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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클(Turkle, 2011)이 제시한 ‘과도한 타인지향성’ 

개념에 주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내적 가치 기준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성향 변인인 ‘타인지향성’ 

(other-directedness)을 페이스북 이용행태에 적용, 페이스북 상에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 

의 두 하위 개념으로 세분하였다. 이때 미디어 이용방식이 개인의 

사회심리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행태를 유발하는지, 그렇다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감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인 감정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 각각에 대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 316명(남자 151명, 여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페이스북 상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행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페이스북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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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의식한 페이스북 상의 자기표현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지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비교는 사회적 지지감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감정적 

지지와 실무적 지지의 경우,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드러냈으며 통계적으로 각각 다른 요인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감을 두 요인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귀결지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타인지향적 이용이 페이스북상의 

콘텐츠 업로드 빈도와 같이 구체적인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탐색하였는데, 타인을 의식한 표현은 그룹/이벤트 

기능 이용, 사진 업로드, 친구의 네트워크 및 활동 관찰, 정치적 

콘텐츠 공유 등의 실제적 이용행태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을 유발하지만, 타인을 의식한 글쓰기가 지속될 경우 

이는 의도했던 바와는 반대로 사회적 지지감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고립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교, 사회적 지지감, 인상관리, 

자기표현, 타인지향성, 페이스북 

 

학 번 : 2012-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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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면대면 소통 대비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대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제한된 단서 노출 및 비동시적 정보 

교류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상을 선택적으로 관리하거나(Walther, 

2007), SNS 의 비익명적(nonymous; 대면 및 익명적 소통의 중간지점) 특성에 

주목하여 짧은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쉽게 부각시키지 못하는 호감형 

이미지를 강조, 과장하여 표현하는 모습(Zhao, Grasmuck, & Martin, 2008) 

등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이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나 이질적 매체간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로 인한 

제약 등을 고려하면 비판적인 검토 없이 온라인 소통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에만 주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술을 통해 

확대된 연결성이 자아관 및 관계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터클(Turkle, 2011)의 의견에 주목하였다. 터클(Turkle, 2011)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단순히 소통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인들의 성향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디지털 미디어가 타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극대화시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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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타인지향성’(hyper-other-directness)
1
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언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향적 개념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했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SNS 의 대표적 사례로 

2000 년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이용이 확산된 페이스북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으로 규정되어 왔던 과도한 타인지향성 

개념을 페이스북 이용행태에 적용하여 SNS 상에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탐색한다. 나아가 이러한 특정 이용행태를 유발시키는 

성향적 개인차 및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개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이때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예측하는 선행 

요인으로서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fear of isolation)을, 관계에 미치는 

효과로는 사회적 지지감(social support)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SNS 가 이용자 및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SNS 효과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미디어 이용이 견인하는 유의한 효과로서 타인지향성의 확장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Riesman, 1950; Turkle, 2011), 이러한 변화가 서술적 

묘사를 넘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경험적 접근을 

기반으로 관련 주장을 검토하고자 했다. 특히 과거 문헌들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특정 성향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러한 성향적 변화를 부정적인 

                                           

1 한글 번역서 상 ‘초타인지향성’으로 번역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더 확장, 강화된 타인지향적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의 의미를 반영하여 ‘과도한 타인지향성’으로 명명한다. 또한, 터클

(Turkle, 2011)이 제시한 ‘과도한 타인지향성’보다는 리스먼(Riesman, 1950)과 터클(Turkle, 2011)

이 미디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한 개념이자 일반화된 용어인 ‘타인지향성’을 위주로 

연구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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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당 성향이 실질적인 미디어 이용방식에 

반영될 수 있으며, 개인차에 따라서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타인지향성을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 양식으로 

해석,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새롭게 개념화하고 이러한 행태가 

관계에 미치는 보다 실제적인 효과로 사회적 지지감의 저하를 유도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타인지향성 개념을 미디어 이용행태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만, 성향 변화 자체가 아닌 특정 방식의 미디어 이용이 관계의 

와해라는 효과를 불러오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미디어 

이용 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과거 다수의 SNS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용자의 특정 성향이 이용 

동기 및 방식(예, Ross et al., 2009; Ryan & Zenox, 2011), 혹은 SNS 이용이 

이용자들의 관계 또는 심리적 변화(예,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Kross et al., 2013)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a) 개인차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 (b) 미디어 이용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 등을 구분해서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이용자의 특정 성향이 이용방식, 

나아가 특정 이용방식이 관계에 미치는 효과의 두 측면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 효과의 전체적 작동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강도라는 변인을 도입하여,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이용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역인과적 관계(reverse-causality)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즉 설문을 기반으로 SNS 이용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변인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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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장기간 이루진 효과로서 사회적 지지감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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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타인지향성과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바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지향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첫 

번째 절에서는 터클(Turkle, 2011), 그리고 본래 리스먼(Reisman, 1950)이 

주장했던 타인지향성 확산 현상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이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념화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조작적 정의에 의해 설계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과도한 타인지향성(hyper-other-

directedness)  개념 

 

과도한 타인지향성은 터클(Turkle, 2011)이 기술로 매개된 소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폐해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그녀는 인터뷰 및 관찰 

조사를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항시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박적으로 타인에게 노출하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지나친 

타인지향적 성향이 계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타인지향성이라는 개념은 리스먼(Reisman, 1950)이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기술적, 물질적 풍요의 심리가 점차 동료 집단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형성하는 인간형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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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그는 다양한 사회단체, 학회 활동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발된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또래집단에 대한 높은 

순응성으로 설명되는 타인지향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스먼(Reisman, 1950)은 미디어의 이용 또한 타인지향적 인간형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적 가치기준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속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수단적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타인들을 ‘관찰’하는데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터클(Turkle, 2011)과 리스먼(Riesman, 1950) 모두 미디어 이용이 

타인지향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집착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리스먼(Riesman, 1950)이 소비문화와 생활지침을 배우는 일방향적인 교육 

매체로서 매스 미디어를 다루었다면, 터클(Turkle, 2011)의 경우 타인의 

행동을 배우는 거울이자 직접적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 

매개체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달리 말해, 

터클(Turkle, 2011)은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가 쌍방향적 소통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관찰적’ 행위(Riesman, 

1950)와 더불어 온라인상 자신의 ‘표현을 관리’하는 행동에까지 타인지향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타인지향성은 미디어 이용여부나 이용량을 넘어서 개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행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구체적 미디어 이용의 한 방식으로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터클(Turkle, 2011)의 논의와 부합하게 쌍방향적 

소통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인지향적 이용을 

‘관찰적’ 및 ‘표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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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자신과 프로필을 공유하는 다양한 친구 네트워크로 구성된 

페이스북이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행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페이스북 상에서 수행되는 관찰적, 표현적 타인지향적 행태를 탐색하고자 

했다.  

 

2. 타인지향성과 미디어 이용 

 

터클(Turkle, 2011)과 리스먼(Riesman, 1950) 모두 미디어 이용으로 

강화되는 부정적 성향으로서 타인지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인터뷰 또는 

관찰을 통한 기술적(descriptive) 묘사를 넘어서 미디어 이용과 

타인지향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과거 리스먼(Riesman, 

1950)의 문헌을 기반으로 타인지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사례 

중에서 진칸과 셔모하마드(Zinkhan & Shermohamad, 1986)는 미디어 콘텐츠 

상에 투영된 타인지향성의 확산을 밝히고자 했는데, 1950 년대부터 30 년간 

발행된 잡지의 내용분석을 통해 타인지향적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상품을 홍보함에 있어 광고가 상품에 대한 

타인의 선호도(endorsement) 또는 상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interpersonal satisfaction) 등의 내용을 포함할 때 타인지향적 광고로 

평가하여, 개인적 성향 보다는 미디어 콘텐츠에 반영된 특징으로 

타인지향성을 한정하였다. 

한편 개인적 성향으로서 타인지향성을 고려한 다른 연구에서 카사지안(W. 

M. Kassarjian, 1962)은 타인지향적 개인들이 선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 

활동(단체 스포츠, 사교 클럽), 직업 환경(사교적 환경, 선호분야 보다는 보수 

중시), 교육관 등이 모두 포함된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타인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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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내부지향적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두 집단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전공,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보았는데, 연구 결과 리스먼(Riesman, 1950)의 주장과 

부합하게 타인지향적 사람들은 교육, 사회 과학, 경영 등의 분야를 

전공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취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대도시 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사지안(H. H. Kassarjian, 1965) 역시 동일 척도를 

활용해 타인지향적 사람들과 내부지향적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들간 

대중매체 구독 및 청취 행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피고자 했다. 연구 결과, 

타인지향성은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 미디어 노출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일부 콘텐츠 선호도 차이(내부지향적 개인은 

클래식 음악, 타임즈 잡지, 사설 선호; 타인지향적 개인은 스포츠 섹션, 

락앤롤 대중 음악, 드라마 선호)를 보이는데 그쳤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도입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척도가 직업,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를 측정함에 있어(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 개인 스포츠 보다 단체 스포츠에 대한 선호;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선호), 엄밀히 말해 

타인지향성보다는 외향성(extraversion)이나 친화욕구(affiliative tendency)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때, 타인지향성의 측정과 

관련, 유사 성향적 변수로 자기감시(self-monitoring) 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자기감시 성향은 자신의 내적 기준보다는 공개된 상황에서 

타인들의 표현에 주시하며 외부 단서들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적합하게 

통제하려는 성향(Leary, 1996)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타인지향성과 

유사성을 띤다. 예컨대, 브릭스와 그의 동료들(Briggs, Cheek, & Buss, 

1980)은 스나이더(Snyder, 1974)가 개발한 자기감시 성향 척도를 다시 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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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인 연기(acting), 외향성(extraversion), 타인지향성(other-

directedness)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 중 타인지향성은 “남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회적 상황에 순응하며,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경향” (emphasize 

pleasing others, conforming to the social situation, and masking one's true 

feelings)으로 정의되었다(p. 681). 이에 대해 갠지스태드와 

스나이더(Gangestad & Snyder, 1985) 역시 자기감시 척도가 세 가지 요소로 

나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지향성 요인을 타인지향적 

자기표현(other-directed self-presentation)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타인지향성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단서로 삼아 추후 

행동을 결정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기에, 개인이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얼마나 타인을 의식하는지를 

반영한다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감시 척도에 포함된 

타인지향성 또는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요인이 타인지향적 ‘표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자기감시 척도를 구성하는 다른 두 요인인 연기와 외향성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능하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사회적 상황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강한 

통제능력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들의 표현을 기반으로 사회적 맥락을 ‘읽는’ 

인식 능력과 실제로 이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수행 능력에서 모두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된다(Leary, 1996). 하지만 타인지향적 개인들의 

경우, 집단에 소속되고자 유행이나 다수의 취향을 쫓음으로써 자기관리를 

추구하는 ‘동기’가 강하지만, 이가 반드시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 변화하는지의 ‘능력’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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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먼(Riesman, 1950)과 터클(Turkle, 2011) 모두 자기관리 능력 보다는 

강박적 자기관리 경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에 주목하여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타인지향적인 개인들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갠지스태드와 스나이더(Gangestad & Snyder, 1985)는 자기감시 척도가 세 

가지 다른 성향적 요인으로 구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요소들이 자기감시 

성향이라는 단독 성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하위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하위요소들의 구분은 

타인지향성과 자기감시 성향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가늠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행태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감시 성향에 내재한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항목을 발췌하여 페이스북 상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타인지향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으로 

재명명하여 도입하였다. 

한편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을 구성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 취향, 행동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행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관찰하는 정도를 

직접 묻을 수도 있으나, 이는 페이스북 이용량을 질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타인지향적이지 않은 관찰 행태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타인지향적 인간형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기준 혹은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자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Riesman, 1950)에 착안하여, 페이스북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비교 행태(social comparison)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의 

‘관찰적’ 측면을 조작화하였다. 실제로 페이스북 이용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한 연구(Kross et al., 201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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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한 친구들과의 사회적 비교가 페이스북 이용의 부정적 효과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교’ 행태와 함께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행태를 측정하고, 이러한 

행태들이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추측한 부정적 효과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3.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 예측하는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에 

앞서, 터클(Turkle, 2011)이 제기한 과도한 타인지향성을 페이스북 이용행태로 

재해석,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지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즉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화된 표현 또는 관찰 행태로 발현되는지 정립하여야 한다. 먼저 

표현적 측면의 타인지향적 이용과 관련, 자오와 그의 동료들(Zhao et al., 

2008)은 SNS 가 온전히 익명적이거나 대면적인 소통의 중간지점인 

비익명적(nonymous) 소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지는 않더라도 짧은 면대면 만남에서 부각시키기 어려운 자신의 호감 

가는(socially desirable) 면모를 과장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SNS 의 특성상(Zhao el al., 2008), SNS 가 현대인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단체 

사진을 통해 (a) 높은 인기(being popular among friends)를 드러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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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의 관심과 취미를 서술하여 자신의 (b) 다재다능성(well roundedness) 

및 인용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c) 사려깊음(thoughtfulness)과 같은 

사회적으로 호감가는 자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Zhao el 

al., 2008). 또한 페이스북은 프로필, 사진, 담벼락, 문화활동 공유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인종, 문화, 사회적 이미지를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Grasmuck, Martin & Zhao, 2009). 이렇듯 

SNS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상관리 행태는 남이 바라보는 나를 의식하여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타인지향적 표현과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자신을 이상적으로 꾸밀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개방적이면서도 진솔한 표현을 유도한다는 의견은 페이스북상 표현 행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장현미(2013)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드러내는 자아를 유형화한 고프먼(Goffman)의 관점에 

주목하여 SNS 상에서 일어나는 자기표현 행태를 분류하였다. 

