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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스타그램의 인생사진 문화는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공

유되고 있지만, 그 대중적 파급력에 비해 적극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얄팍한 수준에서 이해되어왔다. 많은 연구는 자기 사진 연출에 몰두하는 

20대 여성들을 나르시시즘적이고, 외모 집착적이며, 허영에 빠져 사람들

의 주목을 갈구하는 유아적인 주체로 묘사해왔다. 여성들의 사진연출문

화는 주로 자기에게 천착하는 '병리학적 증상'으로 해석되거나 마케팅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 사회학적 분석의 장으로 적극 편입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같은 시, 공간을 점유하며 일어난 인생사

진 문화의 유행에 초점을 맞추어 20대 여성에게 SNS와 사진이 갖는 의미

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들이 아름다움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NS는 오프라인과 달리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이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

여 자아의 컨셉을 기획하고 스스로의 서사를 창조하고 있었다. 스타일리

쉬한 자아를 전시하기 위해 '인공추억'을 기획하고, '차별화'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치 연예인이 화보를 촬영하듯 사진을 연출했다. 또한 사

진을 다 찍은 후에도 사진을 선별하고 보정하고 후에 '피드'를 정리하기

까지,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맞춰 재조직하는 모습을 보였다. SNS 사진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 

경험에 초점을 두고 관계적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독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20대 여성 평판의 핵심은 아름다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대학에서는 '신학기 전통'과 같이 의례적인 방식으로 외모품평이 이

뤄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외모 평가는 상당 부분 사진을 경유해 일어났

다. 즉 사진이 '첫인상'으로 작동하며 이후 여성들의 관계경험에 큰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여성들은 상대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

를 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가 정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아름다움이라는 '첫 단계'를 넘어야 비로소 개인 대 개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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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가 가능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20대 여성이 '개인'으

로 인식되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청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또한 

SNS는 여성의 평판과 사회적 위치를 공개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했

다. 사진에 달리는 댓글은 품평 권력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

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객

관적으로 수치화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들이 SNS를 통해 보여주고

자 했던 것은 아름다운 사진을 매개로 작동하는 자신의 평판이었다. 즉 

자신의 연출된 사진에 달리는 '좋아요'와 댓글을 지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한편 이성연애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획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살이 찌거나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연애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성애적 매력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자아존중감을 획득했다. 사진은 이성 연

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여성들은 잠재적 

연애상대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사진을 보정하고 전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진을 연출하는 행위를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페미니스트가 못생기고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름다운 사진을 

전시하는 맥락이 있었다.

한편 적극적으로 탈코르셋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인생사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미적노동을 거부하고 배척하

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가진 페미니즘 인식과 아름다움에 대

한 이해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탈코르셋 운동이 단순히 외모

억압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실천일 뿐 아니라, 성적 폭력으로부터 안

전해지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 안전과 위험은 

페미니즘의 핵심 논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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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SNS와 연애를 활용하

는 모습은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위태로움과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여성 청년들은 '청년 문제'를 바탕에 깔고,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SNS와 

연애는 여성들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범퍼 역할을 

했다. 이 연구는 20대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 문제를 젠더관점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페미니즘 담론장 외부에서 보이는 여성 청년의 일상과 현

실을 드러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20대 여성, 디지털 사진, 사진 연출, 외모관리, 평판문화, 외모품평, 

여성 이미지

학  번 : 2017-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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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서론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센터는 2019년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

우르는 트렌드 중 하나로 '컨셉의 연출'을 뽑았다. 영상과 이미지를 커뮤

니케이션의 기본 도구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기능이 아닌 컨셉을 소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SNS에 올릴 수 있는 인생사진이다(김난도 

외, 2018).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인생샷1)'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 180만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인생사진(picture of the day)은 컨셉

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나를 촬영하는 셀카

(selfie)2)와 다르다. 셀카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나를 찍는 것이라

면, 인생사진은 컨셉과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고 배경과 

함께 나오도록 찍는다. 이 문화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의 발달에 따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얼굴과 몸

을 보정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발달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세계를 열었다. 한 설문조사는 

20대 여성의 80%가 주로 자기 사진을 찍고 있으며, 약 51%가 촬영 후 

편집/보정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3). 여성들은 인생사진을 '건

지기' 위해 미리 장소를 물색하고, 컨셉과 의상을 정하며, 후보정을 통해 

'일상의 화보'를 연출하고 있다. 

 상당수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셀카가 노출증과 관음증을 내재한 나르

1) 일반적으로 인생사진은 '인생샷'이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진의 의미

를 강조하기 위해 인생사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2) 물론 '셀카'는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생사진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셀카'를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중심으로 찍는 행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3) 마케팅인사이트, 2013 상반기 (17차) 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8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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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즘적 행위라고 읽어냈다(김민정·이길형, 2011; 신상기, 2014; 이은

지 외, 2015; 김재희·서경, 2018 등). 심지어 미국정신의학협회는 '셀

카 중독'을 정신병 및 강박증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4) 센프트와 베임

(Senft&Baym, 2015)은 셀카를 병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셀카를 주

로 찍는 층이 젊은 여성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젊은 여

성을 허영심이 가득하거나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셀카에 대한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진은 사회과학계열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는데(김형곤, 

2003), 주형일(2001)은 사진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

이 일상화되어있는 반면에 사진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사

진을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작업으로 생각하거나 순수

한 미적 결과물로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더해 

여성의 사진 문화가 진지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에는 남성의 행

위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 문제는 '사소한' '개인

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성차별적 인식도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즉, 인생사진 문화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셀카 문화는 나르시시즘이

나 포스트페미니즘과 같은 개념을 통해 20대 여성을 문제적 주체로 그

려내는 방식으로 분석되었고, 인생사진 문화는 그 대중적 파급력에 비해 

사회학적 분석의 장으로 적극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사진 

문화에 관심을 쏟은 곳은 여성을 소비자로 타겟팅 하고자 하는 마케팅/

관광업계였다(허수진 외, 2018).

한편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 글을 활발

히 공유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페미니즘 대중화의 주역으로 평가받

고 있는 여성들은 많은 상찬과 관심을 받았다. 2015년 이후에 나온 여

성학 연구 중 상당수가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상과 이를 주도해왔다고 평가되는 젊은 여성 주체들에 관한 것이

었다. 이들은 "4050세대 여성들은 미처 생각해내지도, 입에 담지도, 글

로 적을 엄두도 못 낼 언어들"(김수진,2016:173)을 말하는 "이전의 여/

4) "[뷰티아티스트 정한일 칼럼] 셀카중독’은 정신병?" 『bnt news Korea』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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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체와는 결이 다른(장민지, 2016:231)" 존재로 평가되었으나 주로 

워마드나 메갈리아와 같은 디지털 페미니즘 공론장 내 담론에 한정해 분

석되었고, 이와 연속되는 삶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빈약했다. 특

히 탈코르셋 운동이 등장하면서 20대 여성과 아름다움의 관계가 이 맥

락에서만 해석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페미니즘에 '지나치게' 각성되어 

모든 미적 실천을 탈피하려는 '래디컬'들과 구조적인 맥락을 성찰하지 못

하고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알파걸'의 

이분화된 구도 안에서 20대 여성의 외모와 섹슈얼리티 문제가 사유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20대 여성이 놓인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오혜진(2019)은 최근의 선행연구들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가시

화된 페미니스트들을 세대 단위로 포착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들로 명명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이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과정의 역동과 페미니스트들 간의 차이

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한 장에서 현출되는 

논리는 그것을 매개하는 개인에게 완결된 것이라 단언할 수 없는데, 실

천이 전개되는 장의 논리나 행위규칙, 규범이 다른 장에서도 같은 방식

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추지현, 2019).

과연 '메갈'들은 다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할까? 인생사진을 찍는 여성

들은 아직 충분히 페미니즘으로 '계몽'되지 않은 유아적인 존재인걸까? 

연구 참여자 중에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외모에 

많은 공을 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적극 인식하

지는 않지만 탈코르셋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김수아

(2006)는 '일반 여성'이 모인 공간과 '여성주의자' 공간의 대립구도가 형

성되는 것을 경계하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

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대 여성은 '각성된 페미니스트'와 '가부장

적 외모담론에 포섭된 일반 여성'으로 양분되지 않으며 이들의 행위성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포섭되지 않는 잔여적 존재들이 

조명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일상화된 외모품평 문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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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라는 조건과 아름다움의 미디어 매개물로서의 사진이 만났을 때 

여성들은 어떠한 행위성을 보이는가?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일상생활에

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상호작용질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가 설명

하지 못했던 균열과 혼란, 저항의 지점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사진 문화가 등장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20대 여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진을 연출하고 있는가?

셋째, 20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름다움은 어

떤 사회적 실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넷째, 20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의 전시와 페미니즘 실천의 관계는 어

떻게 이해되는가?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그동안 20대 여성들의 사진 찍기 문화는 주로 나르시시즘이나 허영

심의 발현, 또는 주목경쟁의 맥락에서 자기과시문화로 읽혀온 측면이 있

었다. 물론 모두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할 논의이지만, 여성들의 사진 

찍기 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구성되기 때문에 이

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다층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

구자는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인스타그램을 참여/관찰하며 여성

청년들의 인생사진 문화가 얼마나 만연한 것인지, 그리고 '페미니즘 대

중화'와 맞물려 어떤 양상을 띠는지 관찰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해석방식에서 벗어나 인생사진 문화에 대해 청취하

고 그 배경을 풍부하게 기술함으로써 현상의 맥락과 함의를 드러내보이

고자 했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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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20대 여성들의 인생사진 연출 문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 현

상의 여성학적 함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연출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

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생사진을 즐겨 연출하는 지인 2명

을 섭외해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시점에 연구자가 해외에 체류

하고 있던 관계로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방향을 구체화했다.  

이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자의 개인 SNS(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곳에 글을 게시했다. 연구자

는 한국사회에서 외모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이거나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인

에게 연구를 소개해달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하지만 예상 외로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18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해와 인생사진 문화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과 학력, 인스타그램 사용정도와 사진 업

로드 적극성 등을 고려해 10명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학 연구에 자원한 만큼 스스로를 페미

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었으며 "여성학 연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봐", 

"여성학 연구는 도와야죠", "여성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과 같이 인터뷰

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

어서" 등 여성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들은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인생사진을 연출하는 본인에 대해 모순적으로 느끼기도 했는데, "연구주

제가 요즘의 최고 관심사"라거나 "인생사진 포기 못하는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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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샷에 대한 위화감이 있었는데 이런 연구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한 2019년은 탈코르셋 운동5)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운동의 주요 비판 타겟 중 하나가 바로 인생사진 문화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이 인생사진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샷 문화 때문에 페미니즘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

고" 느껴 "인생샷 문화의 유해함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를 지원한 사람

들이 있었다. 이들은 인스타 계정을 '탈코 전'과 '탈코 후'로 나누어 2개 

운영하거나, 탈코 전 모습을 '보관6)'하는 등 탈코 전과 후의 모습을 의

식적으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탈코르셋을 지향하는 연구 참여자들

의 경우 탈코르셋을 기점으로 한 전후 경험을 각각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5)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코르셋’이란, 중세시기 여성

의 허리를 조이는 용도로 사용하던 보정속옷을 추상화한 단어로, 주로 여성에게 요구

되는 외모에 대한 압력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화장이나 긴 머리카락, 다이어트, 하

이힐과 섹스어필하는 복장 등을 지칭한다. (김애라,2019b:44)
6) 사진을 비공개 처리하는 인스타의 기능.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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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출생 직업 지역 인스타 

사용기간

하루 평균 
인스타 

사용시간

게시물 
수

(10/16)
팔로워 수 기타

한강 1995 대학생 서울 4년 이상 1시간 
12분 52 약 5000명

현경 1997 대학생 대구 2년 이상 1시간 
23분

176
/39

약 200명
/약 40명

탈코르셋
지향

희진 1991 대학원생 서울 4년 이상 2시간 605 약 400명

슬아 1998 대학생 서울 약 3년 56분 196 약 300명 탈코르셋
지향

선영 1996 직장인 서울 1년 이하 1시간 
이내 36 약 1300명

진영 1993 직장인 서울 2년 이상 23분 60 약 350명 탈코르셋
지향

은유 1994 직장인 포항 4년 이상 30분 이내 206 약 450명

지현 1994 직장인 서울 약 2년 30분 이내 55 약 100명

혜영 1998 대학생 울산 4년 이상 1시간 39 약 700명 탈코르셋
지향

보라 1994 대학원생 서울 3년 이상 8분 152 약 300명 탈코르셋
지향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2. 심층면접과 사진 설명하기 기법

 이 연구는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사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

기에 심층 면접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삶

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와 피면담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이야기를 하는 방법(조영달,2005:113)이다. 심

층 인터뷰 기법 중에서도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방법을 이용

해 진행되었다. 

사진 설명하기 기법은 언어 중심적으로 진행되던 인터뷰에서 더 나아

가 연구자와 참여자가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연구방법으로서의 민주적 평등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발적 표

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인터뷰 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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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질문

기본정보

1 이 연구에는 왜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2 그동안 어떤 SNS를 사용했었나요? 
지금은 어떤 SNS를 사용하나요?

3 인스타는 언제?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4 인스타 계정은 현재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이유는?

5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몇 번 정도 들어가나요? 
하루에 몇 시간정도 할애하는 것 같나요?

6 인스타그램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나요?

사진 
찍기

1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나요? 
얼마나 자주 찍나요?

2

내 사진을 언제부터 찍기 시작했나요? 
어떤 SNS를 사용하던 때였나요? 
그 때는 사진을 주로 어떤 식으로 찍고 업로드 했나요? 
(일상/비일상/셀카/전신 등)

3 사진 촬영 시에 어떤 측면을 중시하나요? 
(얼굴각도/예술성/선명도/분위기/배경 등)

4 사진을 찍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본 적 있나요?

5 한 번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있다(이상규·홍석경,2014). 또한 기존에 심층인터뷰만 진행했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어색함도 줄일 수 있다.

인터뷰는 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씩 1~2회 진행되었다. 연구 참

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들과 비공개해놓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이들이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 

청취했다. 

인터뷰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던 인터뷰 질문지는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질문지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화를 유도하며 여성들

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이 최대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표2> 심층면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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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을 찍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나요? 
(외모, 장비, 소품 등)

7 사진 찍을 때 어디를 주로 가나요? 

관계

1 보통 누구와 있을 때 사진을 찍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주변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가요?

사진 
선별

1 사진은 어떻게 저장하나요?

2 어떤 식으로 정리하나요?

3 어떤 과정을 거쳐 보정하나요?

업로드

1 사진의 업로드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사진을 올릴 때 상정하는 사진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3 '스토리'와 '피드'는 어떻게 구분하여 업로드하나요?

4 해시태그는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5 인스타그램 말고 또 사진을 업로드 하는 곳이 있나요? 

학습

1 인스타에서 주로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나요? 
인상 깊은 사람이 있다면?

2 보정/필터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3 인스타를 통해 옷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해본 적이 있나요?

4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를 볼 때 어떤 것을 위주로 보나요?

상호작용

1 사진을 업로드하면 주로 어떤 반응이 오나요?

2 어떤 반응을 기대하나요? 
(좋아요/팔로워 증가/ 댓글 등)

3 그 반응이 사진을 찍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4 사진 때문에 칭찬이나 욕을 들은 적이 있나요? 
(너무 잘 나와서/못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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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

1 인스타그램이 실제 나를 얼마나 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 인스타그램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나요? 

3
사진 속 인물이 나와 동일하다고 느끼나요? 
사진을 통해 표현된 자신과 실제 모습은 어떤 공통점/차이
점이 있을까요? 

4 인스타그램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5 어떤 사람이 나를 팔로우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6 어떤 사람이 나를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나요? 

