 쓸데없는 이상한,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게임 초대를 해요.
다 차단(해요). 전 추천친구 닫아놨어요. 왜냐면 추천 친구를 열어 놓으
면 나도 추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닫아놨어요. 옛날에는 몰
라서 그냥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너무나 귀찮고 그게 맨날
시뻘겋게 몇 십 개.(친구 추천의 개수를 알리는 알림 표시) 그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차단해버렸어요. 편하던데요?
하은은 남들이 본인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
니 막지 못하지만 최소한 본인은 그들을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태현은 숨기거나 차단을 해도 여전히 ‘숨김 목록’
과 ‘차단 목록’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싫어서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강제적 연결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태현: 숨김하고 차단은 안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울려고 마음을 먹어
서 지운 거잖아요. 근데 차단하고 숨김 목록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래
서 내 주소록에서 지우고 카톡에 와서 차단한 다음에 차단해제 할 때 친
구 추가 안함으로 하면은 그럼 아예 카톡에서 사라지잖아요. 내 연락처
에서도 사라지고. 그럼 상대방은 여전히 제 걸 저장을 해놨으면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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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에는 뜨잖아요. 그 추천도 딱 지워요. 그러면 이제 안보이잖아요. 그
러니까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나한테 오기는 와도 가만히 있을 때는
안보이니까.
은서는 타인이 자신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잊
어버리고”자 한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장치를 벗어나기 위해
서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구조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제로 친구가 추가된다는 것은 억지로 자아를 타인에게 노출
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누군
가가 나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반대로 전혀 친분이
없거나 서먹한 사이이더라도 ‘친구’로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필을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카카오톡은 친구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
람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필 사진을 바꾼 사람들의 프로필 옆에는
색깔이 있는 띠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태현: (프로필이) 바뀌면 요즘 옆에 작대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
겼으면 봐요.
은서: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나 카카오스토리를 바꾼 친구들 사진
앞에 파란색 바가 뜨거든요. 그것만 골라서 보죠, 이제.
수빈: 요즘에 카톡 보니까 띠 있어가지고 바뀐 사람들 표시해주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슥 넘기다보면 (친구 목록이) 보여요.
이와 같이 자동으로 친구를 추가해주거나 바뀐 프로필을 표시해주는
기능은 카카오톡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단순한 전
화번호부 목록 이상의 친구 목록을 제공하고, 그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서로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관객을 탄생시킨다. 이런 구조적
장치들은 프로필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점검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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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의식하고 자아를 검열하게 만든다.

2. 24시간 스탠바이하고 있는 자아
영국에서 3년 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수진은 한국에 와서 카카오톡 문
화를 접한 후 문화 충격을 경험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주로 쓰이는
왓츠앱(WhatsApp)이라는 MIM이 카카오톡과는 그 이용 행태에 있어서 상
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수진: 영국엔 집단문화가 한국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왓츠
앱도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고. 애들도 다 그냥 개인 프로필 그런 걸 그
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거 나다’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찍은 인물 사진들이고. 그리고 상태메시지가 없어요. (친구 목록은) 실제
로 주소록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랑 번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진짜로
단체 메시지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연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
리 어디서 모이자.’ 그러고 딱 모여서 그 때부터 집단적인 행동을 하
죠. 우리나라처럼 막 집단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전 처음에는 우
리나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놀란 게 카톡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할 걸 만나서 얘기하지.
MIM의 원래 기능에 맞게 연락 수단의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왓츠앱에 비해서, 카카오톡에서는 좀 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집단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수진에게 왓츠앱이 단순히 “통
신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연락수단적인 개념이 더 강한” 미디어로
이해되었다면, 카카오톡은 “좀 공동체적인” 미디어로 이해된다. 이는
차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아 보일 정도로 카카오톡을 통해 끊
임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카카오
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소영은 처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항상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카카오톡을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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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도 했다.
소영: 대학교 때 제가 거의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쯤 스마트폰이 막
나왔을 때라. 카카오톡을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샀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채팅방이 만들어져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안 해도 네 명이 모여 있는 거 같은 느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처럼 카카오톡이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연결성은 바쁜 현대인들이 시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기도 한
다. 일단 나의 전화번호를 추가한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나를 단체
방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이는 성가신 일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종: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요즘은 카카오톡도 스팸 오는데. 갑
자기 이상한 단체방 생겨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 스팸성 단체방을 만들어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카카오톡 장치는 구조적으로
‘대화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대화를 이
어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준다.
윤정: 좀 어정쩡한 관계나 데면데면한 관계가 생일이라고 하면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대화를 계속 이어나
가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그냥 페북에다가 올리고 그런 거 같아
요.
수빈: 이거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요. 내가 오픈되어서 항상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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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기능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적합하
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이 친구로 등장할 경우 강제적으로 심리적 거리
가 먼 사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극도로 발달된 연결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도록 한다. 더군다나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사
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는 선택의 여지 자체
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아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연결성에 노출될 수밖
에 없다. 이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자아와 그런 자아를 지켜보는 관객을
탄생시킨다. 카카오톡 장치에 입성하는 순간, 자아는 한편으로는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구경하는 관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경
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 3절. 사진의 용이한 생산 및 유통―스마트폰
1. 간편한 사진 연출 행위
스마트폰은 이전의 피처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
착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만 수행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손 안에서 손쉽게 다양한 행동을 가능케 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이러한 스마트폰의 특성에 힘입어 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업
로드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수빈은 카메라가 있지만 오히려 불편함을 느
껴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폰카메라를 선호한다. 폰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모바일상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SNS 활동에 있어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에 훨
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빈: 이번에 놀러가서도 (제가) 카메라가 있는데 애들이 왜 (저보고) 카
메라로 안 찍냐고 그래서, 어 난 괜찮아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래, 이러
고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디카 들고 갔죠, 근데 안 찍었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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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는 것도 귀찮고. 휴대폰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드롭박스로 전송되고
인터넷만 되면은. 그리고 내가 바로 페북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있잖아
요. 그러니까 2차 작업 필요 없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동빈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싶었으나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옮기고 그 과정이 귀찮아가지고 안했”
다. 사진 전문 기자로서 활동한 적도 있는 찬혁 역시 폰 카메라의 특징
으로 편리함과 즉각성을 꼽는다. 전문적인 사진기에 비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대신 즉각적으로 빨리 편리하게 찍기에는 안
성맞춤이다.
찬혁: 폰카는 그냥 급할 때 가볍게 찍는 용도고. 일상 가볍게 기록하는
정도고. 그렇게 쓰는 거죠.
가볍게 별 생각 없이, 전문성이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폰 카메라 덕분에 사진의 의미는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다. 우선 “여러