고프먼(Goffman)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아를 표현할 때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기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인상관리적 자아도 드러내지만,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아추구적 자아의 모습도 드러낸다고 한 바 

있다(장현미, 2013). 이러한 다른 두 가지의 자아 유형을 장현미(2013)는 

SNS 상의 자기표현 행태에 적용, 인상관리적 글쓰기와 자아추구적 글쓰기를 

구분하였다. 인상관리적 글쓰기의 경우 다시 두 가지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의례적 글쓰기와 자기관리적 글쓰기로 나뉘는데, 상호작용의례적 글쓰기는 

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인 언급이나 칭찬을 하는 격려성 인사를 일컫고, 

자기관리적 글쓰기의 경우 자기과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취하기, 자기보호 

등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는 행태를 뜻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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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추구적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양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SNS 글쓰기 행태의 분류는 개인적 자아관을 투영한 

SNS 이용행태를 도출하고자 했다는데 본 연구와 유사점을 지니면서도,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표현적 행태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행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태임을 시사한다. 

인상관리적 글쓰기를 구성하는 상호작용 의례적 글쓰기와 자기관리적 

글쓰기는 모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데 

타인지향적 표현과 유사할 수 있다. 다만 자기관리적 글쓰기의 경우 자신의 

뛰어난 점은 취하고, 불리한 정보는 피하는 것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담고 있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 의례적 글쓰기의 경우 축하, 안부, 의례적 인사를 건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표시하는 행태로 타인을 의식한 표현과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엄밀히 말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해서 

도출된 의례적 표현과 주체적으로 발현되는 의례적 표현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타인지향적 표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현미(2013)의 연구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타인지향적인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투영하는데 있어 남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고려되는지를 

강조한다는 데에서 차이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장현미(2013)는 자아추구형, 상호작용 의례적 및 자기관리적 

글쓰기가 모두 남의 글을 읽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을 더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경험의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NS 에서 각 유형의 글쓰기를 많이 할수록 친구가 댓글을 달아주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타인의 지지적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해서도 공감경험이 향상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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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어떻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지 보여주지만, 

애초부터 주체성 없이 타인을 의식해서 행해진 글쓰기가 어떠한 효과를 

불러오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긍정적인 자기표현과 솔직한 자기표현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사례(Kim & Lee, 

2011)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긍정적이든, 솔직하든 

궁극적으로는 남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행하는 표현 양식을 포괄적으로 살폈다. 물론 SNS 상에서 남을 

칭찬하는 특정 행태가 주체적인 행동에서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도출된 것인지 분류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예컨대, 리스먼(Riesman, 1950)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어하며 

그에 상응하게 행동할 수 있어도 타인지향적인 사람의 경우 주위 사람들을 

주된 생활지침이자 관심 영역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타인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인지향적으로 보여지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표현이라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과 남을 기준으로 

형성된 표현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듯 같은 글쓰기 행태에 

다른 동기가 내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글쓰기를 넘어 이른바 주체성 없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한 

글쓰기를 분류, 탐색하는 작업은 논의되지 않았던 독특한 SNS 이용행태를 

규명하는 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리스먼(Riesman, 1980)의 묘사에 따르면 타인지향적 인간들이 보유한 

특징적인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지향점이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이든 친구나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든 

동시대의 타인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남들에게 친근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들의 반응이나 현황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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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즉 타인지향적 인간형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행태는 자신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행태 이면에 

다른 사람의 글쓰기나 활동을 감시하고, 지나치게 의존하여 적당히 보조를 

맞추며, 자신의 속내를 감추더라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행태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이렇듯 타인지향적 표현이라는 특정 인상관리 

방식을 개념화, 측정하는 작업은 같은 행태로 발현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차에 의해 도출되는 행태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전반적인 

SNS 이용 동기 또는 동기와 관련된 행태를 분류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 비교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초창기 SNS 이용동기를 유형화한 조인슨(Joinson, 2008)의 연구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 정체성 공유, 사진, 콘텐츠 충족, 사회적 검색, 인적 네트워크 

탐색, 상태 업데이트 등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동기와 사진이나 

콘텐츠를 올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이용행태를 혼합하여 분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충족되는 동기를 구분한 다른 연구에서도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는 동기와 함께, 

사진을 보거나 업로드하는 것과 같이 동기보다는 이용행태에 가까운 요인을 

포함시켰다(Raacke and Bonds-Raacke, 2008).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파파차리시와 멘델손(Papacharissi & Mendelson, 2011)은 9 개의 페이스북 

이용 동기(개인 정보 공유, 습관적 시간 때우기, 휴식용 오락, 트렌드 쫓기, 

동료애 의식, 직업적 개선, 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도출 하였는데, 사람들과 소통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이용 

이외에도 페이스북이 엔터테인먼트, 회피, 직업적 개선과 같은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스막과 그의 동료들(S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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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은 위의 9 개 페이스북 이용 동기들이 6 개의 페이스북 기능(상태 

업데이트, 코멘트 달기, 친구의 담벼락에 글쓰기, 사적 메시지 공유, 채팅, 

페이스북 그룹 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페이스북을 왜 이용하는지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분류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동기는 

다른 동기들과 차별되게 대부분의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관련성을 드러냈는데, 

상태업데이트만 제외하고 페이스북 그룹 이용에는 부적 영향을, 나머지 

4 개의 기능 이용과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매체로서 페이스북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경우 사회적 소통을 위해 

사람들이 페이스북상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나, 사람마다 

소통과 관련한 목적의식이 다를 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피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독특한 사회적 소통 및 자기표현 

방식으로서 타인지향적 표현 행위의 탐색은 가치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주목한 표현적 측면의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에서 나아가 관찰적 

행태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터클(Turkle, 2011)과 리스먼(Riesman, 

1950)이 제기한 타인지향성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어 미디어상 표현과 더불어 

관찰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페이스북이 직접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데 이용되면서도 사실상 더 많은 부분 친구들의 정보를 관찰하는데 

쓰인다는 점(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을 고려할 때도 관찰 

행태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장과 그의 동료들(Zhang, Tang, & Leung, 

2011)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충족되는 요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6 개의 

요인(사교적 감시, 오락, 인정, 감정적 지지, 네트워크 확장, 네트워크 유지)을 

도출하였는데, 사람들과의 직접 소통이나 자기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친구들의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사교적 

감시(social-surveillance)라는 요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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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상 일반적인 인상관리 행태가 타인지향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듯이, 사교적 감시와 같이 일반적인 미디어 시청 행위와 구별되는 

사회적 동기를 보유한 관찰 행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페이스북 상에서 나의 사회적 위치를 남과 비교하는 

구분되는 관찰 행위를 타인지향적 관찰 행태로 재해석하여 살펴보는 것 역시 

또 다른 매체 시청방식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하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는 타인을 지침으로 삼아 행해지는 

미디어 이용 양식으로 대외적으로 호감 가는 이미지를 수립할 기준을 세우기 

위해 (a) 페이스북상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예상되는 반응을 

면밀히 참고하여 자신의 표현 행위에 반영하고(인상관리적 자기표현), (b)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과 비교 관찰하여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행태(사회적 비교)를 의미한다. 예컨대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 겉보기에 타인지향적 

표현이나 관찰과 유사한 행위를 채택하더라도 이는 타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거나, 또는 사회적 소통의 목적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개인적 성향과 온라인 소통행태 

 

터클(Turkle, 2011)은 그녀의 저서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타인지향적 면모를 묘사했다. 예컨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의식하여 매력적인 프로필을 꾸미기 위해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미디어 이용 자체가 

타인지향성이라는 특정 성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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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충족(Uses & Gratification) 모델에서 제기하듯이,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환경이나 심리적, 성향적 차이 등에 따라 미디어의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는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4).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타인지향성 

또는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미디어 이용에 따른 결과로 단정짓기 보다는, 

새로 개념화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성향 변수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도입하였다. 이는 미디어 

이용을 통해 촉발되는 불안감을 설명하기 위해 리스먼(Riesman, 1950)과 

터클(Turkle, 2011)이 직접 언급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소통이 어떠한 다양한 성향들과 연계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확인한 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SNS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 변인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성향이 페이스북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 

 

먼저 개인의 성향과 인터넷 이용의 관계를 살핀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줄어든다는 해석이 도출되곤 했다. 예컨대 

5 요인 성격특성-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중에서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한다는 결과가 있었다(Landers & 

Lounsbury,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경우, 다른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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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인해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인터넷 대비 면대면 방식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Goby, 2006). 

하지만 이처럼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할 경우 소통 이외에 업무, 

정보 추구, 오락 등 다른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가려내기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 이용행태를 세분화한 연구들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소통이 편하거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거나 검색, 음악 다운로드 등 수단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Amiel & Sargent, 2004).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3 가지인 사회적 기능(채팅, 토론 그룹 참여, 주소 찾기), 정보적 

기능(업무 및 과제 관련 정보 검색), 여가 기능(성인 사이트 방문, 인터넷 

서핑)으로 나누고, 이가 외향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sm)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Hamburger & Ben-Artzi., 2000). 연구 결과, 

여가 기능만 외향성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며, 정보적 기능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나, 사회적 기능은 어떤 

성향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유사하게 인터넷 이용행태를 

소통(communication; 이메일 보내기, 채팅), 여가(leisure; 음악듣기, 롤-플레잉, 

쇼핑), 학문(academic; 연구, 온라인 교육)의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가 

5 요인 성격특성과 가지는 관련성을 본 연구(Landers & Lounsbury, 

2006)에서도 성실성만 인터넷의 여가적 기능과 부적 관계, 학문적 이용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소통과 관련한 인터넷 

이용은 어떠한 성격특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이 관계 관리를 위해 굳이 온라인 소통을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여전히 위의 연구들은 채팅,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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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등과 같이 매우 다른 성격(예, 익명적 소통 vs 면대면 관계 기반 

소통)의 활동을 통합하여 온라인 소통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소통 기능의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 

토순과 라유넨(Tosun & Lajunen, 2010)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회적 

동기에만 주목하여, 4 가지의 동기(새로운 관계 구축, 온라인상으로만 아는 

친구 보유, 장거리 친구 및 친척 관계 관리, 일상적 면대면 관계 관리)가 

정신증적 경향성(psychoticism),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과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신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하는 친구를 보유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면대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 이는 인터넷상 존재하는 다양한 소통 기능이나 매체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며, 특히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 오프라인 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온라인 소통이 검토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 IM)은 대화적, 실시간, 

개인적 속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친구들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친구관계의 질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alkenburg & Peter, 2007).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IM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자존감(self-esteem)이 낮은 학생들일 

경우 IM 을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거나(Ehrenberg et al., 

2008),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socially anxious)하고 외로움을 타는 

학생들일 경우 IM 을 이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모르는 타인과 

메시지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Gross, Juvonen, & Gable, 2002) 결과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면대면 관계의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IM 이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로 다가감을 알 수 있다. 한편 

SNS 의 경우, IM 과 유사하게 새로운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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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데 주로 이용되지만(Kujath, 2011; Lampe, Ellison, & Steinfield, 2006), 

상대적으로 사적, 비공식적 소통매체로 여겨지는 IM 과 달리 다수의 메시지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Ku, Chu, & Tseng, 

2013)는 점에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IM 이 다른 성향을 보유한 

개인들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 성향에 따라 

SNS 를 통한 소통방식도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성향에 따른 온라인 소통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개인적 성향에 따른 SNS 이용행태의 차이 

 

최근 SNS 관련 연구들에서도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개인차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었다.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성향 변인을 도입한 SNS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인들은 인터넷 

연구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5 요인 성격특성과 자존감(self-esteem), 

자기애(narcissism)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비사용자 대비 더 높은 외향성을 보이나 성실성은 낮다거나(Ryan & Xenos, 

2011), 외향성이 높고(Jenkins-Guarnieri, Wright, & Hudiburgh, 2012; Wilson, 

Fornasier, & White, 2010), 성실성이 낮을수록(Wilson et al., 2010) 페이스북 

이용량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수를 보유하고(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페이스북 그룹 

활동을 선호하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담벼락 기능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Ross et al., 2009). 해당 연구들에서는 호감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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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변인들이 페이스북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숙제나 일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Wilson et al., 2010)는 점 등을 

추측하게 한다. 다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 요인 성격특성 중에서도 유독 

외향성이 적극적인 SNS 이용과 가지는 연관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소통의 목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매체가 특성상 사교적인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다른 성향인 자존감을 다룬 연구에서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07) 은 낮은 자존감을 보유하더라도 높은 페이스북 이용강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관계망을 넓힐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사교적으로 