7 사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추억회상/외모관리/관계유지 등)

8 사진을 찍으면서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9 사진과 실물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10 사진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해본 적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11 내 외모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스타그램

1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2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해본 경험이 있나요?

3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4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왜 그렇게 느
끼나요?

페미니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라고
인식하는 

경우)

1 처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했나요?

2 지금은 주로 어디에서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고 있나요?

3 스스로가 어떤 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나요?

4 성차별을 명징하게 인식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5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6 아름다움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7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페미니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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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 이론적 배경

1 절 20대 여성과 포스트페미니즘

1. 포스트페미니즘과 SNS 

 2015년 초, 한국 페미니즘은 침체되어 있는 듯 보였다. 대학 내 여성

학 수업은 폐강되었고, 각 학교의 여성학과 또한 폐지되었다(이다혜, 

2012).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었으며 페미니즘

은 학계와 운동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젊은 여성들을 '알파걸'로 지칭

하며 여성의 능동성과 선택권의 확대를 강조하는 '여풍' 담론이 미디어를 

휩쓸기도 했다(전혜인, 2014). 예쁘고 능력 있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혹은 비슷한 권리를 누리고 있

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혹자는 이 상황을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으로 설명했다. 앤 브룩스(Ann Brooks, 2003)의 정의에 따르면 포스트

페미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오늘날 '양성평

등'이 일정 수준 선취되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 과거의 여

성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다양한 포

스트-이론들, 즉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 식민주의와 

비판적으로 경합하며 관계를 맺는 페미니즘 이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전자를 이르는데, 포스트페미니즘 

담론은 여권이 충분히 신장되었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보로 페미니즘 없이도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유림, 2016). 즉 페미니즘과 신자

유주의가 결합하는 지점에 포스트페미니즘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정

인경, 2016; Mcrobbie, 2004; Gill, 2007 등). 질(Gill, 2007)은 포스

트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층위에서 접속한다고 

본다. 첫째, 포스트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 모두 개인에 집중한다. 둘째,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포스트페미니즘적 주체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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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치/기획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공명한다. 셋째, 대중문화가 독

립적 주체로 여성을 지목한다. 

서동진(2009)은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론을 차용하여 신자유

주의 시대의 주체와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1990년

대 말 경제위기가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의 바

람직한 삶의 태도와 실천 전략을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적 규범을 만들었

다고 주장했다. 변화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

로 여기며 자아정체성을 자신의 소유물으로 여긴다. 권력은 개인을 일방

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 자신에게 부과

된 권력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집행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하게 된

다. 각종 노동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고용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고 책임지는 자기계발적 주체로 변화했다. 이에 대

해 엄혜진(2015)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의 몰성성을 지적하며, 

여성들은 '개인'이 되라고 요구받지만 '개인'이 될 수 없었기에 '속물'이 

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한다. 여성 교육률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에게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

다. 그 과정에서 목표지향적인 성공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기

획하고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여성들은 공사영역안팎에서 

자신의 일상을 자산가치화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여성상을 제안하

는 여성 자기계발 담론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주창하는 페미니즘 담론

과 공명하며 여성의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축소했다. 

일부 학자들은 포스트페미니즘이 사회구조에 대해 치열하게 비판해온 

페미니즘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탈각하고, 여성의 행위성을 소비와 스타

일의 추구라는 협소한 범위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반페미니즘

(anti-feminism)'이라 일컫기도 했다(Faludi, 2017). 포스트 페미니즘

이 여성의 지위를 바꾸고 사회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혁명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

(Gill, 2007)은 포스트 페미니즘이 과거의 페미니즘과 여전히 관계 맺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포스트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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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은 과거의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등 다양한 조류의 페미니즘이 혼

재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포스트 페미니즘을 단순히 안티-페미니즘

으로 보는 것은 페미니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보라a(2011)는 언뜻 보면 가부장적 미적 실천에 포섭된 공간

으로 보이는 뷰티 카페의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배

경을 설명하며, 여성의 공간이나 행위를 이분화 하여 분석하는 것을 경계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 외부를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회에서, '페미니

즘적인 것'과 '신자유주의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가

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벌이는 정치적 

행위성과 대안적 함의들을 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포스트 페미니즘 담론을 여성의 SNS용 사진연출 실천에 

적용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셀프 브랜딩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SNS에서 선별된 자기 모습을 전시하는 여성

들의 행위를 설명할 때 더욱 유용하다. 현실에서 여러 환경적 제약 때문

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면 SNS에서는 삶이   

'리셋'되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김예란(2015)은 SNS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소비적이

고 자기계발적인 포스트페미니즘의 가치와 결합하고 있다고 보았다. 

SNS는 자유롭고 유쾌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여성들에게 과거의 그 어떤 

공간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SNS는 여성

들의 욕망과 이상을 건드리며 여성들로 하여금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

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아를 실현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여성들은 자

신의 여러 모습 중 어떤 것을 골라 게시할지, 피드를 어떤 색감으로 꾸

밀지, 팔로워 수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서

사를 창조한다. 이때 팔로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자아상

은 그 자체로 브랜드화 된 자아(branded self)라고 할 수 있다(Hearn, 

2008). 여성들의 SNS 실천을 분석하는 일은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

는 이상적 자아 이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놓인 위치와 그간 페미니

즘의 성과를 짚어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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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페미니즘 분석

 한국에서 여성들은 "예쁠 때에도 예쁘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좋을 때

에도 나쁠 때에도, 무언가 기대와 희망을 품을 때에도 실패와 좌절을 겪

을 때에도 언제나 예뻐질 걱정"을 한다.(이영아,2011:6). 아름다운 외모

는 역사적으로 이상적 여성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여성은 

나이나 위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몸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외모는 여

성이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도 권력을 우회적으로나마 획득할 수 있는 유

일한 자원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외모와 몸에 대한 오랜 성차별적 이분법

을 깨부수려는 도전은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개입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었다(bell hooks, 2015:85).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외모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며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다.

 그런데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의미가 이전과 

다르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과거에 예쁜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었다면, 

현재 예쁜 여자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영아(2011)는 

한국 여성들이 예뻐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히게 된 과정과 의미를 분

석하며, 몸 가꾸기 문화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

다.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은 더 나은 몸을 통해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공명하며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

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상품가치화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관리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가치 있는 투자로 여겨졌다. 더군다나  

'못생긴 여자는 없다. 꾸미지 않는 여자만 있을 뿐'과 같이 아름다움이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언설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외모

관리는 절제와 인내력 등 자기 관리의 지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외모가 취업, 결혼, 대

인 관계,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각종 미용성형과 화장,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의 몸을 규율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외모관리가 '억압'인 동시에, 여성들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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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

성에게 더 많이 욕망하라(we want more)고 외치며 여성의 자아실현을 

주창했던 페미니즘이 여성의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추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에 외모관리가 '억압'의 문제였다면, 이제 여성의 외

모관리는 '욕망'과 결부된 문제로 인식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외모

관리 문화에 대한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고발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주체가 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서설아(2000)는 여성들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욕망을 '가부장적 사

회의 음모'로 읽어내는 설명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여성을 비

가시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욕망이 성별권력 관계와 소비자본

주의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날씬한 여성만

을 '여성'으로 호명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안정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아이돌 문화의 '본산지'이자 

전 세계 뷰티의 '성지'로서 미용성형이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페미니스

트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문화적 불평등과 의료제도의 실천, 그리고 몸

에 대한 소비자본주의적 집착이 공모한 결과로 읽어냈다. 태희원(2012)

은 기존의 미의 의료화 담론이 의료화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능동성이

나 상호작용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비가시화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들의 행위성을 미용성형 의료가 여성과 상호작용하며 구

성되는 권력의 효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김애라(2019a)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아름다움에 

관한 미적 경험과 감각을 빠르게 바꾸어놓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여성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

되며, 아름다움에 관한 여성들의 욕망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김애라가 SNS 스타를 중심으로 디지털 노동의 관점에서 아름

다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사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아름다움은 상대

적으로 평가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인정을 매개로 

작동한다. 따라서 20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사진이 갖는 의미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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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놓여있는 대학공간의 상호작용질서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확산된 페미니즘 가치관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

식이 만날 때 이들이 어떤 행위성을 보이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절 온라인 자아와 인상관리 연구 : '연극적 자아'와 SNS 

인터넷이 더이상 현실과 분리된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 자아연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인

터넷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첫째, 온라인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자아와의 관계, 둘째, 온라인 가상공간이라는 맥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기표현 행위의 특징에 집중해왔다(최샛별·엄인영, 2006). 온라인 정

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데 먼저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실

현하고 정체성을 유연하게 실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S. Turkle, 1995).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페미니스트

들이 주목해왔는데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구축된 공간인 

만큼 성별, 계급, 인종, 국적과 같은 물적 조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

되었기 때문이다(권김현영 외, 2017). 반면에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

로 인해 현실 자아와 사이버 자아가 분리되어 파편화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연구들도 있었다(황경식, 2003). 이 연구들은 온라

인과 현실이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수현과 동료들

(2014)은 SNS에서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익명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온라인이 결코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인

과 모르는 사람들을 동시에 직면하는 SNS의 특수한 상황이 보다 더 세

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이 바로 고프만의 연극적 자아와 인상관리 개념이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2016)은 타인이 자신을 인지하고 평가

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는 과정을 '인상관리'라

고 규정했다(Shlenker, 1980; 최샛별·엄인영,2006에서 재인용). 그는 

일상생활을 하나의 공연(performance)에 비유하며, 사람이 마주하는 환



- 17 -

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자아를 연기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인상관

리는 대체로 행위자, 청중,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Schlenker and Weigold, 1992:142; 이항우, 2013에서 재인용). 첫

째, 인상관리는 행위자가 자신에 관해 갖고 있는 자아상에 영향을 받는

다. 둘째, 인상관리는 행위자의 공연을 지켜보는 청중에게 영향을 받는

다. 즉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고려가 인상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셋째, 인상관리는 행위자의 자아표현이 일어나는 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즉 행위자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한다. 행위

자는 무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조절/협상하며 청중에게 가장 이상적

인 모습을 보며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행동이 타인들에게 '이상적'이라고 보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문

화적 규범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춰 드러내 보이는데, 

고프만은 이 현상을 '이상화'(idealization)라고 명명했다. 

그간 고프만의 논의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아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왔다. 먼저 최샛별과 엄인영(2006)은 고프만의 논의를 활용해 싸

이월드 인상관리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SNS에서 

자신을 관객지향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며 일종의 '공연'을 한다. 이때 사

람들은 미니홈피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소

통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방명록과 댓글 같은 기능을 주로 이용

하고, 싸이월드를 자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사진

첩이나 다이어리 등을 주로 이용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주는 정보', 즉 

언어나 사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메뉴 

폴더의 구성이나 미니홈피의 분위기, 혹은 이미지와 같이 그 공간을 구

성하는 방식인 '흘리는 정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수현과 동료들

(2014)은 SNS의 특성 중 '경계 없는 무대'와 '비몰입' 상황에 주목하여, 

고프만이 진행한 무대의 전면과 후면의 분리, 상호몰입과 같은 상호작용

에 대한 논의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먼저 그들은 온라인 세계에서의 상

호작용은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던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뒤섞여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프만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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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각자가 대면하는 '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다르

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공연자는 직장 사람들과 친구들, 가족, 친척

들과 각각 다른 무대를 공유하며 상대를 다른 태도로 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각 팀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관객분리'를 보장

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연자는 상호작용 중에 

있는 한 팀에게만 몰두하지 못하고, 여러 팀의 구성원들을 동시에 마주

하고 있다는 일종의 '비몰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즉 SNS에서는 늘 

여러 팀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보다 

주의 깊게 선택된 '이상화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그간의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스타그

램에서의 실천은 비교적 덜 주목받아왔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이미지

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매우 세심하게 연출해 공개한다. 이때 행위자는 

인스타그램을 상황정의 하는 방식에 따라 지인들과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PR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는 자신이 게시하는 사진이 다양한 '팀'

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사진을 검열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을 전시하고, 지인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실에 기반을 둔 모습을 공

유하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SNS 이용자들은 사진 외에도 피드 색감, 

팔로워 수와 게시글 수 등을 끊임없이 조정하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간

접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한다. 행위자와 SNS는 끊임없이 새

로운 교집합의 영역을 만들며 타인들에게 보이는 '나'를 조정하고 하나의 

공연을 펼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여성들이 직접 생산, 연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미지화

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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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디지털 공간의 놀이노동

전통적 시각에서 놀이는 노동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하위징아(Huizinga, 2018)는 모든 문화 현상의 기원을 '놀이'에서 찾으

며 놀이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어떠한 목

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기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인간의 놀이는 생산

이 아닌 여가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은 경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활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의 논리가 약해지고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정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노동

의 성격과 수행방식이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

이 제시되는데, 물질적 노동이 상품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

다면, 비물질 노동은 지식, 상징, 정동 등 물질적이지 않은 가치를 생산

한다(Lazzarato,1996).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지적 능력이 

주요하게 부각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공간이

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다양한 감정 활

동을 생산한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을 하는 행

위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이라고 개념화되었다. 디지털 노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다. 브룬즈(Bruns,2006)는 사람들이 단순히 대량생산 

문화의 소비자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 역할을 하는 생용자(produser)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디지털 

노동을 긍정적으로 조망했다. 젠킨스(Jenkins,2006)도 디지털 노동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문화'로 읽을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디지털 노동이 미디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수익 창출의 원동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자료들은 디지털 미

디어 기업의 비즈니스 원동력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Terranova,2000). 즉 디지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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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시대에서 노동에 속하지 않았던 영역은 노동이 되고 자본주의에 

복속된다. 김애라(2016c)는 디지털 노동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

적하며 10대 페북스타 여성들의 디지털 노동이 SNS 플랫폼의 수익창

출을 위한 원천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들의 디지털 노동은 

소셜미디어의 생산방식인 '자기전시'와 '자기구성'적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때 성별이라는 변수가 디지털 노동의 구체적 내용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10대 페북스타들은 기존의 이성

애적 여성성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현

하며 '여자 되기'를 갈망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활동들이 모두 SNS 

기업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컨텐츠 생산은 외피상 자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 의미의 '디지털 노동' 개념이 자본에 포섭되는 놀이의 

결과로서의 노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놀이노동(play labor)'이라는 

개념은 노동이 갖는 놀이의 성격을 좀 더 강조한다. 강신규와 이준형

(2019)은 '놀동(playbor)'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이돌 팬덤의 행위를 설

명하는데, 연예인을 위한 팬의 노동은 자신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아이돌 산업에 의해 수익창조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놀동

은 아이돌 팬덤의 양가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은 

놀동 개념도 결국 '노동'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노동을 왜 그

리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 노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팬덤

이 산업자본에 의해 착취 혹은 포섭되는 맥락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산업

과 팬들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아이돌 

산업이 정교화 되고 있는 만큼, 팬들도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놀이와 노동 사이의 관계나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동 

개념을 사용"하며 놀이노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이 연구는 강신규와 이준형의 시도에 착안해 인스타그램에서의 

인생사진 문화를 놀이이자 노동의 측면을 가진 '놀동'이라고 규정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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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의 디지털 노동도 '놀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들이 '좋아요'와 '팔로워'를 많이 얻기 위해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게

시하는 과정은 SNS 플랫폼에 의해 전유되어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김애라,2016b). 하지만 이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 혹은 자

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해간다는 성취감도 무시해서는 안 될 주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왜 이러한 노

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 노동의 실천양상은 어떠하며 계속해서 디지털 

노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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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 인생사진 문화의 배경과 인스타그램의 특징

1 절 디지털 사진 문화와 사진의 의미변화

1. 디지털 사진 문화의 변천사

근대 이후로 '보는 것'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증대되었다. 