장 찍고 잘 나온 거 고르(승훈)”는 방식은 폰카메라를 사용한 사진 찍
기 행위의 일반적인 관습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언제든 삭제하
면 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무한정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되면서 사진을
통한 자아 표현의 기회는 더욱 더 접근하기 용이한 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모델이 아니어도 누구나 카메라 앞에서는 모델이 되
어서 포즈를 취하게 되고, 자신만의 각도나 포즈를 연구하게 되기도 한
다.
혜원: 사진을 즐겨 찍는 편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아무래도 내가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런 면에서 (자신만의 각도나 포즈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찍을 때 이거를 밑에서 해서 찍으면 사람이 더 길게 나아요. 그래
서 앉아서 찍으라고 하든가. 서서 찍어야 될 경우에는 다리를 약간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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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자 다리를 보완을 한다든가. 어깨가 좀 넓으니까 옆으로 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윤정: 살짝 옆모습? 코가 낮으니까 빛을 많이 받으면 코가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나오는데 너무 가식적인 표현이나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
역이 됨에 따라 사진을 찍고 찍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으
며, 누구나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더군다나 컴퓨터상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진 수정 기능이 스마
트폰상에서도 가능해지면서 더 미세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조율하고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의 사이즈, 모양, 밝
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의 모양, 몸매, 미소 짓는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몇 번의 터치
만으로 사진을 쉽게 찍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
으면 디지털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정도이다.
윤정: 좀 더 예쁘게 찍고 싶다, 찍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 같아요. 다
들 예쁘게 찍고 조금만 더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원래
는 되게 예쁘게 찍기 어렵고 나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찍을 거 저렇게 찍어서 더 잘나오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승훈: 어차피 그게 원터치 뷰티가 있더라고요. 그거 누르면 그것(얼굴 보
정)까지 딱 해주더라고요. 일일이 하려면 귀찮아서 못해요.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훨씬 사진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상에서 간편하게 ‘터치’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작업은 시각적으로 자아를 전시하고 연출할 수 있는 기회
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줌으로써 자아를 시각화는 실천 행위를 일상적으
로 의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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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치 못한 저장과 유포 가능성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미지를 생산, 편집,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은 또 다른 감시의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마우
스 우클릭 방지를 통해서 사진 퍼가기를 제한할 수 있었던 컴퓨터상에서
와는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버튼 하나, 혹은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지 스크린상에 보이는 것을 캡처 및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도 버튼 하나만으로 매우 쉽고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
고, 터치 하나만으로 너무나 쉽게 다양한 사이트에 업로드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이 캡처를 통한 저장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었다.
윤정: 막 귀여운 사진 많이 해놓잖아요. 강아지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눌러보고, 귀여우면 캡처해서 갖기도 하고.
연구자: 이때까지 봤던 프로필 사진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태현: 예쁜 여자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 정말 제 이상형이
에요. 옷차림이라든지. 되게 맘에 들었는데 이 사진을 바꿨네. 그래서 캡
처를 해놨지 바꿀까봐. 이 사진이었는데 원래.
스크린샷 기능은 중요한 일정을 간편히 메모하기 위해서, 혹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스크
린샷 기능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나 스
크린샷 기능은 웹사이트나 SNS 등의 플랫폼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캡처를 제제할 수 없으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캡처를 해
서 어떻게 유포하는지를 알 수도 없다.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다른 이에게 전송해본 적이 있는 서윤은 이러한 캡처 가능성 때문에 프
로필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
서윤: 누가 나한테 그런 만큼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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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예를 들어 ○○오빠가 제가 자기 결혼사진을 친구한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쪽으로 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원치 않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 정보의 일부가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저장되고, 또 그것이 손쉽게 유포될 수 있는
환경은 자아를 항상 강제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이는 더욱
더 관객의 존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더군다나 스크린샷은 특별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굉장히 간편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
위이고, 개인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는 기술
적인 장치가 구조화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제 4절. 소결
카카오톡 장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
어인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낸다. 즉, 카카오톡이라
는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작동시키는 스마트폰의 특성 또한 카카오톡 이용에 있어 영향력을 지니
고 있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카카오톡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갖는 구조적
영향력과, 카카오톡의 바탕이 되는 스마트폰이 갖는 구조적 영향력을 동
시에 검토해보았다.
우선, 카카오톡은 어플리케이션 자체로 ‘내 프로필’과 ‘친구 목
록’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내 프로필’ 기능은 카카오
톡을 실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끊임
없이 수용자에게 본인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도
록 만든다. 이는 선행연구(Murray, 2008; Palmer, 2010)에서 주로 관심이
있었던 사진 공유 사이트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내 프로필’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카카오톡이 단순히 사진 공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업로드된 사진이 지시하는 것이
바로 곧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프로필’은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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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용자들은 상점을 관리하듯이 프로필 공간을
운용하고, 그를 위해 계획한다. 이와 같은 프로필 관리 행위는 기든스식
(Giddens, 2001) ‘자아의 성찰적 기획’으로서, 사진을 올릴 것인가, 올
린다면 어떤 것을 올릴 것인가, 상태메시지를 쓸 것인가 등의 고민을 통
해 ‘사용자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유연하게 삶의 다양한 영
역들을 미세하게 조정(김홍중, 2011)’하게 된다. 이처럼 ‘내향적 운동
을 전제(Illouz, 2007)’하는 ‘내 프로필’은 실제로 ‘나’에 대한 질문
을 던지고 반추하는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카카오톡의 수용자
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태메시지를 통
해 자기다짐을 표현하거나 내밀한 감정이 담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기
도 한다. 이는 김수아(2008)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타인에게 말 걸기’
양식으로서, 타인의 존재를 가정한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치유의 기능이 될 수도 있음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들
은 이미 업로드 된 사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등 프로
필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인생(Palmer, 2010)’을 구성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상태메시지를 쓰고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수행적 자아(Butler, 2006)’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구 목록’에서는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개인의 자
율적인 선택 없이 친구 목록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제스처와
행동, 그와 관련된 담론을 사로잡고 있는 아감벤(Agamben, 2009)식 장치
로서의 카카오톡의 면모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친구 목록’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타인의 프로필을
체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불특정 대다수의 관객이 생겨나게
되며 언제 타인이 나의 프로필을 구경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대
화방 형식을 띠고 있는 카카오톡은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타인이 말을
걸 수 있다는 연결성에 극도로 노출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카카오톡을 시선의 공간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카카오톡이 구동되는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그 장점이지만 간편한 터치
를 통해 스크린샷을 통한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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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한다. 또한 타 미디어와의 연계성이 높고 고
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기에 사진을 생성, 소비, 유통하는 일이 어
렵지 않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카카오톡 문화를
일상적인 장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은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내 프로필’
및 ‘친구 목록’ 기능과 더불어 카카오톡의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
트폰의 특성에 의해 수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자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강제적 영향력을 지닌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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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전시와 감시의 장으로서의 프로필 공간