불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역시 SNS 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 해당 결과는 이용강도를 넘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지 보여주지는 못하며, 이와 

관련해 자존감이 페이스북 이용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Jenkins-Guarnieri et al., 2012) 주시할 만 하다. 즉, 자존감이라는 

성향만 참조하더라도, 성향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행태와, 이가 

발생시키는 다른 효과를 순차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량을 

넘어 구체적으로 다른 성향을 보유한 이용자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지를 밝혀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존감을 다룬 

다른 페이스북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페이스북을 인식하여, 긍정성이 

떨어지거나 부정성이 높은 내용으로 자신의 페이지를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Forest & Wood, 2012)를 통해 성향이 구체적인 페이스북상 표현방식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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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상 자기표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성향들을 다룬 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대인적 

친밀성을 구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인기가 많거나 성공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경향을 띄기에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상 자기홍보성 사진이나 텍스트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Buffardi & Campbell, 2008; Mehdizadeh, 2010). 또한,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자들은 친구수, 친구들이 상태 업데이트에 대해 

클릭한 좋아요(like)의 수 및 월포스트의 숫자도 높았으며, 텍스트 분석 결과 

상태 업데이트(status update)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다양성, 약칭(shorthand)의 

사용 수준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Hall & Pennington, 2013).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도 성향차에 따라 다양한 페이스북 이용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 

 

앞서 언급되었듯이 타인지향성은 미디어의 이용에 의해 조장되는 효과로 

논의되어왔다(Riesman, 1950; Turkle, 2011). 하지만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 

미디어 이용동기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Katz et al., 1974), 외향성, 

자존감, 자기애 등 사회성과 관련된 다양한 성향들은 SNS 이용행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타인지향성을 미디어 

이용효과로 살펴보기 보다는, 타인지향적 성향을 반영한 이용행태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성향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리스먼(Riesman, 1950)과 터클(Turkle, 2011)이 경제적, 매체적 환경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확산되는 경향으로 타인지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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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면, 다른 시각에서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행태가 개인의 내재적인 

속성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려고 시도한 점은 타인지향성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조장할 수 있는 

성향적 변인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했다. 이는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은 밤에조차 소통의 대용품으로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고립에 대한 공포로 비롯되며(Riesman, 1950),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능한 

매개된 소통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더 민감하게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Turkle, 2011) 기존 문헌의 묘사에 근거한다. 다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연구들에서 구체적인 측정변수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회적 불안감과 관련한 심리적 변수 중 하나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척도에서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Shoemaker, Breen, & Stamper, 2000). 슈메이커와 그의 

동료들은(Shoemaker et al., 2000),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 

Noelle-Neumann, 1974)이 열세적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침묵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로 조작화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활용된 척도는 왓슨과 

프렌드(Watson & Friend, 1969)이 구성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느끼는 괴로움, 평가 받는 상황에 대한 회피,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예상” (apprehension about others’ evaluations, distress over their 

negative evaluations, avoidance of evaluative situations, and the expectation 

that others would evaluate oneself negatively) 및 “사회적 승인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 (Watson & Friend, 1969, 



- 25 - 

 

p. 446)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성향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 승인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타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주목하고 반응하는 미디어 이용행태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로 조작화하고, <연구가설 1>을 통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가설 1>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a>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한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b>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제 3 절 온라인 소통과 대인 관계 

 

특정 성향에 따라 다른 미디어 이용행태가 도출될 수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의 특정 이용행태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만큼, 

우선 온라인 소통행태의 효과가 대인적인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인 관계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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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는 지인의 수, 관계의 친밀성, 관계로부터 얻는 이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느끼는 소속감이나 책임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인터넷 이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SNS 

이용이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다룬 

문헌들을 바탕으로 SNS 이용 효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이용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의 확산으로 면대면 접촉 이외에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소통 환경이 사람들 간의 건강한 연결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고립된 개인들을 양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인터넷이 정보를 얻고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매체로 주목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개인들이 인터넷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참여도 및 안녕감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한 예로 크라우트와 그의 동료들(Kraut et 

al., 1998)은 1995~1996 년 사이 연구 대상 가구들에게 컴퓨터 및 무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1~2 년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였는데, 이들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까운 사회적 

그룹이나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든 반면 높은 우울증, 외로움 및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한다는 부정적 미디어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투자했던 시간을 대체함으로써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관리 및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연구결과들도 있었다(Nie, 2001; Sanders et al., 2000).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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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동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인터넷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류와 같은 목적이 아닌 채팅이나 게임 등 사회적 

오락(social recreation)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관여도, 대인 신뢰도 및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을 

보여주었다(Shah, Kwak, & Holbert,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 이용이 

소통 시간을 대체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와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에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 및 새로운 온라인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크라우트와 그 동료들(Kraut et al., 

2002)은 인터넷 사용이 보다 보편화된 4 년 후에 전술한 연구 참여자 일부를 

추적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과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던 우울증 경향은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외로움 수준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초기 연구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력이 저하되었다. 

나아가, 이들이 연구 대상자를 다시 모집하고 몇몇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되풀이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량이 가져줄 수 있는 긍정적 

사회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량은 지역 

및 장거리 인적 관계망의 크기, 친구 및 가족과의 면대면 소통량, 지역 활동 

관여도와 대인 신뢰도와 같은 변수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이용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인터넷 이용 

효과도 다르게 나왔다는 점인데,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 인터넷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여도가 높아졌다면,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터넷 이용량 증가는 사회적 관여도의 감소로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소통을 위해 사용할 경향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교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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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지역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다는 부익부(rich get richer)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 이용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향과 같은 개인차에 따라 매체 

이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도 왕과 웰먼(Wang & Wellman, 2010)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맞서 2002 년과 2007 년에 각각 

수집된 설문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은 온라인 친구관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동시에 비이용자 대비 

오프라인 친구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띠었다. 단, 개인들의 

관계망은 인터넷 이용 여부나 강도와 관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인 인터넷 

확산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개념이 변화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즉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의 대두 및 SNS 의 확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인터넷을 오프라인과 대조되는 영역으로 구별할 수 없는 오늘날의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에서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개념도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긍정적 매체 효과를 예측하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며,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하여 관계망의 

변화 양상을 예측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흥미로운 점은 왕과 웰먼(Wang & 

Wellman, 2010)이 인터넷 이용량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관계망 확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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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 대두되기 이전에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분류하려는 시도로 자오(Zhao, 2006)는 웹검색 기능만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서 이메일이나 채팅과 같은 소통적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경이용자와 중이용자를 나누었을 때, 웹 검색이나 채팅과는 달리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이메일의 경우 중이용자들이 

지인수가 유의미하게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활용되는 

다른 소통 기능이 관계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화된 영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업무적 교류를 위해 이메일이 자주 사용된다(Kim et al., 2007)는 점과, 

사람들이 이메일보다는 IM, SNS 와 같은 소통 매체를 통해 관계 유지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Ku et al., 2013)은 오늘날 온라인 소통을 논하는데 

다른 매체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인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SNS 의 특징이 개인들이 자신의 관계망을 관리하는 

데 차별화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2. SNS 이용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매체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수의 SNS 관련 연구들은 해당 

플랫폼의 ‘사회적’(Social) 측면에 주목하여, 특정 방식의 SNS 이용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사회적 지지감(social support)과 같은 개인이 

인식하는 관계망의 개선에 기여하는지 검증하였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11; Kim & Lee, 2011; Lee, Noh, & Koo, 2013). 한편 SNS 이용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로만 이어지지는 않음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이 유도하는 부정적 효과로서 외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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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주관적 안녕감의 감소 등 개인의 정서적 감정상태의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Brandtzæ g, 2012; Kross et al., 2013). 본 연구는 이렇듯 다소 

정서적 감정상태에 치중해온 SNS 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관계적 

측면에 적용하고자 하기에, 우선 SNS 이용에 따른 개인의 정서적 

심리상태(e.g., 외로움,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관계적 인식(e.g., 사회 자본, 사회적 지지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SNS 연구들을 살펴본다. 

페이스북의 경우 주로 오프라인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이벤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가까운 학교 

커뮤니티 내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사용된다(Ellison et al., 2011)는 점에서 관계 형성에 있어 차별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라이언과 제노스(Ryan & Xenos, 2011)는 특정 

페이스북 기능을 활발하게 사용할수록 외로움 수준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13 개의 페이스북 기능에 대한 선호도를 활동적 

사회 공헌(active social contribution), 수동적 관여(passive engagement), 

뉴스와 정보(news and information), 실시간 사교적 상호작용(real-time social 

interactio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능들과 외로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상태 업데이트, 담벼락, 코멘트 등 활동적 

사회 공헌 기능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외로움과 연결되였다. 반면 그룹, 게임, 

팬페이지와 같은 수동적 관여 기능을 선호할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외로움과 같은 

사회심리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5 요인 

성격특성과 기능의 선호도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도 외향성의 

경우 활동적 사회 공헌 선호도와는 정적, 수동적 관여 기능 선호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서 소통 기능을 중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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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킬 것으로 여겨지는 페이스북 이용이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 

2008 년부터 3 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 

대비 관계 형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Brandtzæ g, 2012),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의 

수 및 자신과 다른 의견, 생활관, 매체 선호도, 문화적 배경 등을 보유한 

지인의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대면 소통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로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유사한 

맥락에서 페이스북 이용이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다른 연구에서는 3 단계의 시점에 걸친 설문을 통해 관심 변인 간의 

인과를 밝히려고 시도했다(Kross et al., 2013).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이용자들이 현재 느끼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 수준인 정서적(affective)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되는 인지적(cognitive) 안녕감으로 

구분했는데, 제 1~ 2 시점 동안의 페이스북 이용량은 제 2 시점의 정서적 

안녕감과 인지적 안녕감 모두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페이스북 이용과 직접소통(면대면 및 전화)은 정서적 안녕감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쳤는데, 평균 이상의 직접 소통을 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페이스북 이용은 정서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이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말하면서도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려면 

이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페이스북 이용과 직접소통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이 알고 지내면서 대면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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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함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와 

관련, 하퍼캠프와 크래머(Haferkamp & Krämer, 2011)의 실험 연구는 

페이스북상 프로필을 통해 매력적인 사진을 볼 경우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며,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표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프로필 상에 성공적으로 비춰지는 이력을 볼 때, 자신의 현재 

커리어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커리어 간의 괴리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 이용의 부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은 소통을 

위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이라는 매체가 특정 방식으로 이용될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이용행태상의 구체적 차이가 밝혀져야 함을 시사한다.  

 

3. SNS 이용이 관계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위의 연구들에서 페이스북 이용이 외로움,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 심리 

변인에 줄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검토하였다면, 대인 

관계와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변수로 미디어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07)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관계 개선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측정했는데, 자존감이 낮거나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감이 낮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이용강도(Facebook intensity)가 높아짐에 따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량형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커뮤니티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연결성 및 관심의 

정도로 측정되며, 향후 잠재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약한 유대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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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이다. 참고로, 주로 가족 및 가까운 친구로 이루어지며, 중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연구는 페이스북이 관계 형성을 돕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나, 이용강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디어 동기나 이용행태가 해당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11)은 

페이스북 상에서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세가지 전략이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initiating),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maintaining), 또는 이벤트, 수업에서 

만났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information-

seeking)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구분된다. 연구자들은 각각의 

전략들이 사회적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했는데, 

정보추구 전략만이 교량형 및 결속형 사회자본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량형 및 결속형 사회자본은 페이스북 친구수에 의해서도 

증가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두 사회자본은 모두 전체 페이스북 친구수가 

아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실제적인(actual) 친구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수가 

높을 때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페이스북이 쉽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도와주지만 여전히 관계의 질적 측면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다. 단,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이 실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중앙값을 

기준으로 전체 300 명의 페이스북 친구 중 약 75 명)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실제 친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란 친밀한 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적어도 

일정 수준의 오프라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페이스북이 기존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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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기 보다는 면대면으로 만났거나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주로 

사용된다(Kujath, 2011; Lampe et al., 2006)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다. 이와 

동시에 페이스북이 면대면 조건만으로는 관계를 개발하기 어려웠던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강하고 약한 유대관계가 중첩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르쿠스와 타시로(Barkhuus & 

Tashiro, 2010)의 인터뷰 연구를 통해서도 친밀하지는 않지만 알게 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페이스북이 소통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위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SNS 이용 효과를 

살폈다면(Ellison et al., 2007, 2011), 관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지지를 도입한 연구도 존재한다. 앞서 거론된 사회적 

자본의 경우, 약한 유대관계로부터 얻는 소속감과 강한 유대관계로부터 얻는 

실무적 자원을 포함한다면, 사회적 지지 역시 결속형 사회자본과 유사하게 

관계로부터 얻는 직접적 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슈머커와 

브라우넬(Shumaker & Brownell, 1984)은 사회적 지지를 “자원의 제공자 또는 

수령자가 수령자의 안녕감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개인간 자원 교환” (an exchange of resources between two individuals 

perceived by the provider or the recipient to be intended to enhance the 

well-being of the recipient) (p.13) 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다루지는 

않았는데(Shumaker & Brownell, 1984), 예컨대 사회적 지지를 감정적 지지, 

위로 및 이해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다소 친밀한 성격의 

지원을 위주로 측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Zimet et al., 1988), 이와 함께 