근대문화가 시각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면서(천정환, 2004) 시각은 우리

가 일상을 경험하는 지배적인 감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사진

과 이미지의 중요성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이영아(2011)는 한국여성이 

어떻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욕망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하

며, 조선여성의 몸이 처음으로 "찍혔던" 순간을 조명한다. 조선 여성은 

1800년대 후반에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에 의해 처음으로 인쇄매체에 등

장했다. 사진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원근감

을 형성하는데, 여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인식

하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진은 '객관적'인 나의 모습7)

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후에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고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진의 개념이 점차 바뀌었다. 디지털 이미지는 무한

대로 복제/보급될 수 있고 사후적인 수정/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

날로그 사진과 구분된다. 이러한 특성은 시각문화, 그리고 여성의 몸을 

변형가능한 조형적 객체(plastic body)로 보는 남성적 시선 체계와 맞

물려 새로운 디지털 사진 연출 문화를 낳았다. 사진 문화는 디지털 기

기,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함께 꾸준히 10대, 20대 여성들의 대중적 문

화의 한 부분을 담당해왔다. 20대 여성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유행에 

따라 SNS 플랫폼을 바꿔가며 사진연출 문화를 향유해왔다.

7) 물론 사진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촬영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부터 앵

글, 노출, 포커스 등 사진 촬영에 관한 전 과정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식/무의식적

인 의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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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사진 문화의 시작 : 스티커 사진과 ‘얼짱’문화

‘사진 스티커’ 인기

우표처럼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사진 스티커’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

기를 얻고 있다. 자동판매기처럼 생긴 즉석 사진기 앞에 서서 촬영을 하

면 50초 만에 바로 우표만한 크기의 사진 스티커 16장이 나온다. 스티커

사진 16장의 가격은 3천원. 간편하게 만든 스티커 사진 용도는 다양하다. 

학생들은 노트나 연필, 교과서 등의 학용품 주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붙이

기도 하고, 이성 친구나 애인이 항상 사용하는 물건에 붙여 자기를 늘 생

각하라는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 (한겨레, 1996년 1월 8일 11면)

10대, 2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디지털 사진 연출 놀이의 

시작은 바로‘스티커사진’이었다. 96년경 등장한 포토 스티커 자판기

는 젊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공간으

로 자리 잡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사진과 유명 연예인을 합성한 스티커

사진을 가방이나 문구 등 곳곳에 붙이고 다니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

다.8) 스티커사진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1998년경에 스티커사진 전문

점이 150곳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스티커자판기에 들어가는 동전과 지

폐만 모두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9)

초반의 스티커사진이 배경그림을 선택하고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의 소

품을 이용해 그 위에 인물을 합성하는 형태였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보

정기능이 추가된 스티커 사진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진의 디지털화 덕분이었다(이동후, 2004). "스티

커 사진은 옛말이 됐고 이제 포켓사진 시대"라며 "주근깨나 점 등은 감

쪽같이 숨겨주는 대신 얼굴을 최대한 화사하고 '뽀얗게' 처리해 누구나 

실물을 능가하는 '선남선녀'로 변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광고도 등장

했다.10)

8) "'포토스티커' 전문 체인점 등장" 『연합뉴스』1998.01.21
9) "'사진스티커'로 '스타기분' 내봐?" 『동아일보』 1998.07.13
10) "[젊은 층 겨냥 '포켓사진' 뜬다]"멋진 내사진에 나도 반했어요."" 『동아일보』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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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 사진 문화의 변천사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중반~현재

주 사용
디지털
기기

PC, 온라인 캠, 
카메라폰,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전문 카메라

커뮤니티
/SNS 5대 얼짱카페 버디버디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텍스트+사진)

인스타그램(사진중심)

사진기법
'캠사진'

'얼짱각도' 등장 
:하얗고 눈크게

'얼짱각도'
+패션 강조

(싸이얼짱패션)

셀카+ 인생사진
장소와 의상을 맞춘

컨셉을 강조

보정 PC 포토샵 
SNS 자체 기능

스마트폰 보정 어플 +포토샵
SNS 자체 기능

스타 얼짱 페북스타, 인스타스타  

 몇몇 학자들은 휴대폰 사진 찍기 놀이가 전 세계에 확산된 요인으로 스

마트폰의 보급을 뽑지만, 김경화(2017)는 한국과 일본에서 스마트폰의 

출시에 훨씬 앞서 휴대폰 사진 찍기가 일상적 실천으로 정착했다고 주장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진 찍기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에는 얼짱 신드롬이 있었다. 디지털 사진 연출 문화에 불을 지핀 것

은 바로 2003년에 창설된 '얼짱 카페'였다. 얼짱은 '얼굴 짱'의 줄임말으

로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얼짱 신드롬은 

2002년 한 고등학생이 개설한 '오대 얼짱카페'와 함께 시작되었는데(박

근호, 2005), 얼짱 카페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중에서 투

표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5명의 얼짱을 선정했다. 얼짱이 큰 반향을 

일으킨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얼짱으로 뽑힌 이들이 바로 일반 학생이

었다는 점에 있다. 얼짱 카페의 운영자는 "연예인보다도 제 또래의 예쁜 

아이들 사진을 발견하면 퍼다가 모아놓는 게 취미"였는데, "일반인, 특히 

또래 학생들 중에도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서 "팬클럽 같은 형

식으로" 카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같은 글, 2005). 평범했던 사람이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시간에 유명해지는 일이 생기면서 얼짱은 연예

계로 가는 첫 관문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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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 1대 5대 얼짱 사진 (출처 : 5대 얼짱카페)

얼짱카페가 개설된 초기에는 사진촬영에 전문화된 디지털 기기와 소프

트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사진 스캔본이나 PC캠으로 촬영한 

사진이 많았다. 캠은 주로 PC 모니터 위에 달려있었기에 당시 주로 유

통되던 캠사진은 얼굴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목구비와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디지털 카메라와 카

메라가 달린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얼짱 문화는 급물살을 타

게 된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한 사진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인화 비

용이 들었던 필름 카메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를 제공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찍을 수 있었고 아무리 많은 사진

을 찍어도 비용이 들지 않았다. 카메라폰은 사진을 찍고-편집하고-전송

하고-공유하는 과정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셀카'라는 새로운 유

행을 만들어냈다. 

  2) 디지털 사진 문화의 확산 : 국민 블로그 '싸이월드'의 등장

얼짱카페가 얼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싸이월드라는 한국형 블로그의 등장은 얼짱의 진입문이 

조금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셀카

는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대 인터넷 이용자중 8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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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11) 조선일보는 여기저기서 셀

카를 끊임없이 찍는 문화를 새로운 현상으로 지칭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

다. 싸이월드는 '얼짱 코너'를 따로 두어 순위별로 얼짱 리스트를 띄웠

고, 얼짱들의 하루 미니홈피 방문자수는 수만 단위를 오가며 연예인만큼 

혹은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다. 

 싸이월드가 생기면서 얼짱 문화에 포섭되는 사람의 범주가 전보다 넓

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

다. 싸이월드 얼짱의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얼짱 패션'이라 통칭되는 패

션 감각을 갖추는 것이었는데, 얼짱 문화의 주 참여자인 고등학생이 화

려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유는 "쭉빵12)했던 애들이 그런거 완전 선도"했다며 "걔네들이 리더 

같고 되게 부"러운 감정을 느꼈었다고 회상한다. 희진과 진영도 싸이월

드의 셀카문화가 소위 "노는 친구들" 혹은 "인싸13)"문화였기 때문에 본

인들은 그 문화에 끼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희진 : 셀카 하면은 되게 노는 애들만 하는 거. 싸이도 노는 애들만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할 그게 없었고.(중략)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보

급]되면서는 약간 누구나 사진을 셀카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얼

짱들만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되니까. 

반면에 한강은 싸이월드 때부터 캠사진, 폰사진 등을 찍고 업로드해왔

다며 당시 유행했던 사진 보정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셀카 이미지의 장르적 특성이 존재하며, 

여성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이버 네트워크에 자기초상을 전시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대한민국 인터넷 인구 3536만 명, 이용률은 77.1%", 『아시아경제』2008.09.30
12) 10,20대 여성들이 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13)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

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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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사진 문화의 전문화 : 인생사진 문화

이후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를 대체하고 핸드폰 카메라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맞춰 발전하며 '인생사진'의 시대가 도래한다. 

인생사진의 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한 

사진 보정 어플리케이션의 괄목할만한 진화다. 과거에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PC 포토샵을 사용해야했는데, 포토샵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했

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포토샵 프로그램이 PC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USB로 컴퓨터에 옮겨 

보정을 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었다. 진영은 싸이월드 시절에 "사진을 전

송하는 게 되게 귀찮"았다고 회상했다.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이걸 해

야 되고 꼭 컴퓨터에 연결하면서 오류 뜨고, 그러려면 막 전 스카이였는

데 스카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다운받아라. 그래서 또 다운 받으면 또 

안"됐다고 하며 싸이월드 시절에 사진을 보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

했다.

이후 핸드폰과 함께 각종 사진보정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되면서, 누구

나 전문 사진사 수준으로 사진을 찍고 보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

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의 80%가 주로 찍는 것이 자기 사

진이며, 촬영 후 편집/보정 기능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1%에 달했다.14) 포토샵과 각종 사진보정 소프트웨어는 잡티 하나 없

는 피부, 비현실적으로 큰 눈과 같은 '완벽한 외모'를 실현가능하게 만들

었다. 과거에 외모와 사진에 관심을 쏟는 것이 '잘나가는' 일부 여학생들

의 일탈 행동이었다면, 지금의 여학생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

는 일이 된 것이다(김애라, 2019a).

'인생사진(pic of the day)'은 컨셉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에 기획된다는 

점에서 '셀카(selfie)'와 구별된다. 셀카 사진의 경우, 주체와 피사체가 동

일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일정한 구도 안에서 이뤄진다. 휴대폰 카메라

를 조작하는 주체는 팔을 최대한 뻗어 가능한 한 멀리에서 피사체를 조준

14) "2013 상반기 (17차)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7-08호" 『마케팅인사이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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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하지만 팔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

리 가려고 해도 얼굴이 어느 정도 클로즈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카

를 잘 찍기 위해서는 얼굴을 카메라보다 45도 정도 아래에 두고 위에서 

찍음으로써 얼굴을 작아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사진 찍는 주체의 신체적 

한계와 자신을 아름답게 전시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해진 사진 찍기 실천

은 '셀카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김경화, 2017). 

반면 인생사진은 배경과 의상이 함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삼각대와 같

은 별도장비나 사진을 찍어줄 동료가 필요하다. 또한 장소와 의상이 사

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2. 관리대상으로서의 사진

근대사회에서 사진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공인하

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형곤(2003)은 사진관의 반짝반짝한 천

장식과 금빛 의자, 당당한 자세, 비현실적인 배경, 의상 등이 부르주아적

인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노동 계급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계층을 감추고 계급상승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분

석한다. 사진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모범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규율해왔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사진을 모방해 시각적으로 재

현함으로써 일종의 도취적 환상을 느꼈다.

사진의 규율적 기능은 아날로그 사진의 지위를 디지털 사진 이미지가 

대체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2010년대 초반, TV에서 방영했던 서바이

벌 프로그램만 70개가 넘을 정도로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행했

다. 현재 20대인 청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자라

온 세대로,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역전을 하는 것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진이 가진 '인생역전'의 위력은 

월등하게 컸는데, '얼짱강도15)'나 '얼짱거지16)'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

15) 칼로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갈취한 여자 강도가 예쁘다는 이유로 큰 화제가 되었다.

네티즌은 그를‘얼짱강도’ 혹은 ‘강짱’으로 부르며 팬 카페(cafe.daum.net/rkdehdjfWKd.

개설일 2004. 01. 22)까지 만들었다. 이 팬 카페는 이씨의 범행을 미화하는 글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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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멋진 사진 한 장으로 

스타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못 찍힌 사진 한 장

이 인터넷에서 무한공유되며 영영 '박제'되어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조롱

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노오력'해도 사회적 성공을 거머쥐기 

어려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진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가능성과 인터넷 

문화의 실제적 영향력을 실감했다. 아날로그 사진이 '객관적 사실'을 증명

하고 실재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해주는 구조였다면, 디지털 사진은 자기

복제나 조작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용도가 된 것이다. 여

기서는 증명사진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증명사진관은 전후가 확

연히 다른 "증명사진 보정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내걸고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은 자연스레 또 하나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여성

들은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형을 할 예정일 경

우 사진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있었다. 또한 페미니스트로서 외모강박으

로부터 탈출하고자 '탈코르셋'을 실천했었던 한강의 경우에도, "예쁘지 

않은 사진"은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에 화장을 다시 시작하자 사진은 자연스레 그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한강 : 사진을 아예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

으니까? 나한테 사진은 뭔가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온 모습을 사람들에

게 보여줘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순간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내가 지금 예쁘지 않으니까 찍을 이유도 없

고. 안 찍었던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하는 날에는. 그래서 화장 다시 하고 

다시 꾸미기 시작하니까 셀카도 다시 찍게 되고 인스타도 다시 열심히 하

게 되고. (그 때는 인스타도 많이 안 했어요?) 화장을 안 하고 디폴트로 

입고 다니던 당시에는 사진도 거의 안 찍고 인스타도 안했던 것 같아요. 

올라왔으며, 후에 이씨가 검거되자 구명 운동까지 크게 일어났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외모지상주의’의 병폐로 보며 크게 조명했다.
16) 직장에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뒤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한 남자가 우연히 찍

힌 사진 한 장에 하룻밤 새 벼락스타가 됐다. 각종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명

했고, 그의 팬들은 돈을 모아 그에게 전달했다. 후에 그는 패션모델로 발탁되었지만

곧 지나친 언론의 관심에 부담감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현재 그의 사연을 소

재로 한 영화가 제작중이다. ("중국 '얼짱거지' 패션모델 데뷔" 『SBS 뉴스』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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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 사실 중학교 때 사진 안 찍었던 게 웃긴데 엄마가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왜냐면 얘는 성형시킬 거니까. 과거사진이 남

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애였고 제가 

사실 늘 과체중이었기 때문에 좀 웃겨요. 그렇게까지 강박을 가질 과체중

도 아니었는데 통통한 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아 비대칭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정한 내 셀카

가 있고 이걸 내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이 찍는 후면 카메라는 엄

청 뚱뚱한 애로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애들이 찍으면 엄청 화내고 

지우라고 성내고 그랬어요. 

여성들에게 사진이란 단어에는 그 자체로 '예쁜' 이라는 수식어가 내재

되어 있다. 예쁘게 꾸미지 않은 날 찍은 사진은 '혼자 보는' '추억용'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사진이 현실을 압도하기도 한다. 슬아는 엄마가 이후

에 성형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사진을 찍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회상한

다. 미래에 완성될 '진정한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기록하지 말라는 것

이다. 그래서 슬아는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자신에

게 중요한 날을 기념하고 기록하며 스스로 의미를 남기는 것보다 성형 

전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자기관리와 자기통치

가 시대적 명령이 된 사회에서 사진의 의미 또한 변화하였다. 사진은 더 

이상 나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매개가 아니며, 철저한 기획과 관리를 

통해 규율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아름다움이 민주화"된 시대에서(김

애라, 2019a) 사람들은 초상사진을 통해 일시에 얼짱이 되기도, 사기꾼

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여성의 외모에 대한 품평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도처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사진들은 '모범적'인 얼굴의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정상적'인 외모에 대한 강박을 강화한다.