제 1절. 자기기획과 전시의 장
1. PR 창구이자 얼굴로서의 프로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카카오톡 프로필은 기술적, 문화적인 구조에
의해서 타인의 감시 하에 경영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프로필은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기획 하에 구성되며 목적성을 띤다. 연구 참여자들
은 프로필 공간을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은: 평상시에는 하루에 두, 세 개씩 오던 카톡이었는데 사진을 바꾸고
나서 폭주한다고 하면 그런 걸 되게 계산해서 홍보하는 사람처럼 받아들
여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진심을 알리
는 창구라기보다는 나의 PR창구이다. 내가 사진을 올림으로써.
재훈: 저는 (프로필 사진이) 좀 자기 홍보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에게 표명하는 목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톡 이용자는 프로필을 꾸
미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홍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
떤 사람인지와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이를 전시하게 된다.
은성: 요새 제가 어딜 가면 내가 먼저 (사진을) 찍자고 얘기하게 되는 편
인 거 같아요. 제가 그런 데 또 허영심이 있어서. 되게 내가 사교적이라
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승훈: 누구라도 보면서 아 얘 재밌게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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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같아요.
은서: 제가 친구들이랑 웨딩드레스를 입고 컨셉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거 했었다. 나 이런 거 하고 논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상현: (지금과 같은 상태메시지를 쓴 이유는) 뭔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
을까? 남들이 내가 이걸 왜 썼는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딱 놓고 봤
을 때 괜히 뭔가 있어 보이게.
또한 프로필 공간은 PR 공간이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를 사
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현재성이 반영되도록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수빈: (프로필 사진으로) 옛날 사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얼굴은 옛날 사
진 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내 근황을 못 나타내잖아요. 바뀐 내가
아니잖아. 약간 그게 왜냐면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바꾸는 이유가, 계
속해서 바꾸는 이유가 내가 변하니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그냥 약간 뭔가 카톡이 실제의 나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뭔가 환경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게 되네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나를 대체하는 그 이미지로써 이게 더 이상 나랑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변했다 여기서.
프로필 사진이 자신의 PR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의 프
로필에 대한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찬혁은 프로필 공간에는 각자가
연출하고 싶은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프
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거나 관리되지 않는 프로필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
인 견해를 내비쳤다.
찬혁: (프로필 사진을 비워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좀 연구해봐야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싫어하는 건 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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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수빈과 하은 역시 음식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 혹은 인
터넷에 돌아다니는 감성 사진 등 의미 없는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는 것
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수빈: 음식 사진 얼굴로 해놓는 거. 자기가 먹은 피자를 자기 얼굴로 해
놓는 거. 그게 자기에요? 그렇잖아요. 풍경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아니
왜 쓸데없는 걸로 자기를 대표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자극적인 웃긴 거나 짤방 같은 거 있죠. 아님 먹는 거.
먹는 건 진짜 짜증나요. 아니면은 연예인 사진 얼굴로 해놓는 애. 그러
니까 자기 얼굴 아닌데 연예인 사진을 해놨는데 그런 거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나, 약간 이런 한심함이죠,
짜증난다는 게. 얘는 왜 바보야? 왜 자기 스스로를 대표하는 데에다가
이런 걸 해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게 최고라서 이
걸 해놓은 거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문이니까. 자기를 대표하는
얼굴이니까 그걸 해놓은 걸 텐데. 근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음식은 카톡할 때 딱 보는 순간, 얘 뭐야, 내가 음식이랑 대
화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은: 진짜 무슨 벚꽃 사진 흩날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안 올려요. 뭘 얘기하려는지...본인이 뭔가는 올려야겠고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전 그 사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촌동생 사
진을 보면은 얘 성향이나 이런 걸 아니까 이건 얘를 드러내는 사진이에
요. 얘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어. 그냥 아무거나 올린 것 같지는 않아. 근
데 여기서는 뭔가 전혀 읽히지 않아요. PR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관점에
서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면 그 어떤 것을 풀(full)로 활용을 해서 ‘이게 나다’라고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가. 이런 거예요.
타인이 자신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을 때 스스로를 제
대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이 문화적으
로 개인의 자아를 노출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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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치 갤러리에 어떤 작품을 걸었을 때 어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진열했을 때 가장 보기 좋은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공
간상에서도 끊임없는 기획 아래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연
출 방식이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진 연출을 위한 노력
디지털 사진은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진을 마음껏 자르고
붙이고 꾸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칙적이고 개방적이다. 찬혁은 사진이
라는 것이 “보는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고, “편집이라는 게 들어가
는 거고 프레이밍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사진의 연출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사진을 수
정하는 실천 양식을 보였다.
연구자: 셀카를 찍을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본인만의 구도나
포즈가 있나요?
은서: 글쎄요. 어차피 다 만지기 때문에. 저는 주로 포토원더나 싸이메라
그 두 개 쓰는 거 같아요. 비밀인데.
은서는 원래 자신의 보정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
프로필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자는 말에 “전혀 다른 사람
이 있을텐데” 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보정 사실은 남들에
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보로 작동한다. 때로는 사진에 수정
을 가했다는 사실이 지탄을 받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윤정: 네. 전 잘 안 해요. 그냥 찍은 것 자체로도 잘 나와서. 더 이상 이
걸 보정을 하면 욕을 들어 먹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오빠들한테
욕을 먹고. 뭐하는 짓이냐며.
따라서 수진은 남들이 보정해 놓은 사진을 볼 때 “왜 거짓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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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라는 생각이 들기에, 스스로가 보정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자제한
다. 여기에는 친구들의 평가도 한 몫하고 있었다.
수진: 보정 어플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 쓰면 또 친구들이 딱 보
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정을 해서 실물보다 예쁘게 만드냐.
그러나 친구들의 핀잔을 들을 수는 있어도 사진에 수정을 가한다는 것
은 워낙 흔한 일이라서 눈에 띠게 보정하는 것만 아니라면 다들 알고 있
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눈에 띄는 보
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호감을 반감시키기도 한다.
승훈: 막 눈에 띄게 어색하게끔 눈이 정말 크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좀
눈에 보이긴 하죠.
연구자: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승훈: 그냥 아 얘가 아직 잘 못 쓰는구나. 티 안 나게 잘 하는 게 핵심
인데.
연구자: 그럼 좀 비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승훈: 아 저도 쓰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닌 거 같고.
윤정: 근데 뭐 (보정한 것을) 알아도 다들 그렇지 싶어가지고 별 생각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은성: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구별을 못해서. 근데 그게 인공적으로 하면
티가 나게 하는 게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인공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완전 자연스럽게 인공적으로 한 거는 구별을 할 수가 없
죠.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게 될 거 같은데. 뭔가 어설프게 된 거는 좀
호감이 떨어지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호감이
떨어지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차라리 드러
내지. 그것도 다른 모든 조건이 같으면 안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아니 꾸며도 잘 꾸미면 좋잖아요. 꾸밀 거면 티 안 나게 하든가.
이와 같이 사진 보정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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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사진 보정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사진 보정 행위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필 사진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 정신적, 물리적인
자원을 상당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현은 자신의 취미인 농구를
하는 모습을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찍을 때
부터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한 노력을 들였다. 그는 이미 사진을 촬영하
는 단계에서부터 프로필 사진을 위한 사진 연출을 시도한다.
태현: 이 사진 찍었을 때 편집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연사로 찍었거든요. 한 5번 시도했거든요, 예쁘게 나올라고. 그
래서 연사로 찍고, 아 예쁘게 나왔다, 이거 나중에 사진 오려서 연속으
로 나오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했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가. 오
늘 아까 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태현은 조금 더 섬세한 사진 편집을 위해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파
워포인트로 사진을 오려 붙이는 작업을 한 후,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옮기는 노력을 들이기도 했다. 프로필 사진이 “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는 태현은 만족스러운 프로필 사진을 위해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도 감수한다. 한편, 서윤은 프로필 사진의 경우 “바꿀 게
있어서 바꾸는 경우보다 바꾸고 싶어서 바꿀 걸 찾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서윤: 근데 그게 (프로필 사진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있고. 요즘이 봄철
이라 그런지 플로리스트 된 선배가 라넌큘러스를 사진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꽃도 예뻤지만 그 멘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
게 뭐 ‘백겹으로 감싸인 라넌큘러스’였나? 그 멘트가 맘에 들어서. 라
넌큘러스는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넌큘러
스 사진을 예쁜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라넌큘러스 사진
을 찾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진짜 예쁜 이미지는 돈 주고 사야 되
잖아요. 게티 이런데도 들어가면 제대로 된 건 다 돈 내야 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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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돈을 낸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구도의 색감의 라넌큘러
스 이게 찾기가 어려워서 라넌큘러스 사진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찾았어
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진을 보정하거나 물리적, 정신적인 투자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
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을 통해서 자
아를 전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3. 관객에 대한 의식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홍보창구로서의 프로
필 공간에서는 자아가 마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가 관객들의 반응을 주
시하듯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다. 즉, 내가 전시한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은 메신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찰나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서 타인의 프로필 공간에 대한 평가를 어렵지 않게 전
달한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프로필
공간을 관리하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프로필 공간에 나타난 일상에
대해서 점검을 받기도 한다.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귀차니즘형 혜원은 친구들에게 사진을 관리하라는 닦
달을 듣기도 한다.
혜원: 애들이 ‘아~ 좀 바꿔’ 이러면. ‘알았어, 한 번 바꿔볼게.’ 이
래요. ‘그만 좀 해 꽃(사진).’ 이러면. ‘알았어. 딴 걸로 한 번 바꿔볼
게.’ 이런 식?
이처럼 타인의 평가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진의 경우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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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을 올리기 전에 친한 친구들에게 따로 사진을 검열 받는다.
수진: 내가 프로필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걸 중심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 올리는 것도
친구들한테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수진은 친구들이 ‘허세
쩐다’고 놀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코멘트를 듣자마
자 바로 사진을 내리거나 상태메시지를 바꾸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재훈의 경우에는 프로필에 자신이 커플임을 공지하는
것이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타인에게는 미약한 민폐가 될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재훈: 근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커플 사진) 올려놓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짜증나.’ 이런 거. 제 친구들은 좀 그
래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하지 않더라도 날 좋은 봄날에 제가 그런
사진을 올리면 예민해진다든가 애들이.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 같아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편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모님 세대에도 점차 스
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도 강력한 감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수빈과 재훈은 부모님의 시선을 염두에 둔 채로 프로필 공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빈: 부모님이 카카오톡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프로필 업로드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올리는 거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페북이고 카톡은 좀 약간 별로 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이
상한지 안 이상한지. 그런 것 좀 이렇게 검열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엄
마 아빠가 되게 관심 있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는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되게 해괴망측한 거 있죠. 막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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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눈 찡긋하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고런 사진들.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재훈: 제 부모님이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강제적으로 뜨더라
고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놔도. 제 프로필도 거기 뜨겠죠. 저는 별로
노출하고 싶지가 않아요.
회사원인 재훈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어른들이 자신의 프
로필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프로필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다.
재훈: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부장님들도 다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어
른들이 다 볼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남이 봐선 잘 모르는 그런 사
진들만 올려놨는데 이참에 그냥 다 없애버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4년 간 직장생활을 했던 은서는 회사를 다닐 때와는
달리 대학원을 다니는 요즘에는 직장 어른들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
었다고 한다.
은서: 직장 생활 하다보면 카카오톡도 이제 사내 네트워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친구랑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
하게 됐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직장인스럽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 콘서트를 갔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사회인적인 모습
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있는 반면에 학생이 되고 나서는 비교적 자유
롭게 이런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거나 하는 편이에
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뭔가. 스테레오티피컬(stereotypical)한 직장인의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좀 잘 정돈된 모습만 올린다든지. 아니
면은 카톡 오늘의 한마디, 상태메시지, 이런 것도 너무 애들 같은 건 좀
자제하고. 힘을 내는 그런 말들만 쓰고. 왜냐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나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하게 됐던 거