실무적인 도움, 그룹 내 소속감, 자존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사례도 있다(Cohen & Hoberman, 1983). 하지만 여전히 공통적으로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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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중요 요소로 내포한다는 점과, 감정적 지지를 기반으로 SNS 상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연구 사례(Lee et al., 2013)를 참고하여 감정적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코헨과 호버만(Cohen & Hoberman, 1983)이 제시하는 

사회적 지지는 감정적 지지(appraisal
2
) 외에도, 개인적 성향에 가까운 

자존감(self-esteem) 및 집단 내 소속감(belonging)과 실무적인 도움(tangible 

support)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소속감과 실무적인 도움은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07)이 페이스북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상정한 교량형 사회자본 및 결속형 사회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슈머커와 브라우넬(Shumaker & Brownell, 1984)의 

정의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인 자원 교환에 기반한다고 

상정하였다. 소속감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경우, 직접적으로 양자간의 

자원이 공유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느끼는 

존재감이나 정체성 수준을 대변한다. 한편 실무적인 도움 또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척도를 확인할 경우, 감정적 지지와 구별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금전, 정보와 같은 실용적인 도움을 포함한다. 온라인 지지 

그룹(online social support group, OSSG)을 통해 면대면 대비 인터넷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논의한 타니스(Tanis, 2008)도 

직접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와 더불어 특히 사람들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정보적(informational) 

                                           

2 해석상 ‘평가’ 척도이나, 개념적으로 “개인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망에 

대한 인식” (the perceived availability of someone to talk to about one’s problems) (Cohen 

& Hoberman, 1983; pp. 116-117) 수준을 대변하며, 학교 생활, 질병이나 가족 관련 문제를 

나누는 등 감정적인 이해와 동조를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감정적 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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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감정적(emotional)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적 지지와 더불어 금전이나 정보와 같은 실용적인 

도움인 실무적 지지(operational support)의 두 가지 하위 요소로 사회적 

지지감을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본 연구가 이용자들이 직접 

수령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닌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감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SNS 연구들이 개인의 관계망에 대해 논의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주목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페이스북 

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사회자본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도 있었다. 스테파논과 그의 동료들(Stefanone, Kwon, & Lackaff, 

2012)은 실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온라인 이미지를 

라벨링하는 간단한 과제를 부탁하도록 하였는데, 개인들이 SNS 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사회자본의 정도는 실제로 과제 요청에 대해 친구들이 보여주는 

응답수준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실질적으로 주위 친구들이 제공하는 지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타인의 직접적인 호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개인의 관계망 개선에 있어 

효력이 없다고 단언해서는 안될 것이다. 타니스(Tanis, 2008)는 오프라인 

그룹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낀 개인들이 온라인 지지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구성원의 일부로 소속감을 느끼며, 온라인상의 

정보를 읽거나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지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개인이 

관계로부터 얻는 효용의 단면을 포착한다고 판단하였다.  

면대면 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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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제공하는 익명성, 사회적 거리감 및 쉬운 접근성과 같은 특성들에 

관심을 보였다(McKenna & Bargh, 2000; Walther & Boyd, 2002). 특히,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익명적인 환경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소통은 개인들로 하여금 오프라인 환경에서 쉽게 노출하기는 

어렵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참된 자아(true self)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Bargh, McKenna, & Fitzsimons, 200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NS 를 통해서도 면대면 상황과 비교해 더 쉽게 자기노출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살피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용자들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하지만, 페이스북 상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인지된 사회적 지지도를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Kim & Lee, 2011). 유사한 

연구에서도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SNS 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나 

문제를 노출할 경향이 높아지며, 이는 SNS 상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증가와, 

이를 매개로 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Lee, 

Noh, & Koo, 2013). 해당 연구들은 앞선 사회적 자본 관련 논의와 유사하게 

특정 페이스북 이용방식이 관계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Kujath, 2011; Lampe et al., 2006), 

참된 자아의 노출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페이스북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기존에 모르던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기 노출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Tosun, 2012), 페이스북 이용이 안녕감 저하, 외로움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Brandtzæ g, 2012; Kros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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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자기노출 이외 페이스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방식의 이용은 오히려 관계에 해를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크로스와 그의 동료들(Kross et al., 2013)이 추정한 바와 같이 안녕감 저하가 

사회적 비교에서 비롯된다면, 본 연구에서는 타인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이용 역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감정적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두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관계의 깊이 측면에서 잃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소로 다뤄진 도구적인 

지원(Cohen & Hoberman, 1983; Tanis, 2008) 및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에 포함된 결속형 사회자본(Ellison et al., 2007)을 함께 

측정하여 사회적 지지감을 조작화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깊이 있는 지원뿐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얻는데도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사회적 지지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터클(Turkle, 2011)과 리스먼(Riesman, 1950) 논의의 

연장선상에서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터클(Turkle, 2011)은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뒷받침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껴 필요한 점만 취함에 

따라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다고 말했다. 리스먼(Riesman, 1950)도 

타인지향적 사람들이 다수와 원만히 지내는 것을 선호하나 겉치레적 속성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개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깊은 관계를 공유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타인지향적 페이스북이 사회적 지지감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 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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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2>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증가할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a>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의식한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b>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가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 하위요소인 감정적 지지와 

실무적 지지(결속형 사회자본)로 정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두 가지 차원의 다른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친밀하지 않은(superficial, non-intimate) 정보교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사 등을 포함한 친밀한 호혜적 

자기노출(reciprocal self-disclosure)이 요구될 수 있다(Altman & Taylor, 1973). 

하지만 개인의 부정적 면모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노출 행위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주력하는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선 논의와 일관되게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감정적 지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특정 정보나 자금 조달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내포하는 실무적 

지지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웰먼과 그의 

동료들(Wellman et al., 2003)은 오늘날 이용자들이 소수 집단에 강하게 

소속되기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속해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네트워크들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특히 유사한 관심사나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쉽고 빠르게 뭉치는 네트워크들은 깊은 유대감 없이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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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정보나 자원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타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의 경우, 더욱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페이스북상 

세밀하게 재단한 이미지가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은 친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약한 유대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지지 가능성은 높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관계에서 얻는 질적인 연대감을 

훼손한다면, 정서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은 모두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지향적 개인들이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 실무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는 실무적 지지감보다는 정서적 지지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정서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에는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정서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제 4 절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과 실질적 이용행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야기하는 개인적 속성 차이나 해당 행태가 

발생시키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행태로 

개념화된 타인지향성이라는 변인이 터클(Turkle, 2011)이 묘사한 것과 유사한 

행동 양식으로 발현될 것인지 살펴보았다. 예컨대 그녀의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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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재단하거나 끊임없이 

친구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집착적인 미디어 이용행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는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필 

관리 또는 메시지 및 사진의 공유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페이스북 상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태들을 별도로 측정하여, 

어떠한 특정 행태들이 타인지향적 이용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페이스북 친구 수 및 페이스북 기능의 활용  

 

구체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구수와 글쓰기, 

사진 업로드 등 페이스북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글쓰기 행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담벼락에 글을 올리거나, 친구의 담벼락에 코멘트를 올리고, 1:1 

메시지, 채팅 등의 기능을 활용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사진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자주 직접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구경하며, 

태그/언태그(tag/untag)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기타 

그룹/이벤트 참여 수준 등을 포함하여 페이스북에서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용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활발하게 이용되는지 

측정하였다(4 장, 2 절, 6. 구체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및 [표 5] 참조). 

 

2. 페이스북상 특정 콘텐츠의 공유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a) 친구수, (b) 대표적인 페이스북 기능을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하는지에서 나아가, (c) 어떠한 특징을 보유한 콘텐츠를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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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 연결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성을 지닌 사진, 

메시지(직접 게재, 친구 메시지에 대한 답변)를 실제로 이용자들이 자주 

게재하는지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1) 단체사진/독사진 

 

사진의 경우 얼마나 자주 업로드 하는지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보유한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호감 

가고, 인기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단체 사진을 게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나타나기도 했다(Zhao et al.,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교적 이미지 관리에 민감한 타인지향적 사람들의 경우, 독사진 

보다는 단체사진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독사진 선호 여부를 추가로 

질의하였다. 

 

2) 직접게재 메시지 

 

사진과 유사하게 메시지 역시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와 어떠한 특징적인 

메시지를 올리는지는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와 원만한 

관계를 관리하려는 타인지향적 개인들에게 있어 특정 정치적 정당이나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이슈와 달리 유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교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태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 부합할 것으로 보았다. 단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지만, 외부 콘텐츠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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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도 게재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이거나 유머적인 내용을 내포한 콘텐츠에 주목하여, 이를 개인이 

얼마나 직접 작성 또는 관련한 외부 콘텐츠를 공유하는지 측정하였다.  

 

3) 친구 메시지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담벼락은 스스로의 메시지를 공개할 뿐 아니라 

친구가 올린 메시지에 대해 직접 응답을 하거나 좋아요(like)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호의적인 이미지 

수립을 위해 친구의 글에 대한 반응을 세심하게 챙기는 행태는 친구의 글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적으로 동의, 감사 등의 답변을 남기는 

행동으로 직접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해, 일반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독사진 게재 수준, 정치/유머 콘텐츠 공유 수준과 함께 친구 글에 

대한 응답 수준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를 통해 실제적인 

이용행태들이 타인지향적 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2>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구체적인 페이스북 이용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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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검토하고, 나아가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이용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탐색한다. 이는 

페이스북이라는 소통 매체의 이용이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원리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두 가지 하위 요소인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행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1>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a>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한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b>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어서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감의 개념을 도입하며, 구체적으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행태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연구가설 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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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2>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증가할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a>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의식한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b>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소할 것이다. 

 

이어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사회적 지지감의 두 가지 하위 

요소인 감정적 지지와 실무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감정적 지지를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사의 공개와 같은 부정적 

자기노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남들을 의식한 이미지 재단에 

주력하는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무적 지지의 경우, 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강하고 약한 유대망 형성에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에도 다른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연구 문제 1>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정서적 지지감과 실무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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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새로 개념화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실제로 특정 페이스북 기능의 이용과 연결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글쓰기, 사진 

올리기 등의 다양한 페이스북 이용행태 중에서 어떤 행위를 자주 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2> 타인지향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구체적인 페이스북 이용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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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방법 

 

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서울에 거주하는 19 세 이상, 

60 세 이하의 페이스북 이용자 316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뢰사에 가입된 패널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읽고 연구 내용을 숙지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온라인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연령별 할당표집을 

기반으로 모집하였으며(만 19~29 세 = 24.7%, 만 30~39 세 = 24.7%, 만 

40~49 세 = 25.3%, 만 50~59 세 = 25.3%), 설문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9.28 세(SD = 11.30), 남성은 151 명, 여성은 165 명이었다. 학력은 207 명이 

대학 졸업(65.5%), 40 명이 고졸(12.7%), 38 명이 대학 재학(12.0%), 22 대학원 

졸업(7%), 5 명이 대학원 재학(1.6%), 및 4 명이 고졸 미만(1.3%)이라고 

답하였다. 연간 소득수준은 (1) 1,000 만원 미만부터 (6) 10,000 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다(M = 3.36, SD = 1.23). 

 

제 2 절 주요 변인의 측정 

 

1. 통제변인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했다. 이외에 오프라인상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의 특징을 감안해(Lampe et al., 2006), 연구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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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소통하는지를 추가적인 통제변인으로 

도입했다. 면대면 소통량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인의 3 종류의 대상 각각에 대해 

얼마나 자주 면대면으로 대화했는지를 7 점 척도(1 = 전혀 하지 않았다, 7 = 

매일 했다)로 응답하게 했다(M 가족 = 4.94, SD 가족 = 1.63 ; M 친구 = 4.57, SD 

친구 = 1.44 ; M 동료 = 4.59, SD 동료 = 1.48). 이 같은 척도는 지난 달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나 지인과 얼마나 자주 면대면으로 토의했는지를 측정(1= 

전혀 하지 않았다, 10 = 항상 했다)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되(Gil de Zúñiga & 

Valenzuela, 2011), 많은 경우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이용되는 

페이스북의 특징을 고려하여(Lampe, Ellison, & Steinfield, 2008), 가족과 

친구를 구분하여 적용한 것이다. 