'인생'사진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여성에게 사진은 더 이상 객관적으

로 내 모습을 재현해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며, 자신의 외모 수준을 단

숨에 드러내고 나를 한순간에 스타로 만들어 인생역전을 시켜줄 수도 있

는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띄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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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인스타그램의 매체적 특징과 그 의미

1. 인스타그램의 특징

인스타그램은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는 취지로 2010

년에 만들어진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다. 블로그가 시간을 들여 정보

를 가공하고 장문의 텍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인스타그램은 

철저히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메라와 소셜미디

어를 결합한 인스타그램은 소셜미디어의 중심축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넘

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강보라, 2018).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

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10억 명이며, 일간 활성 사용자는 

5억 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한국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최근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중 51%는 작년보다 올해에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쓰고 있고, 

46%는 내년에는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자 참여도의 경우 

SNS 중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 팔로워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가 무려 58배나 더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일 평

균 42억 회의 '좋아요'가 생성되며, 한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 개수도 

대략 1,200개 정도로 집계된다.17) 또한 한국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일

간 게시물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스토리'의 인기도 높

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후 사라지는 게시물로 일상

의 모든 순간을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일간 

활성 사용자는 3억 명으로 전년 대비 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18)

17)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인스타그램 통계 2019" 『#태그라이브 트렌드리포트』

2019.01.17
18) "인스타그램 한국이용자 50%↑.. 트렌드, 쇼핑에 관심" 『뉴시스』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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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스타그램 메인화면

① 공개/비공개 여부 : 내 계정을 모두에게 공

개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팔로우 신청을 받아

준 사람에게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② 총 게시물 수

③ 내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의 수

④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의 수 

⑤ 프로필 소개 작성란

⑥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사진을 둘러싸고 있

는 회색 동그라미는 사용자가 '스토리'를 올

렸음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텍스트를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데,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돼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하루 동안만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용자들에

게만 공개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스토리는 일반 포스팅과 달리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없다. 하

지만 누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가능하

며, 스토리를 본 후 당사자에게 다이렉트 메

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⑦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 기능 : ⑥번에서 올린 스토리들은 따로 모아 '폴더'를 

만들 수 있다. 이 폴더의 개념이 바로 하이라이트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고 싶지

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을 스토리에 올린 후 '하이라이트' 해놓

으면 피드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한상기(2014)는 인스타그램의 성공요인을 총 3가지로 뽑는데 첫째는 

카메라 필터를 제공한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중심의 매체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때 인스타그램의 필터는 사진을 

보다 전문적이고 분위기 있게 탈바꿈하는 기능을 했다. 두 번째로 스마

트폰의 빠른 보급과 지속적으로 개선된 카메라의 기능도 인스타그램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는 소셜기능의 채택이다. 소셜중심

이나 필터 중심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카메라와 소

셜미디어를 하나로 합쳤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 모두 인스타그램이 시각

적 소셜미디어라는 점과 관련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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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대 여성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까?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제 2의 집"으로 인식하며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다. 혜영은 "기분이 안 내키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을 다 비공개로 돌려 아무 것도 뜨지 않게 만든다. 한강도 "우울해질 때

마다"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느낌으로" 비활성화를 한다. 남자친구에

게 "서운한 거 조금 티"낼 때도 비활성화를 한다. 

오늘날의 20대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SNS를 

사용하며 온라인 공간을 소통의 도구로, 또 나를 어필하는 공간으로 활

용해왔다. SNS를 싫어했던 선영이 페이스북을 만든 이유가 "친구가 자

꾸 저를 태그를 하고 싶어 해서"일 만큼 SNS는 20대 여성들에게 일상

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현실과 가

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SNS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직접 게시하는 사진 뿐 아니라 팔로잉 수, 피드 분위기, 비공

개, 비활성화 등 인스타그램의 모든 기능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낸다. 즉 

인스타그램은 여성들이 자신을 투영하여 스스로의 서사를 적극 드러내는 

공간으로, 20대 여성 연구에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장이 된다. 

2. 여성들의 새로운 롤모델, 인스타스타

소셜미디어가 개인들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아 브랜드를 구축하는 장

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마이크로셀럽(micro 

-celebrity)이 등장했다. 이들은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자신이 특성화된 

분야의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여성 인스타스타의 경우 대부분 뷰티를 컨

셉으로 하고 있다. 마윅(Marwick, 2013) 또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기존

의 일방향적 대중매체와 연예인들로부터 일반 여성으로 이동했다고 주장

한다. 여성 페북스타들은 대중적 매력의 집결체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스타스타들이 자신들의 주목을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크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과 공동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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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것이다. 이중 공동구매 형식의 SNS마켓은 서울대 소비자트렌드 연

구소에 의해 2019년의 트렌드로 선정되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진영

과 슬아는 인스타스타를 보며 아름다움이 곧 경제력으로 이어진다는 생

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진영: 되게 예쁜 여자들 보면, 꼭 그런 여자들은 인스타로 돈을 벌고 있어

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예뻐야지 돈을 버는구나. 역시 예쁜 

여자가 살기 편해" 이런 거를 제가 무의식중에 좀 학습하고 있었던 것 같

거든요. 

슬아: SNS스타들 모델 두는 게 되게 흔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뭔가 현

타온다 해야 하나 그런거에요. 아 뭔가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예

쁘면 다구나. 예쁘면 돈도 이렇게 벌고 그때 한참 쇼핑몰같은거 있잖아요. 

쇼핑몰 사장들이 다 얼짱 출신 이런 거. 얼짱 문화인 것 같아요. 얼짱 문

화가 되게 심했고, 그러다보니까 예뻐 그러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아름다운 사진을 전시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예

쁜 여자가 살기 편하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예쁜 사진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버는, 그야말로 '명예'와 

'부'를 한 번에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스타스타는 친밀성과 상

업성의 경계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

는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인스타스타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또 수

많은 브랜드의 상품을 협찬 받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외모와 

사진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인스타스타는 연예인과 달리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오

로지 SNS에서 사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

리는 '성공'의 조건은 외모, 집안, 돈, 학력, 인맥 등이지만, 인스타스타들

은 이런 기반 없이 오로지 아름다운 사진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물

론 과거에도 디지털 세계에서 선망 받는 '얼짱'이 있었지만, 이들은 투표

를 통해 선출되거나 플랫폼 내에서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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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인스타스타는 그런 과정마저 필요 없다. 그야말로 누구나, 언제라

도,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리천장'

을 넘어 '방탄천장'19) 사회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인스타스타는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롤모델로 인식되었다.

또한 인스타스타는 20대 여성들에게 '연예인과 나의 중간'에 있다고 

인식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이 보기에 "평범했

던" 친구가 짧은 시간동안 많은 팔로워를 모아 스타가 된 모습은 자신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인

스타스타들이 댓글이나 DM, 스토리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20) 메

이크업 방식, 사진 보정법 등 여성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

변을 해주는 모습도 여성들이 기성 연예인보다 동질감, 친밀감을 느끼는 

요인이 된다. 거리감있는 TV 스타가 아닌, 언제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스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달성 가능한' 롤모델으

로서 존재한다.

진영: 사실 약간 연예인은 '나와는 노는 물이 달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셀럽들은 사실 이제 주변에도 그냥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렇게 된 사

례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거 보면 나랑 비슷했는데 저렇게 되네. 그 생각

이 위험하게 '나도 꾸미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나를 코르셋으로 밀어 넣는 거 같아요. 연예인은 그냥 보면 '예쁘네. '이게 

조금 더 끝인데. 셀럽들은 좀 그게 다른 게 '연예인과 나의 중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을 끼치는 거 같아요. 

 테레사 센프트(Theresa Senft, 2013)는 밀그램의 "친숙한 타인

(familiar stranger)"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이들과 인터

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친숙함을 느끼는 현상을 '이상한 친숙함

(strange familiar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캠걸들, 유

튜브의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만나본 적 없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

19) "유리천장 깨자더니..4곳 중 1곳 방탄천장" 『이데일리』2019.04.25
20)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아예 팔로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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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친숙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1: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성들은 인스타스타들을 동경하며 친밀한 관

계로 생각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인생사진을 찍을 때 참고하는 주

요인물로 연예인보다도 인스타스타를 지목했다. 이들은 인스타스타들에

게 화장법, 사진 잘 찍는 법, 보정하는 법 등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

기 위한 정보를 배웠다. 이러한 정보는 기성 연예인들에게는 얻기 어려

웠던 것들이다.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메이크업을 받는 샵 등

은 비밀정보로 취급되며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되었기 때문이

다. 인스타스타들은 연예인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친구처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해주는 '멀고도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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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 온라인 자아의 이미지 구성

1 절 인생사진의 기획과 제작과정

1. 온라인 자아상 기획과 '인공추억' 만들기

후기 현대사회는 삶의 물질적, 정신적 영역을 상품으로 뒤바꾸어놓으

며, 자아정체성마저 상품화할 것을 명령한다. 자아는 더이상 정체성이 

아닌 상품으로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을 시장이 원하는 모습에 맞게 변

형하여 내놓을 것을 요구받는다. 엄혜진(2015)은 여성의 자기계발 담론

이 거대한 성공담론 대신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관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은 남성처럼 공적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

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을 스타일리쉬하게 이미지화하고 자신을 

브랜딩함으로써 자기를 계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SNS에서 이러한 경향

이 더욱 짙어지는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현실과 달리 자신이 보이고

자 하는 이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

다. 여성들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자아의 '컨셉'을 정하고 자기서사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이미지 중심 

매체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이미지에 담

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인생사진을 기획하고 편집하여 전시하는 과정은 기업이 상품

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실제로 선영은 "차별화"나

"레드오션"과 같은 기업 친화적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자아를 

컨셉화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은 바로 자아의 구성요소 중 상

품화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은유: 나는 일단 각자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추구하는 스타일. 내

가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우면서 사랑스러운 작위적이지 않은. 아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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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나는 진짜 인형같이 예쁜 걸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나만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그래서 그 [내 인스타그램을] 딱 보면 다 

그렇거든. 활짝 웃고 그런 그런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귀여워보이는.

선영: 사진도 일상은 아니고 남들이 우와! 할 법한 사진과 장소를 픽업해 

가서 가자. 저는 카페보다는 자연. 자연 풍경. 카페는 누구나 갈 수 있잖

아요. 언제 아무 때나 누구나. 그런 데는 힘들잖아요. 보기 힘든 풍경. 보

기 힘든 배경. 장소. 난 그런 데 가서 찍겠다. 차별화를 일단 두고 시작하

는 거죠. 너희들은 카페지? 그래. 카페는 너무 많아. 레드 오션이야. 나는 

이제 자연을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중략) 저 사진발이 안 받아

요. 생각보다 사진발이 안 받고. 그냥 전신이 저는 얼굴보다 저는 전신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서 전신이 좀 더 분위기 있어 보인다. 

전신 위주로 가자. 

은유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은유는 "예쁜 것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활짝 웃"는 사진 등을 통해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사진 아래에 설명글을 쓸 때도 "조금 장난스럽고 안 진지하게 

쓰기가 나의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이기 때문에 일부러 "엉뚱

하게" "웃기게" "되게 주절주절" "초딩이 일기 쓰듯이" 썼다. 선영은 본

인이 "사진발이 잘 받지 안"으며 전신사진을 찍을 때 "더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여 전시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아를 상품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사회'에서, SNS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

하는 자아 이미지를 마음껏 창조하며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매혹

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많은 여성이 사진에 기획한 이미지에 맞춰 인스타그램을 운영

하지만, 모든 여성이 다 미리 컨셉을 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고프

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을 달리 한다. 

즉 SNS를 공식적인 자기표현의 장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지인들 중심

으로 소통을 하는 장소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인다.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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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008)은 고프만의 논의에 기반해,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용자들이 미

니홈피를 통해 제시하는 자기표현이 긍정적이고 선별적인 것인지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예상외로 미니홈피에서의 긍정적인 자기

표현의 수치는 높게 나오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유정은 미니홈피는 현실

의 지인을 중심으로 일촌을 맺기 때문에 굳이 자아를 선별하여 전시해야 

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현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을 셀프브랜딩과 자아전시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을 소통의 장소로 규정하고 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

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앞서 소개한 여성들이 자아브랜

딩을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다면, 20대 후반인 희진과 진영은 

인스타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진영 : 사실 그냥 날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걸 많이 올리고. 그런데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내가 무슨 상 받

았을 때. 뭐 이런 거는 올리기도 하죠. 근데 최대한 내가 힘들 때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거를 내가 표현

하고 싶은 선에서는 표현하는 편이에요. (중략) 저는 항상 그 마음이거든

요 내가 어떤지 보여 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 주고 싶어 이

런 게 끝이라서. 굳이 내 모습을 포장하고 선별하고 검열해서 이러고 싶

진 않아요. 

 이들은 자신을 과장해서 선별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자 애썼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자

아를 컨셉화하지 않고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들이 인생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사전에 기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진영은 평소에 

인스타를 잘 하지 않지만, "여행을 가면 너무너무 올리고 싶은 그 병이 

되게 도"진다고 표현하며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21) 장소를 

찾고 사진에 잘 나올만한 의상과 소품을 준비했다. 희진 또한 인생사진

21)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 한’이라는 의미로 독특하고 멋진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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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기 위해 포즈를 연구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둥 많은 노력을 들여 사

진촬영을 준비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나'의 컨셉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즉 특별한 일상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의 "파티플래너"로 고용

되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은유 : 걔네[친구들]는 부업이 파티플래너인 애들이거든. 인스타를 너무 

잘하니까. "니 브라이덜샤워(bridal shower)는 끝장나게 한다. 딱 기대해

라. 엄청나게 한다." 이러면서. 거기 가도 아마 셀카 몇 만 장 찍고 올 것 

같긴 해. 브라이덜샤워.

슬아 : 사진 많이 찍는 친구랑 놀러 가는데 그러면 서로서로 사진만 엄청 

찍어 주는 거예요. 이때 기획은 우리 사진 찍으러.. 그니까 "석촌호수 가

자" 였는데 [손으로 ( ) 모양의 괄호를 만들며] 거의 '사진 찍으러'였어요. 

 최근의 디지털 사진에 관한 연구는 사진 찍기 실천이 특별한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사회적, 의례적 이벤트에서 일상적, 문화적 실천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경화, 2017). 특히 이러한 경향은 디지

털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사진 찍

기 실천이 주체조차 의식하기 어려운 습관적 행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인생사진 문화의 경우 철저히 사전 기획적이고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진영의 표현에 따르면 "월화수목금 안 찍고 토, 일 

찍고 그런 느낌"이라 할 수 있다.  

부어스틴(Boorstin, 2004)은 의사사건(pseudo-event)이라는 개념을 

제안했. 의사사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

고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사건을 뜻한다. 부어

스틴은 이 개념을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나 현실 왜곡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했지만, 양정혜(2012)는 의미를 확장해 SNS 분석에 적용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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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출하는 모든 이벤트가 '의사사건'이라는 것이

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

니라 타인에게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추억을 만들어 사람

들이 즐기는 현상을 '인공추억만들기'라 명명했다.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인공추억'의 핵심은 장소와 

외모에 있었다. 한강은 "대충 만나자 날"과 "사진 찍는 날"이 있다고 설

명했다. "대충 만나자" 날에는 특별히 꾸미지 않고 와서 아무 장소에나 

가지만, "사진 찍는 날"에는 예쁘게 꾸미고 특별히 선정한 장소에 간다

는 것이다. 과거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메이크업 샵에 가서 화장을 

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면, 오늘날 여성들은 스스로 외모를 

꾸미고 사진관을 대체할 촬영장소를 선정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촬영

을 스스로 기획하고 있다.

인공추억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인생사진은 내가 예쁘게 나오는 것 뿐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들

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우회하여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인생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장소는 여행지와 카페다. 선영은 

<그림 3>과 같이 여행노트를 따로 만들어 사진 찍으러 갈만한 여행지를 

정리해놓았다. 