- 106 -

같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업무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가 되는 것이다. 은서는 사내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톡과 업무 평가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직장인일 때는 좀 더 직장인의 기준에 맞는 프로필 사진을
연출했다. 즉, 카카오톡은 개인의 직장 생활에서의 전문성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계에서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생
각인 은성은 전문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부 때와는 다르게 프
로필을 업계에 알맞은 모습으로 연출해야한다고 믿는다. 즉, 진로의 변
경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디냐에 따라 그에 맞는 관객을 설정
하고 그에 알맞은 프로필 연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은성: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올라오면서 미친 듯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왠지 자랑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뭔가 과묵해져야 할 거 같
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하려고
자제를 하고 있어요. 학부 때는 또 내가 학부생인데 쾌활해보여야 하지
않을까? 명랑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두개가 싸웠는데 대학원 와서는
이게 없어졌죠. 명랑해 보이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친구와 업무 중심의 지인 네트워크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적
으로 사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일이 없는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도 잠재
적인 관객으로 설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소영은 혹시라도 본인의 프로
필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까봐 ‘너무 관리하지 않는 티’는 내지 않으
려고 한다.
소영: 너무 관리 안하는 거 같고. 비워놓을 거면 왜 가입하냐. 그리고 누
군가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좀 아무 것도 없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
어요. 그래도 대문 사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 혹시 누가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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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니까.
또한 직접적으로 나이대에 따른 관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공적으로 자신을 대표하는 프로필 공간에서는 나이에 따라 요구
되는 모습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 프로
필 공간에 나이에 맞지 않는 사진을 걸고 있거나 감정상태를 온전히 드
러내는 것은 민망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동빈: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점잖은 사진으로 바꾸면 좋

을 거 같아요. 너무 막 놀러다니고. 노는 것도 어디 뭐 공원 가서 놀거
나 뮤지컬 보거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어디 뭐 락 페스티벌에서 찍은
되게 혈기왕성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런 부분은 관리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점잖은 사진들로.
찬혁: 옛날에는 (상태메시지에) 기분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좀 민망해서.
그냥 뭐 좀. 내 감정을 너무 표현하는 게 너무 민망해지는 시점이 와서?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한 독자를 상정할 수 없는 카카오톡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며,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관객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는 공간에는 다양한 참
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이 없더라도 항상
사진을 올리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불특정 대다수의 관객을 의식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 2절. 평가와 비교의 장
1. 틈새 시간을 채워주는 스펙터클
수많은 자아들이 자신을 전시하고, 또 그러한 자아들을 구경하는 수많
은 시선이 존재하는 프로필 공간은 연구 참여자들의 틈새 시간(niche
time)을 틈틈이 채워주는 일종의 스펙터클로 작용하고 있었다. 타인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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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필을 구경하는 것은 화장실에서, 심심할 때, 여가 시간을 채우는 습관
적인 활동의 일종이 된 것이다.
태현: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카카오 프로필 사진 바
꼈나 보죠. 뭐라고 바뀌었으려나? 상태 메시지 보면서 ‘이 자식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딴 걸 해놨지.’하고 생각해요.
소영: 많이 봐요. 심심하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봐요. 스
크롤 하면서. ‘얘네들 왜 노란 거 안 바꿨지?’ 이런 생각 하면서.
‘어? 얘네들 결혼하네? 누구지?’ 하고 눌러보고. 화장실 같은 거 이제
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볼일 보면서도 막.
은서: 습관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누가 바꿨나. 바꿨으면 뭘로 바꿨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막 상태메시지에 힘들다 이런 거 쓰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타인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민재도 “심심할
때 가끔 보”게 되는 것이 프로필 목록이다.

최근 일이 바빠서 카카오

톡을 넘겨볼 여유가 없었던 찬혁도 “한 번씩 페이스북 구경하듯이 카톡
사진도 구경하는” 편이다. 친구 목록은 타인의 프로필 공간을 보기 위
한 행위로 가득 차있었다. 이처럼 프로필 공간이 ‘구경거리’인 탓에,
프로필 공간을 볼 때에는 필연적으로 구경거리에 대한 ‘평가’가 이어
진다.
연구자: 프로필 리스트를 구경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서윤: 그냥 뭐 잘나왔냐 못나왔냐. 어디가 잘나왔냐 어디가 못나왔냐 혹
은 잘나오고 못나온걸 떠나서 ‘좀 이상한 사진 아닌가?’라는 생각이라
든지. 이게 실제 얼굴과 닮았냐, 안 닮았냐부터 시작해서 허세냐 아니냐.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은서: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딱히 의도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보자마자. (커플 사진을 보면서) 아, 잘 어울리네. 누가 아깝
네. 또이또이네. 막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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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구경거리에 대한 해독이 시도되는 장이 펼쳐지기도 한다.
상대방이 제공한 전시회를 보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추측해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
한 소재로 삼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기도 한다.
은성: 좋아하는 애나 호감 있는 애한테만 사진 보고. 상태메시지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해보고. 이걸로 어떻게 하면 라포 형성의 소재
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수빈: 문구 가지고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 쯤 내가 다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해요. 내가 친한 사람이면은. 너가 도대체 말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한 번 들어주고 싶은 거죠. 만약에 말할 대
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리고 뭐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죠.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 힘들다’ 아니면 약간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거 같다’,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인 거 같다’ 이런 말 올리는 사
람들이 걱정이 되죠.

2.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온전히 개인에게 프로필 공간에 관한 운영권이 주어지고 그 곳을 PR
창구로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타인의 삶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로 바
빠서 만나지 못하는 관계나 그다지 친하지는 않지만 연락처에 등록이 되
어 있는 관계,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터치 한 번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은 일
종의 라이프스타일 소식통처럼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타인의 삶과 스스로의 삶을 자연스레 비교해보게 된다.
은서: 글쎄요, 뭐하고 지내나. 나는 나대로 지내고 있긴 한데 남들은 어
떻게 지내나. 비교해봤을 때 나는 잘 지내는 건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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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부러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많고. 아, 이런 것도
하고 노는 구나.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주로 남들은 어떻게 사나 배
우고 나도 그걸 해볼 수 있게끔? 셀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 요
렇게 찍으면 예쁘구만, 하면은 또 그렇게도 한 번 해보고. 좀 특이한 구
도나 특이한 소품을 쓴 셀카라던지? 아니면은 일상에서 잘 쉽게 못 보는
특이한 옷을 입고 찍었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곳을 가서 찍었다든지. 아
니면은 사람을 잘 이용을 해서 예쁜 사진을 만들어 낸다든지. 표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했을 때 아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 부럽다. 이
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찬혁: 근데 그런 건 좀 있죠. 너무 자기 생각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막 예
쁜 거, 좋은 거 위주로만 하는 친구들 보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상
대적 박탈감?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하고. 친구들 보면 맨날 해외여행
가서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첨엔 막 좋겠다, 하지만 계속 그러면
얘는 맨날 일도 안하고 뭐지? 하면서.
수진: 제가 봤던 친구 사진 중에는. 저의 친구 그룹인데 걔가 제일 먼저
차를 샀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차를. 그걸 찍어서 딱 보여주는. 아. 그
런 거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친구들마다 형편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과시하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보라는 식으로 과시를 하면은 불편하죠. 저가
불편하기 보다는 얘는 다른 친구들,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처럼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타인
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프로필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
고 있는 홍보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홍보가 실제로 과시적인 목적
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만약 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카카오톡
에서 소통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한 과시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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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향에 대한 평가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서 상대방의 대략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기
셀카를 올렸다가, 연예인 사진을 올렸다가, 배경 사진을 올렸다가”하는
데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민재 같
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로 프로
필 공간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미약한 선입견 정도는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프로필 사진에 대한 판단이 실제 그 사람에 대
한 판단과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는 것이다.
소영: 좀 스스로 솔직히 판단을 하죠. 아, 얘는 좀 약간 이런 거 올리는
애네. 이런 거 올리면 좀 덕후 같아 보이고. 이런 생각을 혼자 하죠. 아
얘는 이런 기질이 좀 있구나. 얘는 좀 내면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좀 어지러운 면이 있나보다. 파악을 하는 거죠. 좀 약간 선입
견이 생기는 거 같아요. 와이프랑 찍은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아 이 사
람은 되게 와이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가족사진이면 아 이
사람은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하죠. 여
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진을 올려놓으면 아 이런 사람은 그
냥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은성: 사진이 있다면 큐(cue)가 하나 생긴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
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큐를 얻은 거죠. 그 큐 하나 때문
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 거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큐가 많아요, 사진이 많으면 평가의 여지가 이제 선입견의 여지가 좀 커
지니까. 그러니까 잘해야겠죠. 이 사람이 되게 사교적인 사람인지 아닌
지가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내성적이면 풍경사진 올리고
시구 올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
무 명, 열 명 씩. 되게 상호작용 잘하는 걸로 자기를 보이는 사람이잖아
요,