 

2. 페이스북 이용강도 

 

페이스북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 페이스북을 이용한 총 기간과 (b) 

일주일을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의 두 가지 척도를 곱한 

새로운 변인을 산출, 이를 ‘이용강도(Facebook intensity)’로 명명하여 연구에 

도입하였다. 산출값은 높은 왜도로 인해(M = 5533.01, SD = 7537.82, 

skewness = 2.34),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M = 7.73, SD = 

1.49, skewness = -.47). 이용기간은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측정하였다(M = 30.82, SD = 15.50). 주간 

이용시간의 정도는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페이스북 이용시간과 

응답자가 페이스북에 접속한 빈도수를 각각 측정한 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하루 평균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개방형 문항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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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M = 51.40, SD = 48.57). 이용 빈도수는 

4 점 척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1 = 일주일에 1 회 미만, 2 = 일주일에 

1~2 일 정도, 3 = 일주일에 3~5 일 정도, 4 = 하루에 1 번 또는 그 이상; M = 

2.84, SD = 1.10). 해당 척도는 2013 년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방문 

빈도수를 측정한 연구(Duggan & Smith, 2013)을 참조하였는데, 설문 결과 주 

1 회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 2013 년 한국의 만 6 세 이상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90.0%가 넘는 응답자가 주 1 회 이상 업무 외 개인 용도로 

SNS 를 이용한다고 답하는 등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바 

있어(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4
 같은 척도를 한국 표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 

 

   1)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의 두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먼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자기감시 

척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타인지향적 행태를 대변하는 11 개 문항을 

                                           
3
 페이스북 방문 빈도는 6개의 척도로 측정되었는데(Several times a day: 40%, about once a 

day: 24%, 3-5 days a week: 10%, 1-2 days a week: 13%, every few weeks: 6%, less often: 

8%),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척도(less often)를 제외하고, 하루 1회 이상을 나타내는 2개의 척도

(several times a day, about once a day)를 통합하여 차용하였다. 
4
 SNS는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기반 서비스', 미투데이, 트위터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 '블

로그', '미니홈피' 등을 포함하며, SNS 방문 빈도는 5개의 척도로 측정되었다(하루에 1회 이상: 

56.2%, 일주일에 1회 이상 33.8%, 한 달에 1회 이상: 6.8%, 한 달에 1회 미만: 2.8%, 이용 안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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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Briggs et al., 1980; Gangestad & Snyder, 1985). 해당 항목들은 

타인지향적인 표현성향을 대변하는 7 개의 문항(예, “다른 상황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주위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태도를 인위적으로 꾸미는 편이다”, 

“종종 나는 즐겁지 않더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과 

이에 반하는 4 개의 역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역문항들은 타인지향성과 

대비되는 개념인 내부지향적(inner-directed) 특징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나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나의 행동은 대체로 나의 진실된 감정, 태도 및 신념의 

표현이다”).  

리스먼(Riesman, 1950)은 그의 논의에서 뚜렷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인생 

목표를 세우는 내부지향적 사람들이 경제적 발전에 따라 점차 타인의 반응에 

휩쓸려가는 개인들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한 

차원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향을 

뚜렷하게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고 역문항을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과거 타인지향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연구들은 특정 미디어 콘텐츠가 타인지향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측정하거나(Dornbusch & Hickman, 1959; Zinkhan & Shermohamad, 

1986), 연구대상자들을 타인지향적 및 내부지향적 인간형의 두 가지 

상반되는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H. H. Kassarjian, 1965; W. M. Kassarjian, 

1962) 등 다른 측정기준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개념을 

상반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통합하기에 앞서 각각을 분류하여 측정한 후 이들 

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갠저스태드와 

스나이더(Gangestad & Snyder, 1985)의 척도에서 역문항을 제외한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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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기반으로 타인지향적 자기표현을 구성하였다. 이후 역문항들과 과거 

내부지향적 인간형을 측정한 척도(W. M. Kassarjian, 1962)의 일부에서 

추가문항
5
을 보완, 최종적으로 5 개의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문항을 선별하여 

페이스북 이용행태로 변환하였다. 이 두 가지 특징적인 자기표현 

척도(타인지향적 자기표현, 내부지향적 자기표현)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조작화하는데 활용되었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표 1] 참조). 

 

  

                                           

5 해당 척도의 일부 문항이 외향성이나 친화욕구와 같은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회 활동 및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이 택하는 일반적 행동 및 표현 경향이나 

사상적 기준을 다루는 문항을 선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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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페이스북상 타인지향적 및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문항 

구분 문항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1) 나는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페이스북 친구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글이나 코멘트를 남기는 편이다. 

(2) 내가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행사나 사건에 대해서도 즐거운 

모습을 위주로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이나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3)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재미있다고 생각될만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4) 나는 페이스북상 프로필을 관리하거나 콘텐츠를 게시할 때, 친구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길 때 다른 사람들의 글과 보조를 맞춰 

작성하는 편이다. 

(6) 나는 친구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기기 전, 그들의 최근 

업데이트나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글들을 빠짐없이 읽는 편이다. 

(7) 페이스북 상에 드러난 나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있다.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1) 나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2)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내용보다는 내 주관이나 원칙에 따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 

(3)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감정이나 태도,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4) 나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릴 때, 굳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5) 나는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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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비교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또 다른 하위 차원인 사회적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스와 벙크(Gibbons & Buunk, 1999)가 제안한 사회적 비교 

성향 척도(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를 활용해 페이스북 

이용행태로 변환하고 유사 문항은 통합하여 총 4 개의 문항을 도출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α = .88, M = 2.68, SD = .79) 

([표 2] 참조). 구체적으로 “나는 나의 사교성이나 인기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한다”는 문항은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사교성이나 인기를 친구들과 

비교한다”로, “내가 성취한 바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한다”는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 생활과 

비교하곤 한다”등으로 수정하여 이용했다. 

 

[표 2] 페이스북상 사회적 비교 문항 

구분 문항 

사회적 

비교 

(1)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성취한 것들을 친구들과 비교하는 편이다. 

(2)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사교성이나 인기를 친구들과 비교한다. 

(3)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 

생활과 비교하곤 한다. 

(4)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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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립에 대한 두려움 

 

왓슨과 프렌드(Watson & Friend, 1969)가 설계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리어리(Leary, 1983)가 짧은 버전으로 요약한 12 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정윤최정훈(1997)이 해석한 국문버전을 차용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α = .83, M = 3.02, SD = .49) ([표 3] 

참조). 

 

[표 3] 고립에 대한 두려움 문항 

구분 문항 

고립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된다. 

(2)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개의치 않는다(역문항).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 차릴까봐 자주 걱정된다. 

(4)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역문항).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6)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찾아 낼 것 같아 걱정된다..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역문항). 

(8)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염려된다. 

(9)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10)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알아도 이로 인해 영향 받지 

않는다(역문항). 

(11)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때때로 지나치게 

염려한다. 

(12) 말을 실수하거나 일을 잘 못할까봐 종종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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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지지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지지감은 감정적 지지감(α = .94, M = 3.61, 

SD = .76)과 실무적 지지감(α = .88, M = 3.41, SD = .75)의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했다. 우선, 감정적 지지감은 사라손과 그의 동료들(Sarason 

et al., 1987)이 구성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본래 6 개의 

문항(예, “귀하가 긴장되고 힘들 때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귀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귀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니셜을 최대 9 명까지 

나열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답하도록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인 리스트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 개인이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또한, 실무적 지지감에 대해서는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07)이 대학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느끼는 결속형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을 일반적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느끼는지 변환하여 

질의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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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적 지지감 문항 

구분 문항 

감정적 

지지 

(1)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2) 내가 우울할 때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 

(3) 내가 몹시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위로해줄 친구들이 있다. 

(4)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5)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있다. 

(6) 나는 긴장되고 힘들 때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 

실무적 

지지 

(1)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2) 내가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3)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4) 내가 직장을 구한다면 기꺼이 나를 추천해 줄 친구들을 알고 있다. 

(5)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들이 별로 없다(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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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일반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관련해서는 스막과 그의 동료들(Smock et al., 

2011)이 및 메이어와 그레이(Meier & Gray, 2014)가 도출한 페이스북 

이용행태 분류체계를 최대한 상호배타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문항들을 

통합, 분리 하여 구성하였다. 단, 해당 문항들은 메시지 작성이나 사진 

업로드와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를 위주로 설계 되었기에,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태들은 장과 그의 

동료들(Zhang et al., 2011)이 도출한 사교적 감시 문항으로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단체사진보다 독사진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지(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정치/유머 관련 

콘텐츠를 작성 혹은 외부 링크를 공유하는지, 친구의 글에 대해 답을 달거나, 

좋아요!를 얼마나 자주 누르는지 질의하였다(1 = 전혀 하지 않는다, 2 = 거의 

하지 않는다, 3 = 가끔씩 한다, 4 = 자주 한다, 5 = 거의 항상 한다). 기타 

친구수는 응답자가 설문 당시 기억하는 친구 수를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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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체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문항 

 

구분 문항 

친구수 현재 귀하의 페이스북 친구 수는 몇 명인가? 

일반적 

페이스북 

기능의 

활용수준 

(1) 친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찾아가 글을 남긴다. 

(2) 페이스북의 1:1 메시지를 이용, 친구와 대화한다. 

(3)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채팅을 한다. 

(4) 페이스북에서 게임, 퀴즈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5) 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올리거나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한다. 

(6) 친구가 올린 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코멘트를 단다. 

(7) 페이스북에 그룹/이벤트를 만들거나 가입한다. 

(8) 페이스북 앨범에 자신 또는 친구/가족들의 사진이나 기타 관심 있는 

이미지를 올린다. 

(9) 친구가 올린 사진에 글을 남기거나, 사진 태그(tag)/언태그(untag) 기능을 

이용한다. 

(10) 사진이나 관심사 등 내 프로필을 업데이트 한다. 

(11) 친구들이 페이스북 앨범에 올린 사진을 구경한다. 

(12) 친구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온 글이나 콘텐츠를 확인한다. 

(13)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지, 나와 공통의 친구는 누구인지 

파악한다. 

(14)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이벤트나 활동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페이스북상 

특정 

콘텐츠의 

공유수준 

(1) 페이스북 담벼락에 나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한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신문 기사, 이미지, 동영상 

등을 담벼락에 공유한다. 

(3) 페이스북 담벼락에 내가 겪은 재미있는 경험담을 올린다. 

(4)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은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한다. 

(5) 친구가 내 담벼락에 작성해준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6) 내 담벼락에 친구가 남긴 메시지에 답글을 단다. 

(7) 친구의 담벼락에 방문하여 친구의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는 독사진을 올리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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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척도의 신뢰성 검증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타인지향적 

자기표현(α = .86, M = 2.78, SD = .72)과 내부지향적 자기표현(α = .83, M = 

3.23, SD = .70) 문항을 별도로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타인지향적 

자기표현과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9, p < .001). 이는 오늘날 미디어 이용에 있어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 

표현적 행동이 자신의 내적 의견이나 기준에 집중한 표현적 행동과 명확히 

구분되어 일어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두 척도를 모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둘은 

두 가지 요소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고([표 6] 참조), 또한 각 

개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해 본 결과, 

<연구 가설 1>에서 예측한 것처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자기표현과는 정적 관계를(r = .23, p < .001) 보인 것과 달리 내부지향적 

자기표현과는 부적 관계(r = -.11, p < .05)를 보였다. 따라서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상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행위가 

가지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지향적 자기표현의 평균값에서 내부지향적 

자기표현의 평균을 차감한 후 5 점을 더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조작화하였다(M = 4.55, SD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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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페이스북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문항의 요인 구성 

척도 문항 1 성분 2 성분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α = .86) 

(1) 나는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페이스북 친구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글이나 코멘트를 남기는 편이다. 
.77  

(2) 내가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행사나 사건에 

대해서도 즐거운 모습을 위주로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이나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76  

(3)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재미있다고 

생각될만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76  

(4) 나는 페이스북상 프로필을 관리하거나 콘텐츠를 

게시할 때, 친구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74  

(5) 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길 때 다른 사람들의 

글과 보조를 맞춰 작성하는 편이다. 
.71  

(6) 나는 친구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기기 전, 

그들의 최근 업데이트나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글들을 

빠짐없이 읽는 편이다. 

.69  

(7) 페이스북 상에 드러난 나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있다. 
.63  

내부지향적 

자기표현 

(α = .83) 

(1) 나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83 

(2)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내용보다는 내 주관이나 

원칙에 따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 
 .81 

(3)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감정이나 태도,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74 

(4) 나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릴 때, 굳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71 

(5) 나는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편이다. 
 .69 

고유치(Eigenvalue) 3.82 3.05 

설명된 총분산 (%) 31.83 25.45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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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의 또 다른 측면인 사회적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4 개 문항은([표 7] 참조)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높게 나왔을 뿐 

아니라(α = .88), 요인분석에서도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었기에 평균값을 

구해 이용했다(M = 2.68, SD = .79). 