여행지가 인생사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는 쉽게 가기 어려

운 곳이기 때문이다. 선영은 "누구나 보기 힘든 풍경. 보기 힘든 배경.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영 : 사진도 일상은 아니고 남들이 우와! 할 법한 사진과 장소를 픽업해 

가서 가자. 저는 카페보다는 자연. 자연 풍경. 카페는 누구나 갈 수 있잖

아요. 언제 아무 때나 누구나. 그런 데는 힘들잖아요. 보기 힘든 풍경. 

보기 힘든 배경. 장소. 난 그런 데 가서 찍겠다. 

슬아 : [사진을 보여주며] 그니까 딱 보면 이게 나 예쁘지 근데 나 이렇

게 꾸몄고 뒤에 대만인 거 보이지? 나 이런데 다녀. 이런 느낌인 거 (중

략) 이렇게 멋진, 삶을 즐기는 20대 청년 이미지잖아요. 예쁜 이거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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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영의 여행계획 정리 노트. 사진 찍기 좋은 곳, 카페, 식사장소로 구성되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유쾌한 이미지를 (추구하죠)

매일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색

적인 여행지는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타인과 구

분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된다. 인태정(2017)은 부르디

외의 문화자본 논의를 관광 영역에 확장하여 여행 자체가 계급화되어있

는 영역임을 드러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은 그 자체로 여행자가 경

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멋지고 환상적인 공간을 향유하는 감

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 20대 청

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여행은 청년들의 '버킷리스트' 1번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많

은 젊은이들의 로망으로 뽑힌다. 청년들이 여행을 매우 가치 있는 자아성

장의 경험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이수현, 2019) 여행지에서 찍은 사

진은 신선하고 차별화된 사진 배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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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현을 추구하는 멋진 20대 청년의 이미지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 매번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면서도 멋진 사진배경을 제공해주는 장소를 찾아냈는데, 

바로 카페다.  

한강 : 아 그럴 때는[친구들이랑 사진 찍지 않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그

냥 아무 카페나 가요. 스타벅스도 가고. 애초에 그리고 사진을 뭐 예쁘게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둘이서 있는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찍고 스토리에 올리죠. 피드에는 못 올리고. (중략) 카페에 가면 인스타 

전용 카페들. 인스타 카페 분위기 카페들은 소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거 

옆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찍고 그런거 많이 하죠. 

슬아 : 카페투어 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유

행하잖아요. 분위기 예쁜 인스타 갬성 카페에 가서 이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셀카를 찍고 기획하고, 아니면 친구랑 시밀러룩을 한다든

지, 제 주변은 보통 시밀러룩을 한다기보다는 드레스 코드를 많이 맞춰 

입었거든요. 그러면 만날 때 장난 식으로 오늘 드레스 코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속 찍고 그렇게 해서 인스타갬성 카페 뒤에 해놓고 해시

태그 #카페투어 이런 거 해 놓고. 

오늘날 20대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김창남, 2007). 이들의 

문화능력은 매우 세련되고 풍부하지만, 삶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김

예란, 2015). 2016년 발표된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에 따

르면 청년세대(19~29세)의 평균 보증금은 1395만 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멋진 작품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갖게 되었지

만 현실적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서, 카페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로 감각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여성

들에게 카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감각적인 '인스타용'과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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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페의 포토존화

것'으로 나뉜다. 

인스타그램에 장소 이름을 검색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인기게시물'

이 먼저 뜨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지,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리 '온라인 현장답사'를 하며 어디에서 사진을 어떤 포즈로 

어떻게 찍어야 예쁜지 일종의 콘티를 제작한 후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

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눈길을 끌만한 공간이 주목받게 되면서 카페, 식당 등

의 상업 공간은 '인스타그램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22).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의 성공여부가 인스타그램에서의 주목도에 달려있을 정도로 인

스타그램은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23) '인스타용 카페'는 설계부터 사

진을 위한 공간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

는 포토존이 많고, 촬영에 활용할 수 있는 소품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

다. 카페는 더 이상 단순히 거쳐 가거나 쉬어가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

22) "인스타그램 시대 이후의 공간: 도시의 모든 공간이 인스타그램에 매달리는 현 상

황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허핑턴포스트』 2019.03.19
23) 인스타그램이 공간의 유행을 만든다는 점이 연구로 증명되었다. ("2030 '힙지로' 열

풍... 인스타그램 위치데이터로 입증됐다." 『한겨레』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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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핫한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목적지로 이해된다.24)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바로 옆에 다른 카페가 줄줄이 있어도 '인스타 감성'으로 유

명한 카페에 가기 위해 몇 시간을 꿋꿋하게 기다리는 이유다. 

인생사진을 촬영할 장소를 정하고 나면, 그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외모'

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외모를 꾸밀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메이크업

이라면, 예상 외로 인생사진을 찍을 때 화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즘은 워낙 보정 어플이랑 화장 어플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인생

사진을 기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모든 과정은 후에 디지털화될 이미지

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외모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했던 화장의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된다.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지

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완성한 후에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시간성을 내포한다. 미래의 아름다움을 위해 

현재를 유예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후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보정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

는데, 그것은 바로 옷이다.

은유: 나는 일단 가장 큰 거. 그 여행지나 무드에 맞는 옷을 마련하는 것

이 큰 것 같고. 그래도 사진은 계속 남는 건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옷을 사는 기점이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여행갈 

때 이럴 때 한 번씩 사고. 이번에도 오빠랑 여행갈 때 너무 옷을 사고 싶

은 거야. 근데 시간을 미리 안 해놔서 여행 숙박업소로 옷을 주문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어. 그게 너무 괴롭고 고역이거든? 어떤 옷

을 골라야 되고. 언제까지 배송이 돼야 하고. 당일배송이 되는 건 어디

고,...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여행지에서 예쁜 옷 입은 사진 하나 딱 건지

면 [좋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여행지를 미리 찾아보고 거

기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는 갈대밭가니까 거기

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거나. 그런 스팟 순천 이렇게 인스타에 검색해서 

먼저 인스타로 찾아보고 나도 이런데서 찾아봐야겠다 하고..

슬아: [사진을 보여주며] 여행 가니까 이 때 머리색을 보면 되게 예쁘잖아

요. 이게 여행 가기 위해서 전전날에 염색을 했어요. 전날인가? 전날에 애

24)"'#가오픈'검색해 '카페투어'다니는 프로카페러" 『헤럴드경제』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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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그레이로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염색도 했겠다. 그다음에 립스틱 뭐하지 

이런 거 엄청 생각하고. 3박 4일을 갔는데 옷을 코디 쫙 해서 5벌로 챙겨

갔어요. 귀걸이도 한 6개 가져가고 보면 여기 귀걸이가 살포시 여기 보이잖

아요. 이런 걸 위해서 옷도 여행지니까 막 나시 입고. 막 살 쫙 뺀 나. 

연구참여자들이 옷을 고를 때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바로 장소

에 어울리는 의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미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촬영할 장소의 모습을 세세하게 인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의 분

위기와 색상에 어울리는 옷을 미리 준비한다. 또한 '피드'에서 같은 옷이 

두 번 나오지 않도록 매번 다른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룰"처럼 통용된

다. 서로 다른 사진에는 다른 옷이 나와야 한다. 이처럼 사진촬영을 준

비하는 과정은 업로드 후에 가상적 상대에게 보일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

하며 이뤄진다. 즉, 사진을 찍는 과정은 후에 사진을 관람할 사람들의 

가상적 참여를 통해 성립된다. 인생사진을 찍는 모든 사적인 과정에 공

적인 시선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사진 촬영을 기획하고 온라인 사전답사를 한 후 옷과 소품 

등을 준비하는 모습은 사실상 연예인이 화보촬영을 준비하는 과정과 매

우 흡사한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경유한다. 최근 여성의 외모

관리에 관한 연구는 포스트페미니즘과 소비자본주의의 유착관계에 주목

해왔다. 1990년대 소비담론이 자유와 권리의 영역으로 구성되면서 여성

은 소비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다이어트 전/후, 성

형 전/후와 같은 비포-애프터 방식의 사진들은 자기관리와 절제를 통해 

여성이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전했는데, 여기서 자기관리는 소

비를 통해 이뤄진다. 헤어관리를 하고 옷을 사며 다이어트 약품을 복용

하고 각종 성형시술을 받는 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본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

력을 해도 아름다움의 이상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몸 이미지와 패션 등

은 유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아름

다움을 획득하기 위해 끝없는 소비의 순환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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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광지 곳곳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출처 : 페이스북 헬조선늬우스

인스타스타들의 사진이 인생사진의 '모범례'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람들

은 결국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게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스타스타의 사진구도와 똑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까지 출

시되었다. 은유는 유명한 여행지에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이 커플 저 

커플 섞어놔도 괜찮을 정도로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삼각대 딱 세워놓고 

마주보고 뽀뽀하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고 위화감을 느꼈

다고 말했다. 본인도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관찰자가 돼서 보니까 너무 

낯설"었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생사

진 촬영을 기획하지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특별한 나'를 보

여주려 하지만, 사실 유행을 모방함으로써 '안전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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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이자 협업노동으로서의 사진촬영 

"사진 한 장을 건지려면 100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유명한 

경구가 된지 오래다. 인생사진은 몇 십 장에 하나 탄생할까 말까한 사진

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진을 한 번 찍을 때 "최소 100장씩"찍는다. 이

미 인생사진을 기획하고 장소를 찾고, 또 각종 소품과 옷을 동원해 준비

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

에서 반드시 건져야 한다는 "절박하고 필사적"인 프로정신을 가지게 된

다. 선영과 은유의 사례는 놀이이자 노동으로서의 인생사진 촬영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선영: 나오게 해야 돼요. 아까워서라도 오늘 온 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못 건지면] 장소 하나를 다른데 더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드에] 

낮 사진이에요. 밤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밤 되기 이전에 빨랑빨

랑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낮 사진에 걸맞은 사진을 찍고 밤에 

좀 편하게 술 마시면서 놀 수 있으니까. 이런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이거 

찍으러 갈 때는. 건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 (중략) [건지고 나면] 짱이

에요 건졌다! 그날 하루 그냥 막 신나는 거예요. 막 팔로워 수 생각나고 

좋아요. 하트.. (중략) 다 찍고나잖아요? "이제 술 마시러 가자!" 이제 편

안하게. 편안하게 술 먹고 밥 먹고. "재밌었다 오빠. 오늘 사진 너무 잘 찍

어줘서 고마워" (웃음) 약간 이런 느낌? 화기애애해. 오늘 할 거 다 했어.

은유 : 모든 여행의 초점이 사진. 옷도 준비해야 되고 예쁜 스팟 찾아야하

고. 그리고 여행이 진짜 온전히 그 모먼트를 즐기고 풍경을 보면서 생각

에 잠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여기서 

인생샷 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계속 사진 찍고. 진짜 '여행이 뭐

지?'하는 현타가 올 때도 있었어. 크리스마스 때 진짜 전날부터 소품 난 

밤새서 준비했거든. 나뭇가지 가져와서 가랜드처럼 만들고 고깔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랬지. 그러고 갔는데 막 설치하고 또 먹을 거 있어야한

다 핑거 푸드 굳이 굳이 밖에 나가서 사오고 구색 맞추고.. 이후에 사진을 

찍는 게 시작됐지 본격적으로. 근데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 내가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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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예쁘고 부하게 나오는 거야. 오빠는 진짜 추억으로 몇 장 남기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나는 너무 속상한 거지. 다 예쁘게 세팅됐는데 나만 예쁘

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계속 찍고. 오빠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빠는 송년회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사진 

다 찍고 나니까 두시 세시 이랬던 것 같거든. 나도 되게 허망한 거야. 현

타도 오고... 이게 뭐라고.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게 뭔데 이렇게 했나 싶고. 

그때 결국은 오빠랑 기분 별로 안 좋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촬영지까지 왔기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나오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나오게 해야" 한다. 사진 

촬영지가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찾아본 모습과 달라 실망스러운 경우에는 

즉석에서 빠르게 또 다른 장소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때 선영에게 중요

한 것은 낮 시간동안 사진을 건지는 것이다. 밤이 되면 배경이 어두워져 

자신이 기획한 인스타그램 컨셉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진을 건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으로 번져 불안과 조급함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

었다. 반면 사진을 건지고 나면, 그날 하루는 업무 목표량을 달성한 노

동자처럼 "신나게" 놀 수 있다. 사진을 찍어준 동료와의 분위기도 "화기

애애"해지며, 좋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여성들은 장소를 찾고,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연예인의 

화보촬영과 동일한 단계를 거쳐 인생사진을 준비했다. 촬영이 잘 되지 

않으면 그간의 준비 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강

박감을 느끼기도 했다. 인생사진을 건진 날은 '성공한' 하루가, 사진을 

건지지 못한 날은 '실패한' 하루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을 더 이상 

추억을 남기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수많은 노동을 통해 '어

떻게든 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진촬영이 놀이임과 동시에 '노동'의 성격을 강하게 띄다보니, 

사진촬영을 함께 할 동료의 존재가 필요해진다. 특히 인생사진은 배경과 

인물이 함께 나오는 특성 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얼굴을 위주로 이목구

비가 나오도록 찍는 '셀카'와 '인생사진'을 구분해 설명해보자면, 셀카를 

찍을 때 촬영 주체는 대상과 구분되지 않는다. 주체가 곧 대상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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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비추어보며 가장 아

름다운 각도를 찾아 촬영할 타이밍을 스스로 정한다. 여성들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사진에 찍히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끊임없

는 내적갈등과 합의하에 결과물을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셀카 

찍기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든다. 반면에 인생사진의 경우 인물과 배경이 

함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

진을 촬영해줄 동료가 필요하다. 이때 상당한 강도의 노동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다. 인스타워시(instaworthy)한 이미지

의 특성을 알고 있으며, 서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친밀성이 전제되어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진 촬영에 공을 들이는 정도가 비슷한 친구와 놀러가는 경우에는 노

동과 놀이의 비중이 적절히 분배되어 서로를 "최고의 동료이자 친구"로 

느끼지만, 그 정도가 어긋나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슬아: 저는 여행 하면 보통 저한테 받아들이는 거는 미디어에서 보니까 어

디 뭐 특산물 사온다던지. 맛있는 걸 먹는다던지.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

데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은 이제 이미 인생샷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이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입시가 1월 말에 끝났어

요. 근데 얘네들은 11월에 끝나잖아요. 제가 예체능입시니까. 그래서 얘는 

이미 이때동안 조금 더 이 문화[인생사진 문화]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성

인 여대생문화? 이래서. 인천에 뭐 여행지 같은데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벽

화마을에 가서 사진만 줄창 찍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행을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모르겠는 만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중략) 내가 여행을 갔다기보다 사진을 찍으러 갔다는 느낌? 

그니까 얘네들과 추억을 나눈다기보다 사진을 건지러 떠난 느낌? 

은유: 스펙트럼에서 나의 다양한 친구 그룹이 있잖아. 유난스러운 그룹은 

사진을 위해서 장소 다 정하고 그렇거든. 그 인스타스타 같다는 친구 있

잖아. 얘는 아예 마켓을 하는 애거든. 이 친구는 정말 절대 같은 옷 안 입

거든 피드에서 중복되지 않게! 절대! 그게 너무 사수해야하는 원칙이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친구가 같이 마켓을 하는 친구야. 이 친구랑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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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식당도 안 가고 하루 일과가 예쁜 카페 5군데~6군데 가는 거고 갈 

때마다 옷 바꿔 입고 간대. 근데 마켓하기 전에도 그렇게 갔었대. 밥도 안 

먹고 예쁜 디저트 예쁜 공간에 가고. 그때마다 옷 갈아입고 가고? 내 기

준엔 얘도 되게 유난스러운데, 얘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너무 힘들 정도로 

한  스팟에서 계속 천장? 씩 계~속 눌러주고 있고... 몇 장 건지고. 자기

도 기가 빠진다 할 정도로.. 진짜 그게 전부래. 그게 자기들한테는 즐거움

이고 놀이니까 내 기준에서는 얘랑 여행을 가면 힘들지. 이게 우리가 대

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공간에서 사진 찍어주는 역할? 나는 

그 텐션은 힘들더라고. 내가 그걸 즐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기준에서

는 너무 그게 그게 심해가지고. 