그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은, 나는 사교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은

날 별로 맘에 들어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풍경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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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성적이지 않을까? 너무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수빈: 그걸 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개나 이
런 거 올리는 사람은, 아 진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진
짜 이상한 거 올린 사람은 아 이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다. 예쁘게
생긴 사람. 그렇게. 그걸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파
악할 수는 없어도, 대충 밝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뭐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정도의 성향? 겉에 보이는? 그
런 거.
이처럼 어떠한 종류의 사진을 올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대략적인 성
향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골라야
한다. 실제로 대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필 사진을 통해
서 비호감을 사고 있는 사진의 유형은 ‘허세 사진’이었다. 연구 대상
자들은 본인이 비호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허세적인 면모가
보일까 조심하기도 했다.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생겨나면서 지나
치게 자신을 꾸며서 전시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암묵적인 문화적인 절제
기준 또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로 허세 사진이란 현실에서의 모
습과 달리 더 멋있고 잘난 자아가 표현되어 있는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허세 사진’을 생산하는 데에는 사진의 각도나
인물의 포즈, 혹은 사물의 종류 등에 관한 모종의 문법이 존재하고 있었
고, 그와 같은 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허세 사진’은 대체로 질책의 대
상이 된다. 서윤은 “허세스러운 게 짜증나서 숨기기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서 마치 모델과 같은 포즈
를 취하고 찍은 프로필 사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지나친 정제
됨이 주는 불편함에 대한 거부감이다.
서윤: 뭔가 불편한 사진이에요. 허세까진 아니지만 허세스러움으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사진이랄까. 그야말로 결국 일반인이라는 의식이 한구
석에 있는데 뭔가 하이패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 약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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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야 될지...이게(허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 알겠는데 그 사람
의 본질에 필름을 씌우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남들에게는 그
렇지 않은 척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 되게 마치 하나의 모델이 된 것
처럼. 약간 오글거리면서. 본질과 급격하게 차이를 내려고 시도하거나
그런 척 하는 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필 공간에서 자신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기본
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을 생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꾸밈이 없
는 사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수준이나 정도에 관해서는 암묵
적인 적정선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꾸며서 멋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연출하는 허세사진뿐만 아니
라 타인의 칭찬과 부러움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이른바 ‘답정너’28)
사진도 거부감을 주는 사진으로 인지된다.
은서: 그러니까 남성분이 막 웃통을 까고 사진을 찍은 거를 올려놨다든
지. 아니면은 막 허세스러운 담배를 물고 썬글라스를 끼고 옆모습을 찍
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 뭔가 사람이 진중해보이기 보다는 조금 보
여지는 거에 치중을 많이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죠. 그냥 허세
는 사실 누구나 있고 셀카 올리는 거 자체도 허세의 일환이라서 ‘허세
는 다 싫어.’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대답을 원하고 올리는
사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언니가 정말 허세 관련해서는 딱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사진을 올릴 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 얼굴은
잘 안올려요. 자기 얼굴은 한 10 장 중에 한 장 이렇게 올리는데 나머지
사진들은 다 압구정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무슨 레스토랑에
‘오빠가 예약을 해줘서 갔다.’,

‘아, 난 너무 사랑받는 여자다. 너무

맛있다. 또 와야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쭉 내려 보면 다. 그러면
댓글을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너무 좋겠다.’ ‘오빠 너무 잘해준
다, 부럽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첨에 한 두 번은 해주다가 이제는
28)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인 인터넷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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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니는 항상 얼마짜리인지, 어딘지, 오빠가 사줬네 이게 꼭 삼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쳐. 그 언니를 필두로 해서 그런 부류의 어
떤 특정한 답변을 원하는 의도가 다분한 사진들? 그런 거는 조금 싫어하
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사진들 중에. 샤넬백이 살짝
보이게 찍었다. ‘나 스타벅스야.’라고 찍었지만 샤넬백 끄트머리나 로
고가 보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스타벅스 커피 맛있겠다가 아니라 ‘샤넬
백 너무 이쁘다.’ 소리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의도의 사진은 사
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그렇게 찍고 싶지도 않고.
대체로 이러한 허세 사진의 특징은 자의식 과잉이거나 혹은 자기애가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주게 된다. 그러한 예로 자신의 사
회적 지위와 명성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이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셀카
에 집착하는 것도 타인의 ‘허세적인’ 성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재훈: 아, 여기 싫어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의대 친구)가 공부
를 잘해요.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티를 낼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병원 상의 프로필이랑 자기 소속을 올
린 거예요. 굉장한. 굳이 이렇게 프라이드를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 같
은데. 뭐 다른 좋은 사진도 많은데 뭐 이런 걸 하나. 그러니까 좀 안 그
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 인생인 거고.
찬혁: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의 특성은 좀 알죠. 자아도취형? 자기 자신
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셀카를
엄청 올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안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자존감? 제 생각엔 그래요. 자존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셀카를
통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체격 등 본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지나
치게 과시를 하는 프로필 사진은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만큼 강력한 자아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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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다는 의미도 된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셀카를 잘 찍으
려고 노력하거나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전시적인 자아의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4. 공과 사의 교차
카카오톡은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사적인 미디어이지만, 동
시에 자신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공적인 미디
어다. 물론 “사진이나 상태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
이라서 카카오톡을 사적인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찬혁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위치 지어지고 있었다.
또한 카카오톡의 대화창에서도 일대일이 아닌 단체 대화방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종: 프로필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고. 대화는 사적인 공간이고.
수정: 공적인 공간인 거 같아요. 개인 대화창 말고는 거의 그룹창이고
그것도 10인 이상...저는 적어도 5명 6명 이상? 많게는 24명까지 있고 그
렇거든요.
상현: 대화 같은 경우 사적이겠지만 사진 같은 경우 내 친구들 또는 내
번호를 아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공적이지 않나? 최소한 400명은
볼 테니까 플러스알파로.
이처럼 카카오톡이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파
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 5장에서 분류된 눈팅형이 있다.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 유형 중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팅형이 카카오톡상에서 자
아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프로필 영역이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인 공간에 자신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노
출하는 것은 마치 ‘풍기문란죄’와도 같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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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 보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가벼울 땐 불편함이고
심하면 불쾌감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죄 같은
거? 약간 공적인 공간에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것을 유포했을 경우에 사람
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감수성과 윤
리의식에 의거하여 적당히 규제를 하는데 가끔 그 규제 기준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껏 유
포하는데 자기는 그게 이상한 줄 모르니까 맘 편하고 보는 사람은 불편
한? 그런 걸 봤을 때 보는 사람은 격한 불쾌함을 보는 거죠. 지 혼자 보
나? 그래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것도 그런 거에 포함될 수 있고. ‘너
혼자 해라.; 이런 느낌의 사진. 카플(카카오톡 프로필)로 쓸만한 적절한
사진이 아닐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허세사진도 커플끼리 공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레벨에서의 허세가 이런 데 등장하면. 관계없는
데면데면한 사이인 내가 봤을 때 당황스러운?
연구자: 아, 알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알게 됐을 때와 같은 건가요?
서윤: 네. 알고 싶지 않은 표정과 알고 싶지 않은 포즈와 알고 싶지 않
은 컨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적인 공간에 자의식이 충만한 프로필을 노
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다. 더욱이 카
카오톡은 전국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에 구조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고 싶거나 알고
싶지 않은 타인의 일면까지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빈: 운동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팔, 근육, 몸, 막 이런 거 있
죠. 왜냐면, 왜 짜증 나냐면 뭐 못나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내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카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민망한 거
에요. 이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카
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했다는 사실이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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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로필 사진 영역은 잘 모르는 사람의 근황까지도 탐색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친밀한 관계 사이의 내밀한 의사소통만 존재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연락을 잘 안했던 사람들의 근황이 공유되는 프로필 목
록은 충분히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영: 안 친했던 애들 소식 보잖아요. 내 친구들도 자주 바꾸니까 뭐. 사
진 바꿨네. 왜 바꿨어? 이런 거. 예쁘다고 올렸나? 하면서 보긴 봐요.
윤정: 요즘 잘 사나? 이러고 눌러보고. 이뻐졌네?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얘 교환(학생) 갔네?’ 이런. 그런 근황 같은 것들? 별로 안 친하
니까, 오히려 더 잘 모르니까 사진으로.
공적 영역으로 기능하는 친구 목록은 서먹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 근황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히려 직접적으
로 인간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카카오톡상에서 보여주고 보는 데서 그
치는 경우가 많고, 거리가 먼 지인들과의 시각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기
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며 얽히고설키어 있
다는 측면에서 전시된 자아와 전시하는 자아, 보이는 사람과 보는 사람
간의 경계설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선의 교차와 그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일상의 실천 행위는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서 삶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제 5장과 7장에서 살펴 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 유형 및 카카오톡 미디어 환경의 구조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카카오톡의 영향력 아래 서로
다른 실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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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얼굴 혹은 대문처럼 기능
하며, 개개인의 PR창구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근황이 반
영되어 있는 프로필을 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고, 프로필 사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자아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존재하는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
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자아는 프로필 공간을 통해 매순간 수행적으로
자신을 기획하고 구성하게 된다.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이 ‘고정
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또 새롭게 창조(황상민,
2000)’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체성 형성(Bauman, 2012)’이 수행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연출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정하고, 어떤 사진이 가장 적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친구들, 부모님, 직장 동료 및 상사가 즉각적으로
프로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 이것이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평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시각화해서 전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더군다나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각
적, 언어적으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대가 아니라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관중(Illouz, 2007’이 프로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프로필 관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기소개가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은 미용 산
업에 종사하는 모델이나 배우의 입장에 처(Illouz, 2007)’하게 된다. 연예
인과 같이 타인에게 보이고 평가받는 것이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
도 카카오톡상에서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전시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심심
할 때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된다. 이동하는 도중이나 잠깐 머리를
식힐 때, 친구 목록은 타인의 인생을 엿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재미난 수
단이 된다. 이 때 타인에 대한 평가와 나 자신과의 비교는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서 타인의 성향을 짐작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평가에도 기준이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선 하에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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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나 인지 가능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
하는 사진은 눈총을 받는 행동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허세 사진이나
답정너 사진과 같이 지나치게 자기애를 드러내는 경우는 비난의 중심이
된다.