 

[표 7] 페이스북상 사회적 비교 문항의 요인 구성 

척도 문항 1 성분 

사회적 

비교 

(α = .88) 

(1)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성취한 것들을 친구들과 비교하는 

편이다. 
.87 

(2)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사교성이나 인기를 친구들과 비교한다. .84 

(3)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 생활과 비교하곤 한다. 
.83 

(4)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78 

고유치(Eigenvalue) 2.76 

설명된 총분산 (%) 69.04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적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요소라고 개념화한 감정적 지지, 

실무적 지지에 대해서도 두 요인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개념을 단독으로 투입할 경우뿐 아니라 함께 

요인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모두 1요인으로 수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8] 

참조). 두 변수의 평균 간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높고(r = .85, p < .001),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한 신뢰도 계수(α = .95)의 경우도 각각을 개별적으로 볼 

때(α감정적 지지 = .94, α실무적 지지 = .88)보다 높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각 

요소의 문항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M = 3.52,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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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이에 따라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감정적 지지와 실무적 

지지에 주는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감이 본질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뚜렷히 구별되지 않아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두 개의 하위요소에 주는 차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표 8] 사회적 지지감 문항의 요인 구성 

척도 문항 1 성분 

감정적 

지지 

(α = .94) 

(1)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88 

(2) 내가 우울할 때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 .87 

(3) 내가 몹시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위로해줄 친구들이 있다. .87 

(4)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87 

(5)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있다. .86 

(6) 나는 긴장되고 힘들 때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 
.86 

 

실무적 

지지 

(α = .88) 

(1)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85 

(2) 내가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84 

(3)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79 

(4) 내가 직장을 구한다면 기꺼이 나를 추천해 줄 친구들을 알고 

있다. 
.79 

(5)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들이 별로 

없다(역문항). 
.62 

고유치(Eigenvalue) 7.57 

설명된 총분산 (%) 68.83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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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페이스북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r = .40, 

p < .001)를 보여줌과 동시에 모두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r인상관리적 자기표현 = .31, p < .001 ; r사회적 비교 = .31, p < .001). 또한 

페이스북 이용기간과 주간 이용량(하루 이용시간x주간 방문 횟수)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19, p < .001), 이 두 변인을 곱하여 도출한 

이용강도는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중 사회적 비교 변인과만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26, p < .001).  

 

[표 9] 주요 변인들의 이항상관계수 

 1 2 3 4 5 6 

1. FB 이용기간 (개월)       

2. FB 하루 이용시간(분) 

x 주간 방문 횟수 
.19

***
      

3. FB 이용강도 (1x2) .51
***
 .86

***
     

4.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05 .08 .08    

5. 사회적 비교 .12
*
 .25

***
 .26

***
 .40

***
   

6. 고립에 대한 두려움 -.02 .05 .02 .31
***
 .31

***
  

7. 사회적 지지감 .28
***
 .07 .12

*
 -.11 .08 -.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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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예측하는지(<연구가설 

1(a-b)>)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인으로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3개의 면대면 소통 

변인(가족, 친구, 직장동료 및 지인)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효과 

변인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투입하여,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사회적 비교의 

2개 종속 변인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연령만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페이스북 

상에서 콘텐츠를 게재할 때 인상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 SE = .004, t = 4.03, p < .001; II 단계 모델). 사회적 비교의 경우, 

친구와 면대면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페이스북 상에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b = .12, SE = .03, t = 

3.97, p < .001; II 단계 모델).  

주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 1a>과 <연구가설 1b>에서 

예상한대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b 

= .53, SE = .09, t = 6.17, p < .001)과 사회적 비교(b = .49, SE = .09, t = 

5.82, p < .001)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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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페이스북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I II 

 b SE t b SE t 

성별 (여 = 1, 

남 = 0) 
.12 .09 1.29 .09 .08 1.00 

연령 .01 .004 3.22
**
 .02 .004 4.03

***
 

학력 -.01 .05 -.14 .01 .04 .22 

소득 -.04 .04 -.95 -.02 .04 -.55 

면대면 

소통(가족) 
-.03 .03 -.97 -.02 .03 -.85 

면대면 

소통(친구) 
.05 .03 1.47 .05 .03 1.50 

면대면 

소통(동료) 
.02 .03 .55 .01 .03 .20 

고립에 대한 

두려움 
   .53 .09 6.17

***
 

R
2 
(ΔR

2
) .05 .15 (.11) 

F (ΔF) 2.18
*
 6.90

***
 (38.10

***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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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페이스북상 사회적 비교에 미치는 영향 

 I II 

 b SE t b SE t 

성별 (여 = 1, 

남 = 0) 
.06 .09 .67 .03 .08 .36 

연령 .003 .004 .84 .01 .004 1.47 

학력 .04 .05 .77 .05 .04 1.16 

소득 -.07 .04 -1.80 -.05 .04 -1.46 

면대면 

소통(가족) 
.03 .03 .96 .03 .03 1.17 

면대면 

소통(친구) 
.12 .03 3.82

***
 .12 .03 3.97

***
 

면대면 

소통(동료) 
.06 .03 2.00

*
 .05 .03 1.75 

고립에 대한 

두려움 
   .49 .09 5.82

***
 

R
2 
(ΔR

2
) .10 .19 (.09) 

F (ΔF) 4.81
***
 8.89

***
 (33.86

***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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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페이스북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및 사회적 비교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저하될 것인지(<연구가설 2(a-b)>)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사회학적 및 면대면 소통의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효과 변인인 페이스북 이용강도와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2개 하위 변인을 투입, 마지막 단계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변인 각각에 대한 이용강도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다. 통제 변인과 관련해서 사회적 지지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b = .08, SE = .03, t = 2.51, p < .05), 그리고 

친구와의 면대면 소통(b = .19, SE = .03, t = 7.06, p < .001) 및 동료 및 

지인과의 면대면 소통(b = .08, SE = .03, t = 3.20, p < .01)이 활발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III 단계 모델). 

연구 가설과 직접 관련해서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의 경우, <연구가설 

2a>에서 예측한 바와 부합하게 이용강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지지감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미쳤다(b = -.06, SE = .03, t = -2.12, p < .05; [표 12] 

참조). 한편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태가 사회적 

지지감을 낮출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연구가설 2b>), 페이스북상의 사회적 

비교 행태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는 달리 이용강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1, SE = .03, 

t = -.25, p = .80; [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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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영향 

 
I II III 

 
b SE t b SE t b SE t 

성별 -.11 .07 -1.50 -.09 .07 -1.21 -.07 .07 -1.01 

연령 -.01 .003 -2.63
**
 -.01 .003 -2.06

*
 -.01 .003 -1.80 

학력 .04 .04 1.10 .04 .04 1.02 .04 .04 1.02 

소득 .08 .03 2.52
*
 .08 .03 2.61

**
 .08 .03 2.51

*
 

면대면 

(가족) 
.01 .02 0.44 .01 .02 .32 .004 .02 .18 

면대면 

(친구) 
.20 .03 7.53

***
 .19 .03 7.12

***
 .19 .03 7.06

***
 

면대면 

(동료) 
.08 .03 3.05

**
 .08 .03 3.05

**
 .08 .03 3.20

**
 

FB 

이용강도 
   .06 .03 2.46

*
 .36 .13 2.78

**
 

인상관리 

자기표현 
   -.10 .05 -2.08

*
 .38 .23 1.65 

사회적 

비교 
   -.04 .05 -.83 .02 .22 .11 

자기표현 

x 강도 
      -.06 .03 -2.12

*
 

비교 

x 강도 
      -.01 .03 -.25 

R
2 
(ΔR

2
) .29 .32 (.03) .33 (.01) 

F (ΔF) 17.85
***
 14.11

***
 (4.12

**
) 12.36

***
 (2.7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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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교 행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이용강도 간에서만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s test)을 실시해 집단 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b = -.20, t = -2.87, p < .01; [그림 2] 왼쪽), 이는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이용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사회적 지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수준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페이스북 이용강도와 사회적 지지감 간의 유의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적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이용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 = .13, t = 1.81, p = .07; [그림 

2] 오른쪽). 

 

 

[그림 2] 페이스북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이용강도가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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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유발하고, 특정 

이용행태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감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 모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로세스 모델(process 

model) 분석을 수행하였다. 헤이즈(Hayes, 2012)는 매개변인을 가진 

회귀모델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할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direct affects) 및 매개 변인을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 효과(indirect affects)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분석결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매개 변인인 (a)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b) 사회적 비교에 주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종속 

변인인 사회적 지지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두 하위 차원 중 인상관리적 자기표현만 이용강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지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구체적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통해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페이스북 이용강도가 높은 (M + 

1SD) 경우에만 사회적 지지감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BootLLCI = -.23, BootULCI = -.03). 즉 페이스북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의식한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는 나아가 이용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은 사회적 지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6 해당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면대면 소통(가족, 친구, 동료)을 통제한 결과로, 

BootLLCI와 BootULCI의 부호가 같을 때, 즉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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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교에는 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사회적 지지감에까지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용강도가 강할 경우에만 자기표현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지지감이 감소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림 3]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마지막으로 위의 주요 연구 가설의 검증과 더불어 <연구문제 2>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지향적 이용과 상관성을 보이는 

실질적인 페이스북 이용행태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비교 

변인과는 대부분의 이용행태들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질의한 23개의 이용행태 중에서 페이스북 친구 수만 제외하고, 글/사진 게재 

수준, 유머/정치 콘텐츠 공유 수준, 친구 글에 대한 답변 수준 등 다양한 

이용행태와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냈다([표 13] 참조). 이는 사회적 

비교가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상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경향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유독 친구 수만 사회적 비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하게 친구 수가 많다고 해서 페이스북상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행태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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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네트워크에 한해 사회적 비교가 수행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비교가 많은 실질적 이용행태들과 관련되는 것은 

타인지향적 이용이 개념적으로 왕성한 페이스북 이용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는 사회적 

비교가 전반적으로 활발한 페이스북 기능의 활용과 연결된다는 점을 넘어서 

구별되는 이용행태로서 어떠한 특징적 차이를 보유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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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페이스북상 사회적 비교와 구체적 이용행태간의 이항상관계수 

실질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측정 척도 사회적 비교 

(a) 현재 귀하의 페이스북 친구 수는 몇 명인가? -.01 

(b-1) 친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찾아가 글을 남긴다. .37
***
 

(b-2) 페이스북의 1:1 메시지를 이용, 친구와 대화한다. .36
***
 

(b-3)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채팅을 한다. .39
***
 

(b-4) 페이스북에서 게임, 퀴즈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41
***
 

(b-5) 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올리거나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한다. .35
***
 

(b-6) 친구가 올린 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코멘트를 단다. .34
***
 

(b-7) 페이스북에 그룹/이벤트를 만들거나 가입한다. .32
***
 

(b-8) 페이스북 앨범에 자신 또는 친구/가족들의 사진이나 기타 관심 있는 

이미지를 올린다. 
.41

***
 

(b-9) 친구가 올린 사진에 글을 남기거나, 사진 태그(tag)/언태그(untag) 

기능을 이용한다. 
.40

***
 

(b-10) 사진이나 관심사 등 내 프로필을 업데이트 한다. .38
***
 

(b-11) 친구들이 페이스북 앨범에 올린 사진을 구경한다. .36
***
 

(b-12) 친구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온 글이나 콘텐츠를 확인한다. .36
***
 

(b-13)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지, 나와 공통의 친구는 

누구인지 파악한다. 
.44

***
 

(b-14)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이벤트나 활동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39
***
 

(c-1) 페이스북 담벼락에 나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한다. 
.33

***
 

(c-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신문 기사, 이미지, 

동영상 등을 담벼락에 공유한다. 
.37

***
 

(c-3) 페이스북 담벼락에 내가 겪은 재미있는 경험담을 올린다. .42
***
 

(c-4)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은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한다. 
.40

***
 

(c-5) 친구가 내 담벼락에 작성해준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38
***
 

(c-6) 내 담벼락에 친구가 남긴 메시지에 답글을 단다. .36
***
 

(c-7) 친구의 담벼락에 방문하여 친구의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40
***
 

(c-8)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는 독사진을 올리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44

**
 

 

*p＜.05, **p＜.01, ***p < .001 

(a) 문항은 친구 수, (b) 문항은 일반적 페이스북 기능 활용도, (c) 문항은 특정 콘텐츠의 

공유 수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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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조작화 과정에서 내부지향적 측면을 

통제하여 측정하였기에 타인지향적 이용이 표현으로 실현될 때 활용되는 

페이스북 이용행태들을 보다 뚜렷하게 구별해 내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1) 페이스북에서 게임, 퀴즈에 참여 또는 

음악 청취(r = .22, p < .001), (2) 그룹/이벤트 생성이나 가입(r = .26, p 

< .001), (3) 앨범에 자신 또는 친구/가족들의 사진 업로드(r = .14, p < .05), 

(4) 페이스북 친구들의 지인 또는 나와 공통의 친구 검색(r = .13, p < .05), 

(5) 친구들이 참여한 이벤트나 활동 확인(r = .22, p < .001), 6) 관심 있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신문 기사, 이미지, 동영상 등 공유(r = .14, p < .05)와 

같은 6개 행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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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페이스북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구체적 이용행태간의 이항상관계수 

실질적 페이스북 이용행태 측정 척도 
타인지향적 

자기표현 

(a) 현재 귀하의 페이스북 친구 수는 몇 명인가? .04 

(b-1) 친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찾아가 글을 남긴다. .10 

(b-2) 페이스북의 1:1 메시지를 이용, 친구와 대화한다. .09 

(b-3)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채팅을 한다. .10 

(b-4) 페이스북에서 게임, 퀴즈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22
***
 

(b-5) 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올리거나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한다. -.06 

(b-6) 친구가 올린 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코멘트를 단다. -.01 

(b-7) 페이스북에 그룹/이벤트를 만들거나 가입한다. .26
***
 

(b-8) 페이스북 앨범에 자신 또는 친구/가족들의 사진이나 기타 관심 있는 

이미지를 올린다. 
.14

*
 

(b-9) 친구가 올린 사진에 글을 남기거나, 사진 태그(tag)/언태그(untag) 기능을 

이용한다. 
.11 

(b-10) 사진이나 관심사 등 내 프로필을 업데이트 한다. .10 

(b-11) 친구들이 페이스북 앨범에 올린 사진을 구경한다. .08 

(b-12) 친구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온 글이나 콘텐츠를 확인한다. .01 