은유는 친구 A를 보며 이 친구는 정말 "유난스럽다"고 느꼈다. 사진을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같은 옷을 두 번 입지 않는 것을 "사수해야 하는 

원칙"처럼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A와 여행을 갈 때마다 대화를 나누

기보다는 공간에서 사진만 찍어주다가 온다는 느낌을 받으며 "내가 그걸 

즐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기준에서는 너무 그게 심해"서 힘들다고 느

꼈다. 그런데 친구 A 또한 자신의 친구 B를 보며 "기가 빠진다"고 느꼈

다. B를 만나면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에 카페 5~6군데를 도는데, 카페

에 갈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사진촬영에 노력을 

들이는 정도와 무관하게 "지인 중에 정말 심한 애들은 따로 있"으며 "자

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가 좋지만 "너무 사진만 찍는 

친구"와는 만나고 싶지 않아지며, 사진놀이를 너무 즐기지 않는 친구와

의 만남은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마치 자신과 업

무 스타일이 비슷한 동료를 찾아 팀을 꾸리듯, 함께 죄책감 없이 즐겁게 

사진을 촬영할 친구를 찾고 있었다. 이들에게 좋은 친구의 기준은 "짜증

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선에서 사진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었다. 물론 이 적절함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친

구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 슬아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촬영 내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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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주는 친구의 눈치를 살피며 한 텀의 촬영이 끝난 후에는 꼭 "고맙다"

고 인사를 한다. 그 후에도 계속 사진을 찍다보면 "민망한" 순간이 오는

데, 그때가 바로 상대방에게 찍어주겠다고 제안할 시간이다. 이처럼 사

진촬영은 철저히 "기브앤테이크"로 진행되며 상대가 나를 찍어준 만큼 

나도 상대를 찍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로 형성 되어있다. 셀카의 경

우 내가 나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만, 

배경과 인물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나와야 하는 인생사진의 경우 촬영하

는 주체에게 전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촬영당하는 여성은 친구에 

의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며 상

대의 기분을 최선을 다해 맞춰준다. 서로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며 놀

이와 협업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2 절 기술 활용을 통한 온라인 외모 편집

1. '프로페셔널'한 사진 선별

사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아니라면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인생사진을 만드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동원되어 여성들의 놀이노

동을 돕는다. 흥미로운 점은 인생사진을 건지기 위해 삼각대, 셀카봉과 

같은 촬영보조기구부터 시작해 온갖 기구를 동원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화질이 좋은 전문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 카메라는 

필터 어플을 사용할 수 없고 후에 보정을 할 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사

진을 옮겨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지금 여기의 나를 빠르

게 이미지화하여 공유하기에 최적화된 매체다. 슬아는 "모든 사진은 보

정된 카메라에 플러스로 후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생 카메라

로 찍"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

으면 어플의 보정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삼각대"와 같이 

친구가 전면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들에게 보정어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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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민낯'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과

정을 거치는데, 첫 단계는 보정할 사진을 선별하는 것이다. 한번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공유하고 골라내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은유는 3년 전에 유럽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아예 사진을 정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부분

의 연구참여자들은 사진선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폰의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고 있었다. 애플,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회사들은 앨범 사진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사진을 쭈욱 

넘겨보면서 하트나 별표를 누르면 그 사진들만 따로 선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때 '즐겨찾기'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은 바로 "(보정으

로)살릴 만한 사진"이다. 사진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보정해도 손을 

못 보겠다하는 사진"이 있고, "쪼끔만 하면 살릴 수도 있는", 즉 "눈 키우

고 턱 줄이면 되겠"는 사진이 있다. 앞서 기술했듯, 사진 촬영을 준비하

고 후에 선정하는 것까지 인생사진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은 후에 디지털

화되어 나올 최종본을 염두에 두고 일어난다. 따라서 원본이 잘 나온 사

진보다 원본이 조금 못 나왔어도 보정을 하면 예뻐질 가능성이 높은 사

진이 오히려 더 좋은 사진으로 뽑힌다.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은 보정 전 

최종 단계에 해당하지만, 선영과 한강은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 여기까지 

왔어도 "쓸 만한" 사진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한다고 했다.

선영: 어떻게 해도 (사진이) 안 나오는 날은 그냥 뭐 못 올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억지로라도 올리지 않아요. 좀 안 예쁜 사진은 안 예쁜 대

로 버리고 안 올려요. (중략) 인스타도 제가 사진 딱 한 장만 올리거든요. 

두 장 안 올려요. 아무래도 그것도 컨셉이에요. 2장 넘어가는 거는 나에게 

사치다. 그냥 화보. 화보 같은. 그냥 나만의 화보? 화보 그 앞에 메인 컷 

한 장이잖아요. 딱 잡지에 나온 한 컷. 그거 욕심났나 봐요. 두 컷은 너무 

날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쟁이 같다. 한 컷이면 충분해! 한 컷! 딱 깔

끔하게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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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그니까 (피드는) A컷, 아니면 스토리는 B컷정도? 나쁘지 않은 사진 

이정도? B안 이런 거. 

여성들은 일종의 프로정신을 가지고 자아 이미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이 완벽한 A컷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인생사진을 찍는 여성들은 '자아의 프로'들로서, 타인에게 보여질만한 모

습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전문화되

어,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이다(김애라, 

2019a). 이렇게 사진 선별단계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만 남

는다. 바로 얼굴과 몸을 보정하는 단계다. 

2. 외모 관리 실천으로서의 사진 변형과 불안

'아날로그' 시리즈나 '스노우 카메라'와 같은 사진 보정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애플 

앱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 판매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이 판매된 유료 어

플 15개 중에 10개가 모두 사진 보정 어플이며(2019.11.1 기준), '사진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000개 이상의 어플이 나온다. SNOW 

카메라의 경우 2015년 9월 출시 이후 약 1년 반만에 1억 가입자를 달

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수가 5천

만회 이상을 기록했다.25)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사진 보정 어플을 사용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었는데, 2개 이상의 어플을 통해 다중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

진 보정 어플마다 제공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 어플

은 엄청나게 세세하게 얼굴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보정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스노우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뷰티기능'은 다음과 같다. 

25) 출처 스노우 홈페이지 (https://snowcorp.com/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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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형 슬림하게
브이라인
얼굴 짧게

턱길이 줄이기
광대뼈 줄이기
턱뼈 줄이기

이마 넓이 조절
눈 눈 크게

눈동자 크게
눈 사이 간격

눈 뒤트임
눈각도 조절

눈썹 눈썹 두께
눈썹 위치

코 코크기
코 좁게

콧볼 작게
코 끝 각도

코 길이
인중 인중 길이
입 입 크기

입술 모양 조절 

<표 4>  '스노우' 어플의 얼굴 보정 항목

<표 4>는 '얼굴 보정' 코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세부항목만 나열해

놓은 것이고, 컨투어링, 메이크업, 애교살, 팔자주름 등의 탭은 별도로 

또 존재한다. 다른 어플은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 보정할 수 있도록 살

빼기, 다리 굵기 줄이기, 다리 길이 늘리기, 가슴 키우기 등의 기능을 제

공한다. 여성들은 미간 넓이, 이마넓이, 인중 길이 등 수술이나 시술로 

바꾸기 어려운 미세한 부분까지 어플을 통해 손쉽게 성형할 수 있다. 여

성들이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은 성형을 하는 과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각종 성형부터 미백, 보톡스, 필러 등의 피부과 시술, 치아미백, 다이어

트까지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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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 제가 눈 길이가 살짝 먼 게 컴플렉스였어서 이거 되게 많이 했거

든요. 이때 한참 인스타에 쳐진 눈이 유행하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맨날 이걸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눈 쳐져가지고. (중략) 다크서클은 제

가 이게 좀 콤플렉스였어요. 눈 밑에 이거. 지금은 별 생각도 없는데 이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거 올리고 제가 또 후로 뭐했냐면 이걸 하면 애교살도 같이 없어지잖아

요. 근데 애교살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눈 보정 

했던 거 알려 드리면 보정 연필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하면 없

어져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비교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진짜 예쁠 텐데.

슬아는 보정 어플로 사진을 보정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는 

어플로 얼굴을 보정하며 컴플렉스였던 눈 사이의 거리와 다크서클을 '극

복'했다. 어플로 얼굴 이곳저곳을 보정해보며 재구성하는 과정은 성형이 

필요한 부위를 확인시켜주는 '가상성형'의 역할을 했다. 보정된 사진은  

'성형 후', 즉 '미래'의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며, "이것만 없어

지면 진짜 예쁠"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주었다. 보정된 사진은 자신의 미

래가 현재화되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성형 전후 모습을 전시

하는 그 어떤 뷰티수술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실

제 시술이나 수술 등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기까지 했다(장유미, 

2019).

사진을 보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인스타스타들의 얼굴이다. 슬아는 

"인스타스타들 사진을 보면 얼굴이 다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다. '좋아요'

를 많이 받은 사진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름다움의 선례를 제시함

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이 기준에 자신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여성들

은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많은 아름다운 사진을 관찰하며 인기요소를 

분석하고 보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사진에 즉각 적용해보고 

있었다. 아름다움에 '정답'이 있다는 슬아의 말은 사진 보정 어플을 통해

서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진보정 어플은 '자동보정' 기능을 제공하고 



- 57 -

있다. '자동보정', '스마트보정', '원클릭뷰티'와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기

능들은 사진을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 수정해준다. 이 기

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형화되어있는 '아름다운' 얼굴이 존

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들은 어플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더 이상 물질적 몸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현

실의 몸과 디지털 이미지가 경합하면서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는 경우

가 종종 일어난다. 디지털 가상성이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위한 전제조

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애라, 2019a). 

최근 이뤄진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들은 여성들이 신자유주의적 통

치성에 입각해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각종 의료시술을 통해 변형하

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주목해왔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

도로 성형시술을 많이 받는 국가로서, "화장하듯 성형하는" 것으로 잘 알

려져 있다. 변형가능한 몸에 대한 환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만나 더욱 

쉽게 실현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제 여성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

굴을 mm단위로 마음껏 편집하며 아바타를 만들 듯 스스로의 외모를 조립

한다. 단 5분만 있으면 원하는 외모를 아무런 손실 없이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가상의 아름다움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은 물리적인 

신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

지는 기존 이미지의 재현성과 함께 비재현성을 가지고 있다. 즉 '나'임과 

동시에 '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여기서 곤란의 

실체가 나타난다. 마음껏 아름답되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여성과 '아름답지 않은' 여성을 구분해온 사회는 

최근 그 기준을 강화했다. 바로 아름답되 '원래부터'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성형, 화장 등 후천적 노력을 통해 아름다움을 획득한 여성은   

'성형괴물'이나 '강남미인', '화떡녀'와 같은 멸칭으로 불리며 비난을 받았

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이분법이 온라인에서도 '원본미인'과 '셀기꾼', 

혹은 '프사기꾼(프로필 사진 사기꾼)'의 구도로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과

거 여자 연예인들의 졸업사진을 뒤지며 성형 여부를 캐내던 눈초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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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의 사진을 향했다. 누리꾼들은 여성의 사진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

펴보며 포토샵을 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했다. 슬아

는 몇 해 전,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폭로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온라인

에서 유명한 SNS 스타들이 서로의 실물사진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엄

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일관되게 보정된 

사진만을 업로드하며 자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사진을 올

리는 것은 온라인에서 구축된 자아상을 한 번에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 된다. 실물이 사진과 다르다는 것이 공개되었을 때 여성

들은 정치인들이 탈세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 받는 것보다 더한 

비난을 받았다.

사진 한 장이 불러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진을 올리기 전에 지인들에게 미리 검열하고 허락받는 과

정을 거치고 있었다.

슬아: [사진을 올리기 전에] "나 올려도 돼?"하고 허락을 받죠.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데 올려달라고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얘가 봤

을 때 이 사진이 "보정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먼저 [제 

얼굴] 보정을 하면 그거를 얘한테 카톡으로 넘겨요. 그럼 걔가 걔의 분을 

보정을 해서 저한테 넘겨요. (본인 얼굴만요?) 네. 그걸 분업을 하는 거

죠. 분업체제로. 내 얼굴만 보정. (중략) 보정안한 사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문화가 만연했어요. 그니까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놓

은 SNS 자화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화상이 "어? 너 이거 아니잖아"라

는걸 들키게 하는 게 보정이 안 된 사진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러면 "너 

예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생겼네? 이게 얘 실물이네." 이게 되니까 그

게 너무 심쿵!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뭔가 공공

연하게 있는 질서 같은 거 같아요. 

현경 : 예전에 보정어플로 얼굴 열심히 깎던 때에 제가 너무 그렇게 심하

게 해 가지고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약간 이쪽이 되게 뭉개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촌 언니한테 카톡 와 가지고 너 저렇게 해놓으면 

욕먹는다고(웃음)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언니가 다시 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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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사진이 부자연스럽게 보정되거나 실물과 너무 다른 경우 혹

독한 비난이 쏟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의 원본사진

을 허락 없이 올리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약속"으로 공유했다. 보정어

플을 미숙하게 다루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사진을 대신 자연스럽게 보정

을 해주는 일도 있었다. 여성들은 서로의 사진을 계속해서 검열/확인해

주며 남성들의 비난으로부터 상대를 지키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의 연대'

를 보이고 있었다.

3 절 상시적 노동을 통한 피드관리

인상관리의 주요한 기법 중 하나는 정보 통제다(Miller, 1995). 공연

자에 관한 정보에는 '주는 정보(given information)'와 '흘리는 정보

(given off information)'가 있는데, 전자는 공연자가 직접 표현하는 정

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SNS에서 일기를 쓰거나 자신이 추

구하는 이미지를 담은 사진을 게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는 정보'다. 

이 종류의 정보는 주로 언어적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흘리는 정보'는 언

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 SNS의 전반적인 스타일, 혹은 공간

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즉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맥락

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최샛별과 엄인영(2006)은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흘리는 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이 발달하며 미디어 운영요소가 더욱 

다양해졌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요소를 선택하며 자신이 추

구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매체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진을 일관성 있게 배치해 자

신이 사전에 설정한 컨셉과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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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적인 색감과 컨셉을 맞춘 피드

출처 : Kxxxx. 9xxxx 인스타그램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요소는 바로 

'피드'다. 피드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사진 모음 창이다. 피드의 사진은 가로로 3장씩 정렬되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대략 9~12장의 사진을 격자와 같은 구조로 한 번에 볼 수 

있다. 피드 관리는 <그림 6>과 같이 한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을 비슷한 

분위기와 색감으로 일정하게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피드 관리의 열정은 

사진촬영을 기획하고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강은 

친구들이 "카페를 갈 때도 자기 피드에 맞는 분위기의 카페만" 가기 때

문에 "인스타 피드꾸미기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

다. 피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갈 때는 각자 피드 컨셉의 "공통분모인 카페"

를 찾았다. 옷을 살 때도 "피드 색감에 맞는 옷을 사며 카페에 가서도 

피드 색깔에 맞는 음료"를 시켰다. 이렇게 피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의 분위기가 곧 '나'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강은 인스타그램을 분위기 있게 꾸며놓으면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 인스타의 분위기가 겹쳐 보인다는 말을 듣고 피드를 꾸미기 시

작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세대에게 SNS 공간은 현실과 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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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현실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해줄 수 있는 확장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온라인에 꾸며놓은 인

스타그램의 이미지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압도하는 경우도 나타났

다. 실제로 만났을 때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인스타그램이 예

쁘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스타는 "내가 꾸미는 제2의 

집"으로서 외모를 관리하듯 꾸준히 가꾸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

다. 내 공간이라고 해서 내 사진만 올리는 것은 "하수"다. 한강은 자신이 

올린 대부분의 소품, 카페 사진이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피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의 컨셉을 

설계할 때는 자신의 초상사진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구성요소까지 포

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사진 뿐 아니라 카페사진, 예쁜 소품 사진 등을 

업로드 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고 일상을 스타일화하고 있었다. 