이는

나르시시즘이

강화된

‘나나나

세대(Me

Me

Me

Generation)’의 극단적인 면모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20대 내
에서도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지탄의 대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는 사적이지만,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과 프로필 사진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용인되지 않는, 거
부감이 드는 프로필 사진은 마치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풍기문란
죄와도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근황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에서는 공
과 사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카카오톡은 자기기획과 전시가 일어남과 동시에 평가와 비교가
일어나는, 관객과 공연자가 교차하고 있는 공간이다. 즉, 푸코(Fouacult,
1966)가 분석한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보았듯이, 시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타인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카카
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아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아의 두 경계선 사이에 걸쳐있다. 다시 존 버
거(John Berger, 2008)의 논의를 빌려와보자면 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스
스로의 모습과 관찰 당하는 자로서의 여성은 이원적인 작용을 통해 여성
의 이미지 구성에 일조한다. 이를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만 환원하지 않
고 카카오톡이라는 시선의 공간에 적용시켜본다면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
신과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자아가 동
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
은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
한 평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행위성이 남성적 응시로 검
열됨에 따라, 즉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여성에 대한 취급 방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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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과 같다. 가령, 단체 사진을 많이 올리면 사교적인 사람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의 작용으로 인
해 반드시 카카오톡에서 통용되는 프로필 사진의 가치가 ‘벌거벗음’이
아닌 ‘나체’의 가치만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프로필 사진
의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일 수 있는 수용자들은 존 버거적
인 관점에서 전시 당하는 여성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전시를 구경하는
남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시주의적 역감시 현
상’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가치는 표현할 때 존재하게(김명
준, 2005)’ 된다. 관음주의적 주체의 차원이 아닌 스스로 보여주기에 익
숙한 적극적 사생활 표출의 현상인 것이다. 김명준은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감시자를 만날 수 있게 된 환경이 새로운 교류 방식을 창출한다
고 보았다. 즉, 바라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들은 한편으로는 바라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도 또한 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수용자들은 프로필 사진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모두를 견
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완벽한 ‘벌거벗음’ 보다는 ‘나체’를 연출하고
자 한다. 즉,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진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사진을 연출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행적 작업은 또한 그 과정 자체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한 후 다시 이를 넘겨보며 회상하거나 타인의 평가 및 타
인과의 비교를 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향후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는 프로필 사진을 연출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수행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멀비(Mulvey, 1975)가 언급한 관
음증과 절시증의 해소 방안을 읽어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홍보하는 창구인 프로필 공간은, 수많은 전시와 감시가 오고 가
고 있는 상황을 일종의 ‘내러티브’로 해소하고 있다. 즉, 최근 다녀온
여행 사진을 내러티브에 맞게 구성하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
지의 모습을 나열하거나, 혹은 자기다짐 등의 건실한 내용으로 상태메시
지를 채우는 등의 내러티브를 통해 관음증적 대상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얼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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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중심으로 육체미를 뽐내는 사진들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를 강조
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 자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절시증적 호기심을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네마에서 여성
의 이미지가 적극적인 남성의 시선에 의해 수동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것
과 달리,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에서의 수용자는 타인의 시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과 사가 교차하는 카카오톡 장치에서는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는 쌍방향적인 가치들(나체와 벌거벗음)이 공존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며 혼종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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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과 의미
본 연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서 자아가 어떠한
내용을 생산․소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로필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의 존재 속에 프로필상의 자아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사진이라는 것은 ‘보기 행위’를 주축으로 하
는 매체이다. 따라서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
간이 제공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선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자아표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보았다. 연구 대상은 카카오톡을 일상적으
로 사용하고 그 문화에 익숙한 20대 남녀 17명으로서, 이들은 SNS를 통
해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교적 연결망의 유동적인 연대 속에서 자아를 공
적으로 소개하는 ‘네트워크화된 자아(networked self)’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기술이 아닌 문화로서 개인의 성찰성을
추동시키고, 아날로그 시대의 이미지와 달리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공적
인 공간에서 개인의 추억을 구축하게 되었음을 짚었다. 또한 영상 언어
에 익숙한 세대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
로써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의 방
식임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와 같이 프로필 사진을 중심으로 자
아를 표현하는 매체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필
공간을 통해 교환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장치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
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카카오톡과 같이 불특정 대다수의 관객이
존재하는 가운데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
치는 암묵적인 권력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적 힘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SNS가 중요한 소통의 지점이 되고 있는 지금 중요한 분
석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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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에서 어떠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그 문법이 무엇이며,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실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
과 프로필 사진은 감정 및 심경의 변화, 신분 확인, 취향의 표현, 경험과
근황의 공개, 사회적․개인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쓰이고 있었다. 이는
프로필 사진의 기능으로서 수용자들 간에 합의된 문법이다. 또한 각 개
인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와 ‘시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눈
팅형, 귀차니즘형, 전시형, 개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는 문화적 장치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조율하고 있는 개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이 제공하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적인 강제성과 피로감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이러
한 사실이 자아 표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간편한 사진 촬영, 저장, 편집, 업로드 기술과
카카오톡의 ‘내 프로필’ 및 ‘친구목록’ 기능은 구조적으로 모바일하
고 연결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은 끊임없이 전시되는 자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24시간 자아가 타인에게 점검받을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연결성에 대한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프로필 사진을 연출하는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는 무
엇이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현 시대
에 카카오톡은 단순한 MIM이 아닌 문화양식, 실천양식으로서의 카카오
톡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카카오톡은 문자 메시지의 기능에서 진화했지
만 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서의 사진을 탄생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진으로 이야기하기의 가능성을 훨씬 열어준
것이다. 프로필 사진은 자기기획과 전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는 철저한 계획과 연출의 노력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스펙터클화된 친
구목록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평가 및 타인과 스스로의 비교를 하게 됨
으로써 카카오톡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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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교차하는 전시와 감시와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카카오톡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조가 연구 분석
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적 구조에 의한 기
억 메커니즘의 변화를 주장한 반다이크(Van Dijck, 2010)의 ‘연결성의
문화(cultuer of connectivity)’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카오톡의 장치적 특성이 지니는 영향력에 의해서 미디어 경험이 구조
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적 실천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제적 연결성과 피로감을 조장하는 카카오톡 장치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견으로 읽힐 여지가 존재하지만, 결국 이러한 기
술적 요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바라보기와 전시하기 방식이 어떤 것인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로 하여금 멤버 프로필을 구성하도록 무대를 제공해주는 SNS는
사교적 연결망의 공적인 전시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치는 ‘네트워크화된
자아’를 창출해낸다. 실제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인 관계의 유대감이
깊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연락의 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
지도 공적으로 자신을 전시하고 꾸며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 카카오톡에서 전시되고 있는 가치는 프로필 공간을 통해서
매개되어 홍보되고 있는 개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살고 있
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프로필 공간에 나타
나는 것이다. 이는 지금 자신의 현재 인생이 어떠한지를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으로서 매순간 자기기획의 결과로 드러나는 정보이
다.
프로필 공간을 기획하는 실천 과정은 단순히 ‘네트워크화된’ 자아뿐
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프로필 구성 행위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는 ‘실
시간’ 자아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버틀러(Butler, 2006)의 수
행적 자아의 개념과 호환되는 것으로서, 선재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정하
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성되는 가변적 자아의 모습이다. 이는 단순
히 관음주의적이기만 하거나 과시적이기만 한 온라인 자아 표현의 면모
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미디어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수행성이 만들
어내는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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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체성 인식에 있어 적어도 카카오톡과 같은 미디어의 특징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프로필 사진을 구성
하기 위해 들이는 물리적, 비물리적 노력과 카카오톡상에 그것을 올리고
구경,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일상적, 의례적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정체성 형성 방식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반복된 양식을 통해 행하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필 공간을 중심으로 영상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타인의 삶을 습득, 평가하며 동시에 나의 삶을 기획
하는 비교 행위는 이러한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정체성에 일조한다. 따라
서 디지털 및 터치, 스마트 환경에서의 미디어 활동은 일면 부정적인 측
면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물결이 우리의 성찰이나 정체
성 구성 방식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과
사의 영역이 미묘하게 겹쳐있는 카카오톡은 소셜미디어와 개인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카
카오톡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장
치에 의해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의 경계 설정, 혹은 긍정적,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관찰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연구 현장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현재 대한
민국에서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 MIM 카카오톡에 존재하는 프로필 사진
언어의 문법이 무엇이고 그러한 영상 언어가 지닐 수 있는 함의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개괄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
면에서 연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
을 좀 더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첫째, 카카오톡을 이용 행태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풍
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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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연구방법에서 도출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설문 기
법 등을 활용한 정량적인 연구방법이 함께 병행된다면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의 미시적인 사용 행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여지도 늘
어나고 더욱 강화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상 언어에 익숙한 20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가능하다면 아날로그적인 언어에 익숙한 그 이전의 세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세대 간 비교연구를 한다면 지금의 영상 언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더 뚜렷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동적 현대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
는 집단을 물색해본다면, 작금의 자아정체성 구성 방식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을 충분히 관찰하여 질적인 깊
이를 두텁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프로필 공간의 변화에 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프로필 연출 행위에 대
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으며 역시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여타 SNS도 분석하여 둘
의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 혹은 공통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본다면 미
디어상에서의 자아 표현 양상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더욱 더 보완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공적인 장소인 프로필 공간에서 수행적인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 현
시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
한 더욱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카카오톡이라는 보편적인 미디어 장치상에서 통용되
고 있는 문법이 무엇인지 미시적으로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상에서의 여러가지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실시간 자아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카카오톡이 지니
고 있는 기술적․구조적 영향력과 그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자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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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인과 자아정체성 표현 및 구성 방식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장치와 개인의 수행적 실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추가적
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더욱 풍성한 발견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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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부록
<부록 1>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 및 상태메시지의 종류와 표현 의도
번