(b-13)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지, 나와 공통의 친구는 

누구인지 파악한다. 
.13

*
 

(b-14)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이벤트나 활동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22
***
 

(c-1) 페이스북 담벼락에 나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한다. 
.06 

(c-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신문 기사, 이미지, 

동영상 등을 담벼락에 공유한다. 
.14

*
 

(c-3) 페이스북 담벼락에 내가 겪은 재미있는 경험담을 올린다. .03 

(c-4)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은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한다. 
.09 

(c-5) 친구가 내 담벼락에 작성해준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03 

(c-6) 내 담벼락에 친구가 남긴 메시지에 답글을 단다. .01 

(c-7) 친구의 담벼락에 방문하여 친구의 메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00 

(c-8)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는 독사진을 올리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10 

 

*p＜.05, **p＜.01, ***p < .001 

(a) 문항은 친구 수, (b) 문항은 일반적 페이스북 기능 활용도, (c) 문항은 특정 콘텐츠의 

공유 수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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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성향 변인으로서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차이가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교 행태 모두에 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연구가설 1>), 인상관리적 자기표현만 이용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감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비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연구가설 2>). 구체적으로 이용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감소하였지만 이용강도가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변인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나 사회적 비교를 많이 수행할 수 있지만,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솔직한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회적 지지의 저하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페이스북 상에서 그룹/이벤트 

기능을 활용하거나, 사진을 업로드하고, 친구들의 네트워크나 활동을 

관찰하는 등의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연구문제 2>)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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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페이스북 상에서 장기화되었을 

때 사회적 지지감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술의 편의성을 

누리던 현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미디어상 소통에 의존, 

얽매어버리게 될 수 있음(Turkle, 2011)을 시사한다. 예컨대, 적정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페이스북 친구수의 경우 특정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지지감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Kim 

& Lee, 2011),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 관리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면 오히려 관계로부터 느끼는 친밀감이나 소속감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서적 감정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SNS 이용의 부정적 효과를 제기한 기존 연구들(Brandtzæ g, 2012; 

Kross et al., 2013)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감이라는 

변인을 도입하여 미디어로 인한 과도한 연결성이 깊은 유대감에 기반한 

관계를 점차 쇠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질적 연구(Turkle, 2011)를 

실증적으로 확장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물론 특정 방식의 페이스북 

이용이 사회적 지지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터클(Turkle, 2011)의 

주장처럼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매개된 소통이 관계를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또한 

감정적, 실무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망이 남들에 비해 약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이를 관계가 와해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과 

항시, 또한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불러올 수 있는 폐해에 주목한 

터클(Turkle, 2011)의 관점을, 손쉽게 타인과 엮이고 자기표현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에 적용하였다는 점은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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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타나는 소통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술로 지나치게 연결된(hyper-connected; Turkle, 2011) 

오늘날의 관계가 타인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와 미디어가 대인 

소통방식에 행사하는 힘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타인지향성을 미디어 이용행태의 개념과 연동한 점은 개인과 

미디어의 상호작용이 견인하는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기표현과 달리 은밀히 수행되는 

비교관찰과 같은 행태는 사회적 지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구별되는 두 행태가 같은 개인차(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촉발되더라도 관계에는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표현과 관찰이라는 분류체계가 미디어 이용행태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타당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긍정적 자기표현과 정직한 자기표현으로 분류하여, 이 두 가지 구별된 

이용이 사회적 지지감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사례(Kim & Lee, 2011)도 있었으나, 이는 

페이스북 상에서의 표현적 기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소통을 위해 친구들과 정보를 공개, 교류하는데 이용되면서도, 

사실 보다 많은 부분 직접 소통보다는 친구들이 올린 프로필 정보, 사진이나 

뉴스 피드를 관찰하는데 쓰인다는 점은(Pempek et al., 2009), 페이스북 이용 

효과를 이해하는데 표현적 측면과 더불어 관찰 행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이용이 교량형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한 연구는 세 가지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친구들로부터 메시지, 코멘트를 받는 직접적 소통(inbound direct 

communication), 공유된 피드를 클릭하거나 사진을 열람하는 수동적 

소비(passive comsumption), 계정/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외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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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방송적 소통(broadcasting)으로 구분된다(Burke, Kraut, & Marlow, 

2011). 이 중에서도 직접적 소통만이 증가된 교량형 사회자본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직접 교류하는 행태만이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성을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잠복형 관찰 행태(lurking) 

또는 배척적 소통(ostracism)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평상시대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집단과 콘텐츠를 관찰하기만 하고 

직접 게재하는 것이 통제된 집단을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전자에 

비해 후자의 그룹이 48시간 후 인지하는 소속감(belonging)이나 의미 있는 

존재감(meaningful existence)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Tobin et al., 2014). 위의 연구들은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있어 직접 

소통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맞닿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시화된 소통이 관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상반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와 비교해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이 있다면 전반적 페이스북 이용을 표현과 관찰이라는 

측면으로 단순 분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이용 방식인 타인지향적 이용에 

주목하여 이를 관찰과 표현의 잣대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발현되는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양식을 새로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표현과 관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탐색함으로써, 미디어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념화한 타인지향적 행태의 관계적 효과를 밝히는 것에 

더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특정 행태를 예측하는 근본적 성향을 규명, 미디어 

이용 효과를 둘러싼 총체적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과 관찰의 다른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통해 

사회적 지지감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표현과 관찰을 구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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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임과 동시에, 고립을 피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성향차가 미디어 

이용을 통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을 설명해준다. 물론 과거의 

많은 SNS 연구들에서 개인적 성향, 이용동기의 차이가 페이스북 이용량 또는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나(Ross et al., 2009; Smock et al., 2011), 페이스북 

이용 변인이 관계 또는 심리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Ellison et al., 2007, 2011; 

Kross et al., 2013)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연구들에서는 

특정 이용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가 어떠한 개인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예컨대, 외향적 

성향을 보유한 사람들이 담벼락 글쓰기, 코멘트 달기 등 사회적 기능을 

활발히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기능의 이용은 외로움 수준과 부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통해(Ryan & Xenos, 2011), 외향적인 사람들이 

특정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낮은 외로움을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변인 간의 정적/부적 관계를 넘어서 

체계적으로 선행 요인과 효과를 밝히지 못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연구 모델구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특정 방식의 

페이스북 이용이 장기화되었을 때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강도 변인을 도입하여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명확히 분리하였다는데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페이스북 

이용량(Ellison et al., 2007) 혹은 특정 이용행태(Ellison et al., 2011; Kim & 

Lee, 2011; Lee et al., 2013)가 개인들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뤘다면 본 연구는 페이스북상 특정 이용행태의 장기적 혹은 양적 수행이 

사람들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실제로 결속형 

사회자본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강도(페이스북 친구 수, 

이용시간 및 페이스북에 대한 애착을 종합해서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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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Ellison et al., 2007). 반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감은 결속형 사회자본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는 실무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사회적 지지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미쳤다. 물론 두 

연구 간 이용강도의 개념 및 조작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결속형 사회자본이 페이스북 이용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데 비해, 

결속형 사회자본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고려하였을 

때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미디어 이용효과를 예측하는데 구체적인 

이용행태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용강도 또는 이용량을 넘어서 특정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본 다른 연구들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정보를 검색하는 행태(social information-seeking)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나, 페이스북에서 자기표현의 방식(Kim & Lee, 

2011) 또는 자기노출 수준(Lee et al., 2013)이 사회적 지지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등을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측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선후/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단면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이용강도가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변인 간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즉,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사회적 지지감에 미치는 

효과가 이용강도가 높을 때만 나타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감의 

감소가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된 특정 방식의 페이스북 이용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추가적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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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페이스북상 특정 행태들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친구들과의 공통의 친구를 파악하거나, 친구들의 이벤트나 활동 참여 현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은밀한 관찰적 행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변인의 조작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교가 실제 관찰행태와 가지는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특정 관찰행태가 

보여주는 관계는 여전히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실제 페이스북 상에서 

친구들의 현황을 살피는 행태로 직접 반영됨을 입증한다. 특히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여러 관찰 행태들 중에서도 친구들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행동과 비교해 유독 타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대외적 활동을 감시하는 행태와 연결되었는데, 이는 타인지향적 인간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뚜렷한 관심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사회적 비교가 

사회적 지지감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인상관리적 

자기표현과 특정 관찰 행태간의 관련성이 드러난 점은 사회적 비교 행태가 

사회활동과 관련 있는 특정 감시 행태로 국한 될 때는 여전히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그룹/이벤트를 생성, 

가입하는 행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대외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강조하려는 특징을 잘 대변해 주었다. 나아가 타인을 의식한 표현은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행동과는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앨범에 사진을 

직접 올리는 행태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드러냈는데, 이를 통해 사진이라는 

채널이 메시지와 비교해 타인지향적 면모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구경하거나 친구의 사진에 코멘트를 다는 

행위에 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진은 타인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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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통로보다는 자신의 현황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이 게임, 퀴즈 참여와 가지는 

관련성은 이들 기능이 단독적인 활동을 넘어 공동 참여 활동으로 가지는 

의미를, 음악 청취와 가지는 관련성은 해당 기능이 자신의 문화적 관심사를 

드러내는 기능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특이한 점은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정치 이슈에 대한 외부 링크를 

공유하는 행태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인데, 예측과는 달리 

정치 사안의 공유는 현재 대외적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비춰줌으로써 

타인지향적 이미지를 재단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친구수의 경우 인상관리적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교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단순히 양적으로 네트워크 규모를 부각하는 행태보다는 사진 

게재나 문화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질적으로 자신의 대외적 측면을 표시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관련성을 보이는 

일련의 행태들은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조명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타인지향적 및 실제적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기응답식 설문조사가 실제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지향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주체성 없이 자신의 표현과 

관찰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드러나지 않은 내재적인 개인차를 투영한다는 점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같은 미디어 이용행태도 다른 목적이나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용자들의 콘텐츠 업로드 양이나 

미디어 이용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내재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응답 조사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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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우선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만 주목함으로써 다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지향적 행태의 양상 또는 차이까지 보지는 못한다. 

실제로 터클(Turkle, 2011)이 주장한 과도한 타인지향성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된다. 

이에 기반하여 그녀는 페이스북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이메일, 인터넷 

채팅,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한 현상을 

다루었는데, 이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미디어 다중 이용행태(Media Multitasking) (Rideout, Foehr, & Roberts, 2010) 

와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8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아와 그의 동료들(Pea et al., 2012) 은 

대면 소통과는 상반되게 미디어 다중 이용행태가 사회적 성공감과 스스로를 

정상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통해 다중 이용행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오늘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미디어 이용은 하나의 미디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위적, 복합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는데, 본 연구가 페이스북만을 다뤘다는 

점은 현대인의 과도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타인지향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향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지향적 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타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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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실제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이론적 함의에서 다룬 것처럼 자기응답식 설문조사가 

보유한 강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본 연구에서는 보완적으로 글쓰기, 사진 

업로드와 같은 실제적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수준을 질의하여 타인지향적 

이용행태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설문 

조사만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대로 타인지향적 이용행태가 특정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페이스북 

계정상에 드러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연구를 보강하는 작업은 페이스북 

이용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미차이-햄버거와 비니츠키는(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페이스북 계정의 내용분석을 통해 과거 설문을 기반으로 성향에 따른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Ross et al., 2009)를 재검증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연구결과 설문조사에서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 호감성이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특정 성향은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그 영향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간과되었던 성향이 실질적인 이용행태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내용분석, 로그 데이터 수집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보완된다면 타인지향적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오늘날 실질적인 미디어 

이용행태로서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관련 이론적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외적 타당도의 측면에서 리스먼(Riesman, 1950)이 다소 

부정적인 추세로 해석한 1900년대 중반에 걸쳐 나타난 타인지향성의 확산을, 

터클(Turkle, 2011)이 주장한 것처럼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세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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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미디어 다중 이용행태의 경우,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면서(예, 콘텐츠 제작활동을 포함한 적극적 

다중이용행태 대비 콘텐츠 소비 위주의 수동적 다중이용행태), 오늘날 업무 

및 오락 영역 모두에서 규범화된 행태로 발전하고 있다(Wallis, 2010).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로 매개된 소통이 점차 사회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기술로 인해 확장된 연결성을 과거의 시각에서 섣불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 리스먼(Riesman, 1950)이 

당대의 소비문화가 주체성 없이 타인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 오늘날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유사 개념으로 자기중심적 

대비 타인중심적 소비자 가치(self-oriented vs. other-oriented customer 

value)를 논할 때, 자기중심적 가치를 다소 이기적 관점에서, 타인중심적 

가치는 자신을 넘어서 가족, 친구, 지인 등 타인의 반응이나 효과를 고려하는 

다소 이타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Holbrook, 1996)은 흥미롭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발현되는 타인지향성 역시 부정적 시각을 넘어 좀 더 

중립적 위치에서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특히, 

터클(Turkle, 2011)이 다소 병적으로 비춰지는 강박적이고 불안정한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면, 본 연구는 타인을 의식하여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올리거나(인상관리적 자기표현), 자신의 상황을 

페이스북상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사회적 비교)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수준의 이용행태가 얼마나 자주 행해지고 있는지 물어 

타인지향성을 조작화하였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오랜 기간에 걸친 

세대적 변화를 질적으로 탐구해왔던 리스먼(Riesman, 1950)이나 터클(Turkle, 

2011)의 관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데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면, 터클(Tur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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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관점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오늘날 타인을 의식한 미디어 이용이 

실제로 만연한지, 또는 오늘날 다양한 층위로 발현되는지(예, 일반적 대비 

병적 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듯 보다 

정교한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개념 수립, 측정 작업이 수반된다면,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지형변화를 보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관련연구들이 타인지향적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개념적 이해, 효과의 검증에서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SNS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제약을 극복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굴하는데 까지 이어진다면 실용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88 - 

 

참 고 문 헌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 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장현미 (2013). 『SNS 글쓰기는 다정한 사람을 만드는가: 페이스북에서 

글쓰기가 공감경험과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 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NY: Holt. 