한강은 자신의 분위기를 시각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의 

컨셉 색상을 정해놓았다.

선영 : [사진을 보여주며] 수평선도 맞췄어요. 바다는 선이 생명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수평선 맞추고 얘까지 세 개 다 맞춘 거거든요. (이걸 어떻

게 맞춰요?) 이게 그 인스타 랑 비슷한 사이즈의 격자. 이런 식으로 내가 

배열을 미리 해보는 그런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사이즈 막 

1:1이잖아요 얘네는요. 요즘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에 맞춰 가지고 

사진 좀 미리 배치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해놔야죠. 올릴 순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칸씩 밀려났거든

요. 얘얘얘랑 같은 날 찍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미리 배열을 해 봐요. 

순서도 정해놔요. 원래 이게 먼저 여기 갈 수도 있고 이게 여기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순서로 배열을 해 놔서. 

한강 : ᄋᄋ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드를 꾸며놓으면 그 사람

의 분위기가 생기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인스타의 분위기가 이 사람의 아

우라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피드도 신

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인스타가 내가 꾸미는 제2의 집이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환경? 약간 인스타 피드를 예쁘고 분위기 있게 꾸며놓으면 

실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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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꾸미기 시작하고? (중략) 결국엔 어쨌든 피드 분위기로 나의 외모가

치를 높이려고 하든 예쁜 사진으로 높이려고 하든 어쨌든 외모가치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찾는 것 같아요. 

한강과 선영은 자신들이 그동안 공들여 관리해온 피드를 보여주었다. 

한강은 친구들과 인스타그램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인스

타그램의 색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친구

들은 한강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컨셉 색상을 정해주었고, 그때부터 한강

은 자신이 정한 색감의 컨셉의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피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색상에 맞는 소품을 구매하거나 음료

를 주문하는 일도 있었다. 일상이 인스타그램의 컨셉에 맞춰 재구성되는 

것이다. 선영은 피드를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해 미리 다른 어플을 사용

해 사진을 배치해본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이 가로 3장씩 배치되는 특성 

상 한 번에 사진을 3장씩 올리는데, 계속 배열을 바꿔가며 업로드할 사

진의 순서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행지를 고려할 때도 전에 업로드한 사

진을 매우 중요하게 참고한다. 피드의 일관성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이

다. 마노비치(manovich, 2017)는 인스타그램만의 독특한 미학적 스타일

을 인스타그래미즘(instagramism)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2000년대 미학

스타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로 미니멀리즘과 킨포크의 라이프스

타일 컨텐츠를 뽑았다. '인스타그래미즘'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스타

갬성(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미디어 형식과 사용자들의 콘텐츠가 만나 상호텍스트성을 발휘한 결과다. 

한강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나 모습을 업로드하

기보다 "피드에 어울리는" 그래서 "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진을  

"일부러" 게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피드에 사진을 

게시하다보니, 심지어 상업적 제안을 거절하는 일까지 생긴다. 

한강은 팔로워수가 많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여러 업체로부터 

협찬 제안을 받지만, 피드가 "흐트러"질까봐 거절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협찬 물품은 화장품이나 악세사리와 같이 얼굴 사진과 함께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제품이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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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는 "되게 신중하게 중간중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전략을 

통해 힘겹게 피드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일관성을 깨뜨릴 수 있는 협찬은 

오히려 달갑지 않은 제안이 된다. 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애초에 

여행사진만 올리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이 들어오지 않

을 것을 예상하지만 개의치 않아 했다. 여성들에게 경제적 수익만큼이

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전시하는 것에 있었다.

피드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다 보니 피드관리를 포기하

는 여성들도 생겼다.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피드 맞추는 것을 "선망"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 번 피드를 맞추기 시작

하면 일상을 피드에 맞춰서 재조직해야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

아지기 때문이다. 슬아는 "피드를 맞추는 게 되게 흔하다는 것을 알고 

선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상의 재조직에 

준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

다. 희진 또한 피드를 통일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

만 곧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하고 깨달았다고 했다.

슬아와 희진은 통일감 있게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피드를 "엉망진창", 

"중구난방"과 같은 부정적 단어로 칭하며 자신의 인스타는 "이미 실패"

했다고 자조했다. 이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성공한 인스타'와 '실패한 인

스타'로 나눠졌다. 사전기획 아래 긴 과정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이미지

만 전시하면 '성공한 인스타'고, 자신이 올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올리

면 '실패한 인스타'가 된다. 인스타그램은 스스로가 광고하듯 단순히 사

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는 자아의 모습을 엄격하

게 통제해 통치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희

진같이 피드 관리를 '포기'한 사람들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게시글을 비

공개로 돌리며 피드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희진: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왔을 때 어디 여행 가면 이제 올리고 싶은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하루에 다 못 올리고. 꼭 이제 왠지 오늘 하루에 

이거 여러 개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 피드 도배하는 거 같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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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추려서 추려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10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비

슷한 거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올렸는데도 뭔가 그 여행 사진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몇 개는 보관으로 해 놓고. 피드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보관으

로 돌리고 그랬었는데.

진영: 그냥 보다가 안 되면 쭉 밀어요. (중략) 저는 잠깐 술을 좀 자주 마

시는 편인데, 쓰잘데기 없는 술 마시는 사진들. 이런 거 보관함에 넣고. 

지금 보면 막상 보면 이런 거 왜 했지 싶은? 별로 안 예쁘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별로 얼굴이 안 예쁜 걸 넣어버려요. 그 때는 예쁘다고 생각 했

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인 거 같아. 

인스타그램을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희진과 진영은 피드를 관리하

지는 않지만, 자신의 피드를 자주 확인하며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

보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 "과한" 게시글과 "괜찮은" 게시글, "예쁜

" 사진과 "별로 안 예쁜" 사진을 구분하여 정리했다. 사진을 골라내 보

관(비공개)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할만한 글을 추려내는 

배려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게시글을 낯설게 바라

보는 검열의 과정이기도 했다. 

24시간 신체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여성들은 잠시도 

SNS와 떨어져있는 시간이 없이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인스타그램

을 수시로 내려 보며 자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수정했다.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전시하는 작업 과정에는 두려움과 기대, 의무

감과 자부심이 공존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지와 인내가 발휘되는

데, 이 긴장은 스스로 만든 선택이라는 합리화 안에서 수용되었다. 여성

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나를 위한 것" 혹은 "재미있어서 한다"는 태도

는 인생사진 문화의 정치성을 탈각시키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할 동기

를 제공했다. 김애라는 "과거 여성들이 밥 짓고 빨래하고 누군가의 감정

을 맞추는 노동을 했다면, 지금은 그 대신 끊임없이 자기를 꾸미고 얼마

나 스타일리시하게 사는지 전시하고 있다"며 "매력적인 모습을 상시적으

로 재현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서비스 노동)하는 디지털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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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여성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노동"이라고 분석했다.26) 소셜미디

어가 일상을 상시적인 노동시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때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은 여성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진영: 스토리가 되면서 이제 이건 24시간 안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친구들 어떻게 되어 있냐 

많이 볼 수 있고. 그 스토리 답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야 어디야 뭐 이러

면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는 좀 인스타는 자랑의 장이었다 생각하고. 그걸 기점으로 된다 내 일상

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스토리가 조금 지점을 올려놓은 게[접근성을 높여놓은게], 그냥 

안 올리는 것과 피드 사이에 무언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

고 있었다. 스토리는 피드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

면 자동으로 사라지니 완벽한 사진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 한강은 "베스

트 컷은 아니지만 안 올리기는 아까운" 사진이 있을 때 스토리 기능을 

이용했다. 진영은 스토리 기능이 생기면서 인스타그램의 분위기가 바뀌

었다고 생각한다. 슬아 또한 이전의 스토리를 찾아보며 "옛날 일기장을 

찾아보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인스타그램은 나를 전시하면

서도 소통의 기능을 포기하지는 않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은 20대 여성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여성들이 

시시때때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토록 열심히 인생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겐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일까? 또한 인생사진 문화는 외모관리와 

소비문화의 정점이라는 측면에서 페미니즘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이 모순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을까? 이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

움과 SNS, 페미니즘에 대한 관념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6) "페북스타가 10대 소녀들에게 열어준 새로운 '노동'" 『노컷뉴스』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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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 20대 여성과 인생사진 문화
 

1 절 여성 평판의 핵심 자원으로서의 아름다움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타인에게 인

정받고 싶은 욕구는 단순히 애정을 갈구하고 자아를 외부에 의탁하는 유

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으

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핵심기제이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2016)은 연극 공연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해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자아를 상대에 맞춰 조정하고 연기하는지 세세하게 밝혀냄

으로써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고프만은 독자적인 영

역으로서의 상호작용질서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

는데 기여했지만, 이 질서 안에 어떻게 젠더권력관계가 자리 잡고 있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젠더관점에서 상호작용질서와 사회적 평판구조를 분석했을 때, 20대 

여성 평판의 핵심은 이성애적 매력에 있었다. 이 중에서도 외모가 핵심

이었는데, 이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애초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

지 않거나 평판이 안 좋아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외모평가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은 오래 전부터 '몸'으로 인

식되어 줄곧 외모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영아(2011)는 시각매체의 

발달에 따라 19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오늘날 외모평가는 훨씬 더 일상

적, 의례적으로 행해질 뿐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

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 현상은 단순히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현실27)'으로 해석되며 탈정

27) 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얼평, 몸평 현상에 대해“현재 우리 사회에는 외모지

상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인간은 내면과 품성을 봐야 하는데, 너무 표

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하나의 폭력일 수 있는데, 이런 의

식이 없어 타인의 신체를 점수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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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되거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이것이 어떻

게 강화/재생산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는 경제 위기와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다. 아무리 '노오력'해도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이 왜 외모를 자원으로 고수할 수밖

에 없는지 이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1. 대학의 외모품평 문화와 '첫인상'으로서의 사진

 오늘날 20대 여성들은 외모품평 문화와 함께 남성적 시선을 내면화

하며 성장해온 세대로, 누군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 매기는 것

을 "너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진을 품평

하는 문화는 디지털 의례로 자리 잡아 일종의 '놀이'로 인식되기도 했다. 

사진을 올리면 이성이 점수를 매겨주는 어플은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

며 2016년 '올해의 어플'로 선정됐고, 각종 커뮤니티의 '얼평 게시판'에

서는 서로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품평하는 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품평은 여성들에게 비교적 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관계를 맺

고 있는 지인에게 듣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

는 외모평가는 가볍게 지나치거나 때로는 '즐길 수'도 있다. 문제는 자신

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모가 평판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할 때다. 대부

분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외모평가를 당한 경험이 있었

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큰 상흔으로 남았다.

현경: 1학년 때 새로 들어오면 방 대면식이라는 걸 해요. 기숙사 방마다 

선배들 네 명, 후배 네 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선배들이 다른 방으로 계

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하는 게 그 기본 기

조이긴 한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너네 학번에서 제일 

예쁜 애 세 명 말해." 그래서 막 부위별로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하고 그

거를 또 어떤 남학우분이 저희 여학우 중에 한 명한테 생중계로 해주셨어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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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거기서 뭐 순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다 알려주셨던 거죠. 어우..

은유 : [학교 선배가] 그 자리에서 "ᄋᄋ이 탑쓰리" 이런 얘기 해놓고 대

놓고. 나머지 여자애들한테는 "너네는 얼굴 노답이다 공부 미친 듯이 열심

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 (중략) 어딜 가고 뭘 하든 여자들 얼굴 

파악 쭉 해놓고 누가 어디서 젤 괜찮고 그런걸 항상 나열해놓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 때는 막 여자들 얼평하고 이런 게 얼마나 미개한 

짓인지 그런 인지가 거의 없던 시대였고 얼평당하고 이런걸 여자들도 너

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기 때문에.. 저 상황도 

엄청엄청 기분이 나빠야 할 상황이고 여자 새내기들 얼굴가지고 뭐라 하

지 말라고 내가 오빠한테 뭐라 했어야할 상황이었을 텐데 그냥 다들 한바

탕 웃고 넘겼던 거 같아.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훨씬 많았어.

외모품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는 아예 외모품평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놓았을 정도다.28) 그러

나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10대는 '대학'이라는 미래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많은 여학생이 졸업의례로 성형 시술을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외모

는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강은 고등학생 시절 "대학 가는 게 제

일 중요하단 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뻐지는 건 대학 때"로 미뤄두었다

고 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인 대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가면 엄청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을 "3년 동안 쌓"아왔다는 것이다. 따라

서 고등학생 때는 좋지 않은 외모 평가를 들어도 후에 예뻐져서, 혹은 

좋은 대학을 가서 "복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성들은 또 다시 외모로 평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2019년 초, 서울교대에서 매년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29) 이러한 

문화가 남초집단 뿐 아니라 여성이 월등히 많은 집단에서조차 하나의 공

28) "죄송한데 얼굴 점수 빵점이에요"... 얼평, 몸평을 아시나요" 『아시아경제』

2019.02.20
29) ""얘는 성괴"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도 여학생 외모 순위 매겼다" 『한겨레』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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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은 외모평가문화가 얼마나 만연한 

것일지 예상가능하게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외모품평이 사진을 경유해 이뤄졌다는 것이

다. 페이스북의 창설 목적이 하버드대학 여학생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품

평하기 위한 것이었듯, 실제 외모 평가는 많은 경우 사진을 경유하여 일

어난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사진을 PPT로 띄워놓고 한 명 

한 명 평가했으며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은 자료집을 제작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진은 실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외모를 미리 '확인'하는 용도

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경은 서로 통성명을 하기 전에 선배들이 미리 신

입생의 사진을 찾아보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지역신문에서 종

종 명문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를 기사로 내는데, 선배들이 포털사

이트에 학교 이름을 검색해 나오는 합격생들의 사진을 미리 찾아보고 순

위를 매겼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예정자의 이름을 미리 알아내 SNS에 

검색하며 사진을 보고 품평하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사진은 서로 안면

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한 공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라는 점에

서 더욱 쉽게 품평의 대상이 된다.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은 타인의 '얼

굴'을 직접 대면한 채로 외모를 평가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 이미지

는 실제의 몸과 분리된 사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이미지와 연루된 상대

의 반응을 즉각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일종의 "처

분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된다(이현재, 2019).