가

성

호

명

별

1

하

여

은

성

사용한 프로필 사진의 내용

프로필 사진의

상태메시지 및 표현

표현 의도

의도 (괄호: 예시)

1.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

1. 기분을 불러일

1.

우울증

극복했던

2. 좋아하는 가수와 관련된

으키는 일이 있을

때를 생각하며 (내가

사진 (콘서트현장, 가수의 인

때 기분 전환

선택한 길이야)

1 인터넷에서 구한 전문가가

1. 상징적 차원에

1. 사진에 대한 설명

찍은 감성 사진

서

2. 현재 연애 상태에

물사진, 가수가 출현한 TV
방송 등)

2

나의

상태나

2. 동물사진

취향

대한 설명

서

여

3. 캐릭터사진 (토토로, 텔레

2. 미학적으로 내

3. 시험기간에 힘들어

윤

성

토비 등)

가 보고 싶은 사

서 (sauve moi29))

4. 멘붕 사진

진

4. 별 뜻 없이 (노래

5. 어릴 때 사진

3. 내가 놓친 삶에

가사)

대한 모습
1. 졸업 사진

1. 남에게 호감을

2. 동아리 활동 사진

줄 수 있는 것

3. 기억에 남는 책 사진

2. 얼마나 일을 많

1. 지향하는 바.

이 하고 살고 있
3

은

남

는지,

내가

지금

성

성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나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4

1. 음표 사진

1. 잘 나온 사진,

1. 잘 되어가던 사람

2. 여행 사진

나를

과 있었던 일에 대한

3. 가족 사진

사진.

평가 한 마디

어필

하는

4. 옛날 동아리 활동사진

2. 좋아하는 것

2. 밴드 공연에서 연

상

남

5. 드럼 사진

3. 추억 공유

주했던

현

성

6. 스키 타는 본인 사진

4. 자기다짐과 공

리 노래의 제목

표
5. 멋있고 재밌게
사는 사람임을 보
여주기 위해

29) 불어로서, “나를 구해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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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프레슬

5

현

남

종

성

1. 명언

1. 와 닿는 말이

1. 보고 외우기 위한

2. 착하게 나온 얼굴 사진

있는 사진

잠언이나

2. 착하게 나온 사

이어리에 나온 글귀

프랭클린다

진. (평소 드세 보
여서)

6

1. 아는 형이 찍어 준 본인

1. 잘 나온 사진.

사진

2. 모든사람들한테

남

2. 웨딩 촬영 사진

결혼한 것을 좋아

2. 기억하고 싶은 말.

빈

성

3. 일었던 괜찮은 책

하고, 와이프도 예

3. 책에서 읽은 구절.

4. 아내 사진

뻐한다는 것을 알

5. 셀카

리기 위해.

1. 학교에 눈이 내리는 사진

1. 복잡한

혜

여

3. 받은 선물

원

성

4. 여행 사진

여

서

성

1.

사진을

설명하는

말.

의미가

있는 사진.
3. 보기에

클로버사진

은

마음을

대변하는 사진.
2. 나에게

5. 엄마가 찍어 보내준 네잎

8

설명하는

말

동

2. 배경,무늬
7

1. 사진을

무난한

사진.

1. 셀카

1. 이색적이고 재

1.

2. 친구들이랑 벚꽃 나들이

밌는 경험을 한다

명언

3. 예쁘게 웃고 있는 본인 사

는

2. 사진에 대한 부연

진

사진.

4. 힘들 때 보고 싶은 명언

2. 생일 때 혼자

5. 친구들과 함께한 컨셉 촬

있지 않았음을 알

영 모습

리기 위해서.