Amichai-Hamburger, Y., & Vinitzky, G. (2010). Social network use and 

person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289-1295.  

Amiel, T., & Sargent, S. L.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net usage 

motiv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6), 711-726. 

Bargh, J. A., McKenna, K. Y., & Fitzsimons, G. M. (2002). Can you see the 

real me? Activation and expression of the “true self” on the Internet.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33-48.  

Barkhuus, L., & Tashiro, J. (2010). Student socialization in the age of 

facebook.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33-142). Atlanta, GA:ACM. 

Brandtzæg, P. B. (2012). Social networking sites: Their users and social 

implications—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4), 467-488.  



- 89 - 

 

Briggs, S. R., Cheek, J. M., & Buss, A. H. (1980). An analysis of the self-

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79-686.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

1314.  

Burke, M., Kraut, R., & Marlow, C. (2011). Social capital on Facebook: 

Differentiating uses and user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571-580). 

New York, NY:ACM.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rnbusch, S. M., & Hickman, L. C. (1959). Other-directedness in consumer-

goods advertising: A test of Riesman's historical theory. Social Forces, 

38(2), 99-102.  

Duggan, M., & Smith, A. (2013). Social media update 2013. Pew Internet 

Research Center. 

Ehrenberg, A., Juckes, S., White, K. M., & Walsh, S. P. (2008). Personality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young people's technology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11(6), 739-741.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90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11). Connection strategies: 

Social capital implications of Facebook-enabled communication 

practices. New Media & Society, 13(6), 873-892.  

Forest, A. L., & Wood, J. V. (2012). When social networking is not working 

individuals with low self-esteem recognize but do not reap the 

benefits of self-disclosure on Facebook. Psychological Science, 23(3), 

295-302.  

Gangestad, S., & Snyder, M. (1985). "To carve nature at its joints”: On the 

existence of discrete classes in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2(3), 317-349.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Gil de Zúñiga, H. G., & Valenzuela, S. (2011). The mediating path to a 

stronger citizenship: Online and offline networks, weak ties, and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38(3), 397-421.  

Goby, V. P. (2006). Personality and online/offline choices: MBTI profiles and 

favored communication modes in a Singapore study. CyberPsychology 

& Behavior, 9(1), 5-13.  

Grasmuck, S., Martin, J., & Zhao, S. (2009). Ethno-racial identity displays on 

Faceboo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5(1), 

158~188. 

Gross, E. F., Juvonen, J., & Gable, S. L. (2002).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75-90. 



- 91 - 

 

Haferkamp, N., & Krämer, N. C. (2011). Social comparison 2.0: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profiles on social-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309-314.  

Hall, J. A., & Pennington, N. (2013). Self-monitoring, honesty, and cue use 

on Facebook: The relationship with user extra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4), 1556-1564. 

Hamburger, Y. A., & Ben-Artzi, E.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nd the different uses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4), 441-449.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 pdf 

Holbrook, M. B. (1996). Customer value framework for analysis and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3(1). 138-142, 

Jenkins-Guarnieri, M. A., Wright, S. L., & Hudiburgh, L. M.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tyle, personality traits,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Facebook us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294-301. 

Joinson, A. N. (2008). Looking at, looking up or keeping up with people?: 

Motives and use of facebook.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027-1036). 

New York, NY:ACM. 

Kassarjian, H. H. (1965). Social character and differential preference for 

mass communic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 146-153.  



- 92 - 

 

Kassarjian, W. M. (1962). A study of Riesman's theory of social character. 

Sociometry, 25(3), 213-230.  

Katz, E., Blumler, J. G., & Gurevitch, M. (1974).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In J. G. Blumler & E. Katz (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pp. 19–32). Beverly Hills, CA: Sage.  

Kim, H., Kim, G. J., Park, H. W., & Rice, R. E. (2007). Configurations of 

relationships in different media: FtF, email, instant messenger, mobile 

phone, and SM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83-1207. 

Kim, J., & Lee, J.-E. R. (2011).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6), 359-364.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49-74.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Kross, E., Verduyn, P., Demiralp, E., Park, J., Lee, D. S., Lin, N., …  

Ybarra, O. (2013). Facebook use predicts declines in subjective well-

being in young adults. PloS one, 8(8), e69841. Retrieved from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69841  



- 93 - 

 

Ku, Y. C., Chu, T. H., & Tseng, C. H. (2013). Gratifications for using CMC 

technologies: A comparison among SNS, IM, and e-mai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226-234. 

Kujath, C. L. (2011). Facebook and MySpace: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face-to-face inter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75-78.  

Lampe, C., Ellison, N. B., & Steinfield, C. (2006). A Face (book) in the 

crowd: Social searching vs. social browsing. In Proceedings of the 

2006 20th anniversary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67-170). Vancouver, BC: ACM. 

Lampe, C., Ellison, N. B., & Steinfield, C. (2008). Changes in use and 

perception of Facebook. In Proceedings of the 2008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721-730). San Diego, 

CA: ACM. 

Landers, R. N., & Lounsbury, J. W. (2006).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and 

narrow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Internet us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2(2), 283-293.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Leary, M. R. (1996). Self-presentation: Impression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behavior. Boulder, CO: Westview. 

Lee, K.-T., Noh, M.-J., & Koo, D.-M. (2013). Lonely people are no longer 

lonely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e mediating role of self-

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6), 413-418. 



- 94 - 

 

McKenna, K. Y., & Bargh, J. A. (2000). Plan 9 from cyberspace: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57-75.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Meier, E. P., & Gray, J. (2014). Facebook photo activit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4), 199-206.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Papacharissi, Z., & Mendelson, A. (2011). Toward a new (er) sociability: Uses, 

gratifications and social capital on Facebook. In S. 

Papathanassopoulos (Ed.), Media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pp. 

212-230). New York, NY: Routledge. 

Pea, R., Nass, C., Meheula, L., Rance, M., Kumar, A., Bamford, H., … Yang, 

S. (2012). Media use, face-to-face communication, media multitasking, 

and social well-being among 8-to 12-year-ol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48(2), 327-336.  

Pempek, T. A., Yermolayeva, Y. A., & Calvert, S. L.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ing experiences on Faceboo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227-238. 



- 95 - 

 

Raacke, J., & Bonds-Raacke, J. (2008). MySpace and Facebook: Apply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o exploring friend-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169-174. 

Rideout, V. J., Foehr, U. G., & Roberts, D. F. (2010). Generation M 

[superscript 2]: Media in the lives of 8-to 18-year-olds.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Riesman, D. (1950).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권오석 역 (2009). 『고독한 군중』. 서울: 홍신문화사. 

Ross, C., Orr, E. S., Sisic, M., Arseneault, J. M., Simmering, M. G., & Orr, R. 

R. (2009).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2), 578-586. 

Ryan, T., & Xenos, S. (2011). Who uses Facebook?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shyness, narcissism, loneliness, and 

Facebook us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5), 1658-1664.  

Sanders, C. E., Field, T. M., Diego, M., & Kaplan, M. (2000).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use to depression and social isolation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5(138), 237-242. 

Sarason, I. G., Sarason, B. R., Shearin, E. N., & Pierce, G. R. (1987).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4), 497-510.  

Shah, D., Kwak, N., & Holbert, L. R.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41-162. 



- 96 - 

 

Shoemaker, P. J., Breen, M., & Stamper, M. (2000). Fear of social isolation: 

Testing an assumption from the spiral of silence. Irish Communication 

Review, 8, 65-78.  

Shumaker, S. A., & Brownell, A. (1984).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s.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1-36.  

Smock, A. D., Ellison, N. B., Lampe, C., & Wohn, D. Y. (2011). Facebook as 

a toolkit: A 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 to unbundling featur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6), 2322-2329.  

Snyder, M.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Stefanone, M. A., Kwon, K. H., & Lackaff, D.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social capital and enacted 

support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4), 

451-466. 

Tanis, M. (2008). What makes the internet a place to seek social support. In 

E. A. Konijn, S. Utz, M. Tanis, & S. B. Barnes (Eds.), Mediate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290-308). New York: Routledge. 

Tobin, S. J., Vanman, E. J., Verreynne, M., & Saeri, A. K. (2014). Threats to 

belonging on Facebook: Lurking and ostracism. Social Influence, 10(1), 

31-42. 

Tosun, L. P. (2012). Motives for Facebook use and expressing “true self” on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4), 1510-1517.  

Tosun, L. P., & Lajunen, T. (2010). Does internet use reflect your 

personality? Relationship between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2), 162-167. 



- 97 -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이은주 역 (2012). 『외로워지는 사람들: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서울: 청림출판.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being: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69-1182. 

Wallis, C. (2010). The impacts of media multitasking on children’s learning 

and development: Report from a research seminar, New York, NY: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Walther, J. B. (2007). Selective self-present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yperpersonal dimensions of technology, language, 

and cogn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5), 2538-2557.  

Walther, J. B., & Boyd, S. (2002).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In C. Lin & D. Atkin (E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ety: Audience adoption and uses (pp. 153–188). Cresskill, NJ: 

Hampton Press. 

Wang, H., & Wellman, B. (2010). Social connectivity in America: Changes in 

adult friendship network size from 2002 to 2007.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8), 1148-1169.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Wellman, B., Quan-Haase, A., Boase, J., Chen, W., Hampton, K., Díaz, I. & 

Miyata, K. (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 98 - 

 

Communication, 8(3), 0. Retrieved from http://onlinelibrary.wiley.com/ 

doi/10.1111/j.1083-6101.2003.tb00216.x/full 

Wilson, K., Fornasier, S., & White, K. M. (2010). Psychological predictors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2), 173-177.  

Zhang, Y., Tang, L. S.-T., & Leung, L. (2011). Gratifications, collective self-

esteem, online emotional openness, and traitlike communication 

apprehension as predictors of Facebook us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733-739.  

Zhao, S. (2006). Do Internet users have more social ties? A call for 

differentiated analyses of Internet us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3), 844-862. 

Zhao, S., Grasmuck, S., & Martin, J. (2008). Identity construction on 

Facebook: Digital empowerment in anchored relationship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5), 1816-1836.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Zinkhan, G. M., & Shermohamad, A. (1986). Is other-directedness on the 

increase? An empirical test of Riesman's theory of social charac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7-130.  

 

  



- 99 - 

 

Abstract 

 

Effects of Other-Directed Facebook Use 

on Perceived Social Support 

 

Eugene Cho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urkle’s (2011) claim 

that over-reliance on the digital media may exert negative effects 

on individual’s social lives and relationships. Defined as an 

individual’s excessive sensitivity towards others’ expected or 

presented behaviors on media, ‘hyper-other-directedness’ is assumed 

to induce compulsive media usage patterns among digital media 

users. Unlike Turkle (2011), who suggested such a concept as a 

dispositional trait, this study re-conceptualized ‘hyper-other-

directedness’ as a media usage pattern and focused on how other-

directed use of Facebook, prompted by the fear of isolation, affects 

user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In so doing, other-directed 

Facebook use was defined to have two distinct sub-dimensions, 

impression management (i.e.,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controls his or her self-expression to project a positive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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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al comparison (i.e.,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monitors others’ status and compares it with his or her own in an 

evaluative manner). 

A Web-based survey (N = 316; 151 men, 165 women)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ose with the stronger fear 

of isolation were more likely to exhibit both impression management 

and social comparison. Impression management, in turn, lowere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those who used Facebook more 

intensely, but no such effect was found for those with less intense 

Facebook use. However, social comparison did not have the 

corresponding effect on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current study 

further investigated which type of actual Facebook behaviors were 

linked to other-directed use and found that people predisposed to be 

self-aware of their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creating groups/events, posting photos, 

checking out friends’ social network, viewing relevant and updated 

events in one’s social network, and sharing links containing political 

contents. 

Overall, results demonstrated that it is only when the other-

directedness manifests itself in the overt self-expression that the 

negative effects predicted by Turkle (2011) actually incur. Mere 

observation of others’ status does not seem to lessen user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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