6. 생일 때 사진

3. ‘이거 봐라 이

것을

알리는

잊어버리기

싫은

설명

런 게 있다’신기
하거나 예쁜 것을
찍었을 때.

9

1. 농구 하고 있는 본인 모습

1. 내가 좋아하는

1. 사진과 관련된 의

2. 트랙을 돌고 있는 본인 모

걸 하고 있는 것.

성어 (농구공을 던지

습

2. 잘 나와 보이는

고 있는 모습: 부우우

3. 회사에 온 걸그룹과 찍은

사진.

웅)

단체사진

2.

머릿속에

맴도는

태

남

4. 회사에서 제일 친한 세 명

말(부장님이

현

성

의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

말씀 중 키워드: 스피

는 사진

드)

5. 대학 동기들과 놀러가서

3. 소유하고 있는 차

찍은 단체 사진

의 성능에 관한 숫자

6. 농구 대회에서 마음에 들

4.

게 찍힌 본인의 사진

좋았을 때: 울렁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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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

하셨던

(날씨가

7. 만화 <슬램덩크>에서 좋아
하는 한 장면
8. 헬기 날리는 모습
9. 회사 동기랑 술 마실 때
같이 찍은 셀카
10.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
진들

10

민

남

재

성

카톡 시작 후 한 번도 프로

1. 별 뜻 없음 (구직

필 사진을 올려본 적이 없음.

중 공부하다 심심해서
자기소개서의

흰

색

바탕을 빗대어 표현:
흰생흰사)

11

1. 예쁜 카페를 찍은 사진

1. 잘 나온 것

1. 좋아하는 글귀 (백

2.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

2. 삶에 지칠 때

척간두진일보)

3. 해운대 놀러가서 찍은 철

보고 싶은 것

2. 좌우명

길

3. 나는 사진 찍는

3. 기분

사람이다

찬

남

4. 외로워 보이는 갈매기

혁

성

5. 사진을 찍고 있는 나의 모
습
6. 인도 여행 때 사막을 배경
으로찍은 나의 모습
7. 셀카

12

수

여

진

성

1.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1. ‘나 이제 남자

2. 셀카

친구 있다’는 것

사용하지 않음.

을 알리기 위해.
2. 나를 대변하는
이미지.

(지금의

나와 필연적 연관
관계가있는 것)

13

윤

여

정

성

1. 셀카

1. 잘 나온 사진

1. 자기다짐 (매일 지

2. 과거사진

2. ‘예전에는 이

각하고 정신없이 사는

3. 인터넷 유머 짤방

렇게

모습이 싫어서: 정신

4. 까만 배경

는 것을 보여주기

을차리자)

5. 이번 학기 시간표

위해.

2. 문득 드는 생각 (밤

6. 친구랑 찍은 잘 나온 사진

3. 좋아하는 사람

에 갑자기 치킨이 너

7. 앞머리가 길었을 때 사진

(엄마)과 찍은 사

무 먹고 싶어서: 치킨)

8. 엄마랑 찍은 사진

진

9.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

4. 다들 많이 올리

10.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니까

생겼었다’

하나

정도

있어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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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행사진

14

승

남

훈

성

1. 여자친구 생일에 같이 밥

1. ‘아 얘 재밌게

1. 사진설명용도. (유

먹다가 찍어준 본인 사진

살고

럽여행 사진 옆에: 유

2. 유럽여행 가서 찍은 점프

보여주기 위해서.

있구나.’를

럽, 여자친구랑 밥 먹

샷

고 찍은 사진 옆에:

3. 셀카

행복)

4.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
구들이랑 찍은 단체사진
5. 고등학교 축제 때 찍은 사
진.

15

1. CD 자켓

1. ‘내가 이 분야

1. 개성 표현 (아무도

2. 유행하는 짤방

에 관심이있다, 이

안 쓸 것 같은 독특한

3. 기타 사진

런 거에 관심 있

메시지: 상태메시지를

재

남

4. 경주용 자동차 사진

어

입력해주세요)

훈

성

5. 아랍에미리트에 파견갔을

다’를

때 홍수가 나서 찍은 사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보여주기

2. 사진 설명 (홍수 사
진 옆에: 아부다비)

2. 신기한 경험의
공유

16

1. 호랑이 사진

1. 그 날의 기분.

1. 잊기 싫은 말

2. 세월호 노란 리본

2. 내가 지향하는

2. 나만 알아볼 수 있

소

여

3. 유학 가는 친구랑 찍은 사

바.

는 자기 암시

영

성

진

1. 이과수 폭포 앞에서 찍은

1. 놀러갔을 때 찍

1. 사진 설명 (여행 간

사진

은 사진

도시들 마다: 색의 도

2. 페루에서 찍은 예쁜 색깔

2. 잘 나온 사진.

시, 형형색색의 도시,

의 벽

3. 괴기하고 재밌

음악의 도시)

3. 여행지에서 찍은 나의 다

는 사진.

2. 전남친한테 보내는

리

4. 변화한 나를 잘

메시지

4. 남자친구가 준 꽃과 선물

드러내는 것.

3.

4. 풍경
5. 의미 있는 일러스트레이트

17

수

여

빈

성

좋아하는

소설의

구절, 작가의 말의 일

5. 셀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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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my life.”The practice of Kakaotalk
profile picture as a means to express and
display the self
Yeonjoo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elf-expression in Korean digitized
public media by analyzing Kakaotalk, the most popular domestic MIM
(Mobile Instant Messenger). Kakaotalk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lso an important cultural site. While
initially devised to reduce communication costs, Kakaotalk is now
positioned as its own distinct mediasphere with its own agreed grammar
of visual language, articulated mainly via the profile picture. The
structure of Kakaotalk functions as an apparatus to pressure users to
display themselves to spectators, creating a public space in which
profile pictures function as public language.
With this in mind, nine men and eight women in their twenties were
interviewed

in-depth

via

photo-elicitation.

The

participants

are

“networked selves” who are familiar with self-expression in the
public gaze, connected by the network in which they interact. Three
research questions in total were designed for the inquiry.
First, what is the grammar that can be read from the practice of
the profile picture, and how can the agents be classified into typ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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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actice?

communicated

Results

show

that

through

the

profile

five

sorts

picture:

of

meaning

emotional

are

change,

identification, expression of preference, announcement of experience
and recent status, and social and personal messages. Each individual
could

be

subdivided

into

four

types

of

profile

picture

practice:

window-shopper, slacker, displayer, and open-door.
Secondly, how does the media sphere structured by smartphones and
Kakaotalk present itself to the user and how does the sphere affect
self-expression? The function “My Profile” consistently coerces users
to plan and display the self, while “Friend List” automatically
promotes others’ profiles, thereby creating spectatorship. Due to this
technical structure, the possibility of contact compels individuals to be
connected at all times, ready for contact. Moreover, smartphone devices
running Kakaotalk frequently facilitate easier shooting, editing, and
distribution of photo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akaotalk is active as
a dominant media apparatus.
Lastly, what does the practice of the Kakaotalk profile picture imply
socially and culturally? The profile picture is understood as one’s PR
department, which is accompanied by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orts
for

preparation.

Since

evaluations

are

readily

done

by

instant

conversations, individuals produce self-images in a calculated manner.
In addition, profiles are considered as spectacles to fill niche time,
mostly comparing and evaluating others' lifestyles. Most fundamentally,
Kakaotalk

encourages

public

self-expression

as

well

as

private

conversations; it creates a sphere of exhibition and surveillance in
which public and private spheres are intermingled.
To cap it all, how the media environment regulates the media
practice

is

central

to

explicating

the

structuralized

Kakaotalk

experience. Through profile pictures, the experiences, thoughts, and
lifestyle that constitute the differentiated self are communicat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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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message is the result of the reflexive project of the self,
which can be linked to the performative self constructed by the act
and practice of profile pictures. Even though the Kakaotalk apparatus
burdens

users

by

coercing

the

display

of

oneself

to

public

spectatorship, individuals are negotiating the control system in their
own way. All in all, the constitution of self-identity is undergoing
change; we can assume a real-time self that does not premise a
pre-existing identity, which is constructed by a series of performances
consisting the practice of the profile picture.

Keywords: gaze, profile, practice, self-identity, mobile.
Student Number: 201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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