외모품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서로 얼굴을 보기 전이나 첫 만

남 직후인 학기 초에 '신학기 의례'처럼 자행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서로 대면하고 소통하며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 것

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혹은 학기 초에 자신의 '순위'가 이

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사진이 자신의 '첫인상'

을 이미 결정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여성은 상대

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전에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가 이미 정

해졌으며, 자신에 대한 평판의 핵심이, 즉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외모에 쏠려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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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 정체화를 할 자원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이 구조를 탈피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많은 청년 여성이 10대 내내 대학에 대한 환상으로 

입시에만 매달려온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겪는 외모 서열화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대학' 수준으로 미래에 나의 평판을 획기적으

로 전복시킬 기회가 많아 보이지 않고 주변인이 모두 같은 대학의 학생

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몇몇 여성들은 이제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외모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물론 지현과 같이 다른 매력자원이 있어 예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여성도 있었다. 체육을 잘하고 

유머러스한 지현은 중학생 때부터 여자 친구들보다 남자 친구들과 지내

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왔다. 지현은 본인이 외모평가를 당하는 대

상이라기보다 오히려 남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입장에 서있었다고 회고했다.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화장하는 아이들을 한심"하다고 여기

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개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

끼면서" 이제는 정말 예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깊이 알

아갔다면, 대학에서는 관계를 깊이 맺으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남자 선배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일방적

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현은 자신이 "이상형 월드

컵"30)의 대상이 되고, 선배들이 예쁜 후배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치마를 사고 화장을 시도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술자리

에서 남자들이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돌려보며 평가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며 사진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지금의 대학 문화는 기존에 클럽에서 이뤄졌던 형태의 즉

석 만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합석'을 기본으로 하는 대

학축제31)를 비롯해 학과, 동아리의 일일호프, 대학 간 연합 엠티와 미

30) 자신이 선호하는 연애 대상을 골라 최종 이상형을 뽑는 토너먼트 형식의 놀이.
31) 동아리나 학과의 운영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주점과 일일호프는 선

정적인 의상, 합석 보장 문구 등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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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각종 헌팅술집과 같은 곳에서 순식간에 외모 품평과 '선택'이 일어난

다. 이러한 형식의 짧은 만남은 선택받은 여성과 선택받지 못한 여성을 

나눔으로써 여성의 외모 서열을 공식화한다. 슬아는 여대에 다니기 때문

에 대학 내에서 의례처럼 이뤄지는 외모품평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팅을 나갈 때마다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

지며 여성 간 서열이 나눠지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아름다움의 평가기준이 남성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미

적 기준은 종종 '여자애들은 못생긴 애들에게 귀엽다고 해줘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폄하되기 때문에, 진정한 미추 선별기준은 '객관적' 시선

을 가진 남성에게 있다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외모평가순위가 여

성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지표로 통용되며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외모

품평이 여성성의 범주를 구축해내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종종 유아적으로 외모관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이들에게 아름다운 외모는 단순히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

는, '권력'이나 '이익'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집단 안에서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름답지 않을 

경우 타인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라의 말마따나 "예쁘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는 상황에

서 자신이 입체적인 개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 첫 단계, 외모 평가

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역설이 남았다. 즉 아름다움이라는 '예선전'을 통

과해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간적 순

서가 부여되어 가장 시급하게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외모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름다움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공부도 관계도 취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외모에 집중되는 경

어왔다. 홍익대에서는 기생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술을 따르는 주점을 운영했

다. 고려대 주점에서는 판매 음식을 적은 메뉴판에 ‘뜨거운 게 좋아', '나 지금 

급해, 나를 젖게 해줘’ 등의 문구를 적었다. 서울의 한 여대에서는 일일호프에

서 간호사, 스튜어디스 컨셉으로 술을 판매하기도 했다. (출처: "축제 때면 밤

(夜)마다 야(冶)해지는 대학가, 선정성으로 논란" 『이대학보』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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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생기기도 했다. 물론 많은 경우 열심히 노력해도 아름다움의 이상

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진짜' 삶은 시작되

지 못하고 계속 유예되는 경향을 보였다.

2. 평판 바로미터로서의 SNS와 자기검열

심지어 SNS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평판은 

더 이상 '소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SNS에서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팔로워를 통해 공개적으로 가시화된다. 한강은 SNS를 하지 않았던 초등

학생 때까지는 지인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했지만, 사춘

기 이후 SNS를 시작하며 "방문자 수, 좋아요 수 이런 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예쁨이 계랑화"되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SNS를 시작

하며 "내가 누구보다 예뻐야 한다, 상대적으로 예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SNS는 인맥과 관계망까지 드러낸다. 팔로워 목록을 보면 타인

의 주변 사람을 알 수 있으며,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팔로워의 수를 

통해 타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팔로우를 끊는다는 것은 '절교'하자는 의미로 통용

되며,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도 팔로워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라도 SNS를 통해 타인의 관계

망과 사회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라: '좋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고 남들 '좋아요' 많이 받은 사진은 "왜 

저럴까?" 한 번 더 보고... (중략) 댓글에서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보는 

지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털털한 누나' 이미지를 고수하는 사람한테는 

"오 누나~" 이런 댓글도 있지만 괜히 쿠사리 한 번 먹이고 장난 한 번 치

고 가고. 근데 뭐 'ᄋᄋ 여신'이미지의 애한테는 애들이 한번 빙 돌려서 "

오 역시 ᄋᄋ여신" 이런 식이고. 여자 애들도 "와 누구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거 한 번씩 달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저한테

는 학교 여론=SNS 타임라인이었던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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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학교를 다니며 24시간 학우들과 함께 생활했던 보라에게 

SNS는 교내 평판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공간이었다. 보라는 남자들이 어

떤 여성에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지, 그리고 댓글로 어떤 장난을 치

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부러워했다. SNS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 댓글

은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드러내는 여론의 바로미터로 기

능했다. 보라의 경우 '좋아요'와 팔로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

나 중요한 것은 '누가' 댓글을 쓰고 '좋아요'를 눌러주는지였다. 평판 권

력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보라

의 평판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 기숙사형 학

교에 거주했던 은유와 희진, 지현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

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아요' 만큼이

나, 혹은 '좋아요'보다 댓글을 선호했다. 또한 이들은 사진을 비교적 실물

에 가깝게 보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들도 사진을 아름답게 연출하

고 싶어 하지만 사진을 과도하게 보정할 경우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학교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유는 "인스타

에서는 날씬한데 실제는 아닌 그 괴리가 더 못 견디겠는, 차라리 그대로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들은 오프라인 관계를 기반으

로 사진에 대한 반응을 상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의 '좋아요'를 받

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여성 또래들은 SNS가 가지는 평판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서로 사진촬영을 도왔던 것처럼 SNS 관리도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은유는 자신이 어떤 사진을 올리든지 무조건 댓글을 달아주는 "준비

된 댓글부대"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의

무적으로" 서로 "이 언니 너무 예뻐! 당신은 러블리 그 자체!"하는 댓글

을 달아준다는 것이다. 지현도 친구들에게 "나 곧 사진 올릴 건데 좋아

요 좀 눌러주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SNS에 사

진을 올리기 며칠 전부터 "미리 다른 애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자

신이 사진을 올렸을 때도 '좋아요'를 눌러줄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좋아요 품앗이' 문화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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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 준거집단이 분산되어있는 한강과 선영

에게는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몰라 누가 댓글을 달든 큰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영은 "숫

자가 임팩트"있다고 말하며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그 다음으로 댓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언뜻 보면 소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보라와 

수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강, 선영이 SNS를 상반된 방식으로 사용하

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같다. 바로 지인들로부터의 평판개선을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강 :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팔로워는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이 절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팔

로워가 많은 사람이라는 게 인식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팔로워]한

테 어떻게 인식될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같아요. (그럼 ᄋᄋ대 ᄋᄋ

학과 같은 정보는 한강님의 지인들이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적어놓으신거예요?) 아 그거는 팔로워 늘리기용. '이 사람 팔로워

도 많고 근데 ᄋᄋ대네?' 그래서 팔로우를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써놓은 

거고. 그것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팔로우가 

늘어나면 아는 사람들한테 팔로우가 많은 사람이 되니까. 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와 '좋아요'에 대한 추구는 '익명의 다수'로부터 주

목을 받고 싶어 하는 '허영'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온 면이 있지만, 한강은 

오히려 팔로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영도 인스타그램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내가 팔로워 1000명이 넘었는데 누군가 내 아이디

를 물어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들에게는 높은 팔로워 수 그 자체보다 지인들에게 팔로워가 많다고 인식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팔로워 수가 자신의 평판

을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바로 팔로워 수가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공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강: 아무리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듣곤 해도 팔로워가 늘어나지 않거

나 하면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나. (중략)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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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친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때 팔로워가 500명인가 밖

에 없을 때였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 때 아 이거는 너 팔로워 5

만 명 10만 명인 사람들보다 예쁘다고 20만 명이어야 되는 사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 때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무의식적

으로 그게 지표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팔로워 100만 짜

리 얼굴. 20만 짜리 얼굴. 10만 짜리 얼굴. 이런 게 뭔가 정해져있는 느

낌?

선영 : 어떤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나? 국가, 시간대는 언제 나를 주로 

많이 팔로우하나? 보면 전 남성들이거든요. 주로. 60%가 남성들인 거 보

면 아무래도 이제 외모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남성들은 대부

분 팔로우하는게 너무나도 이제 단순한 이유로 팔로우를 하잖아요. 좋아

서.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이유이다 보니까 외모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략) [팔로워 수는] 내가 내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지

받고 있고 애정을 받고 있다. 나는 누구한테서 팔로우 수로 인정받은 사

람이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숫자. 어떤 그런 계급? 

게임으로 말하면 내가 골드고 내가 티어를 알려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름다움이 여성 개인됨의 선결조건인 상황에서 높은 수의 팔로워는 

그 자체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평판을 보증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선영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남성의 인정이었다. 실제로 한강은 많은 

수의 팔로워가 자신에게 좋은 평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본 일이 있었

다.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자 동기들이 "야 너희 한강

이 팔로워 몇 명인줄 알아?"하며 다가와 친해졌기 때문이다. 

팔로워 수가 아름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다보니 아름다

움을 증명하기 위해 역으로 팔로워를 사거나 팔로워 늘리는 전략을 실행

하는 사례도 생겼다. 선영은 팔로워 1000명을 만들기 위해 매일 4-5시

간씩 "팔로워 노동"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팔로워를 증가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컨셉을 하나 정한 후 그 컨셉

을 검색해 나오는 게시물에 하나하나 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누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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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상대방이 '맞팔로우'를 하는데, 나중에 눈치를 봐가며 본인은 상대

방 팔로우를 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팔로우만 남는다. 이러한 전략

으로 약 6개월간 매일 긴 시간을 들여 "노가다"를 한 결과 목표였던 팔

로워 1000명을 달성했다. 선영은 인스타에서의 인기가 모두 "착각"이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의로 팔로우를 하는 사람은 "한 게시글에 10명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어떤 공작과 스킬을 

사용해 팔로워를 늘렸는지 "친구들은 절대 상상도 못"하고 "내가 예뻐서" 

팔로워가 많은 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선영에게 팔로워 수는 "내가 [남

자들에게]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드러내는, "게임으로 말하

면 내가 골드고 티어"같은 일종의 "계급"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슬아처럼 '좋아요'와 팔로워를 많이 얻기 위해 보정을 과하게 하는 사

례도 있었다. 슬아는 여대에 다니기 때문에 남성들과 만날 일이 많지 않

다. 그래서 "거의 내가 아닐 정도로" 사진 보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내 

진짜 얼굴은 이게 아닌데" "예쁜 얼굴인 척 하고 기만한다는" "약간의 

부채의식과 죄책감"도 느꼈지만 이는 "큰 좋아요가 주는 즐거움에 비해

서는 알 바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여성들은 아름다운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람들

의 반응과 호감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SNS는 남자들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거나 많은 수의 '팔로워'와 '좋아요'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아름다

움을 증명하고 따라서 그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성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이 아름다운 사

진을 SNS에 전시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평판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저에는 오로지 이미지만을 업로드 가능하

게 해놓은 인스타그램 플랫폼이 있다. 소셜 기업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소통 강화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실상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SNS 플랫폼이 타

인이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이나 자신이 심정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

어리와 같은 글쓰기 공간을 제공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오로지 사진

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의 구절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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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사진 찍어 올려야 한다. 따라

서 오프라인에서 포착하기 어려웠던 타인의 입체적 면모를 이해할 수 있

게 된다기보다 오히려 단편적인 이미지만 오가게 된다. 이용자들도 자신

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기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선

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를 공유한다. 여

성들이 이미지 관리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

폼 자체에 내재된 특성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성주의 문화연구는 여성이 주로 재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은 '보고 행하는' 위치

에, 여성은 '보이는' 위치에 놓이며 여성이 비가시화되거나 왜곡되어왔다

고 지적했다(Berger John ,2012). 지금까지 여성의 몸이 전시되어왔다

면, 이제 그 범주는 확장되어 여성의 사회생활과 평판 전반까지 보여지

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사회성과 친구관계, 인기

와 평판을 '증명'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의 사소한 영역까지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평판을 위해 SNS를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팔로워와 '좋아요', 사진 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상을 전시하기 좋은 방식으로 편집하고 

그럴듯하게 연출해 전시하는 인스타그램의 문화는 모든 것을 있어보이게 

만든다는 "있어빌리티"32)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윤보라b(2017)는 

여성들이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구매력과 생활수준, 문화수

준을 표현하며 타인과 구별짓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와 남편의 재력, 그리고 자신이 선물로 명품을 받는 여자라는 점 

등을 부각하는 식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출시되었을 때부터 '소비 

과시의 경연장'으로 불리며 허영으로 가득한 공간이라고 비난받아왔다. 

현실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조작적으로 연출하여 보기 좋게 전시한다는 

32) 있어빌리티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빌리티(ability)'를 결합한 신조어

로, 있어보이게 하는 능력쯤으로 해석된다. '있어 보이게 하는'을 강조하면 있는 '척'

이 되지만, '능력'에 방점을 찍으면 포장력이자 연출력이 되고 자신을 브랜딩 하는

하나의 기술이 되기도 한다. ("있어빌리티 ① 나를 포장하는 '그럴싸함'". 한국일보.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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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세계 된장녀 공통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전형'

출처 : https://www.ilbe.com/view/5930245521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가식과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여성을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존재로 

읽어온 오랜 역사와 맞물려 여성혐오의 맥락으로 흡수된다는 것에 있다. 

윤보라b(2017)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호

의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상호의례로 통하는 반면, 인스타그램에서

는 유독 서로를 비난하는 감정이 잦다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

자가 여성이며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비난이 오래 지속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여성혐오의 맥락과도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X세대'부터 시작해 '된장녀'로 이어지는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경멸과 

혐오는 인스타그램 공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는 <그림 7>과 같이 SNS를 즐겨하는 여자는 허영심이 넘치니 만

나면 안 된다는 글이 가득했다. 초반에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며 가장 의

아했던 부분도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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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노력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을 숨기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인스

타그램 이용자를 비난하거나, 그들과 본인이 다르다고("저는 인스타그램

에 그 정도로 미쳐있지는 않아요.", "걔는 진짜 심해요" 등) 구분짓기도 

했다. 오귤희(2019)는 여성들이 "몸을 가꾸는데 치중하느라 내면은 돌

보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여성의 몸에 대한 규율로서의 자기관

리 사이에서 모순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기관리를 해야 하지만 '너

무 과도한 자기관리'는 비난받기 때문에 난처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인스타에서 인기가 많아지자 오히려 인스타 

사용을 줄이게 됐다는 은유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은유는 자신의 인스

타에 사람들이 댓글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 시작하자 오히려 부담감

을 느끼고 인스타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꺼 빨리 칭찬해! 이렇

게 올리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좋아요'와 댓글, 팔로워는 인

스타그램을 계속 하게 하는 동인이었지만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오히려 인

스타를 그만두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친구들이 봐줬으면 좋겠는 

욕구가 항상 꽉차있으면서도 그걸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은유의 심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인스타노동을 숨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 위치해있다. 

디지털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재구성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사진이 외

모의 중요성을 대체하게 된 사회에서 여성들은 순식간에 아름다움을 획

득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매혹적인 공간이다. 여성들은 강도 높은 디지털 노동을 통해 결국 

온라인에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을 구현해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덫이 

있다. 바로 예쁘되 너무 예쁘면 안 되고 SNS를 통해 자아를 전시하되 

너무 소비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SNS에는 이상적인 자아를 

완성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전시하고 싶어 하는 자신에 대한 검열과 

혐오가 공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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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아름다움을 인정해주는 관계적 자원으로서의 이성애

1. 자아존중감의 담지자로서의 남자친구

 아름다움이 평판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또 그 평판이 SNS를 통해 공개

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외모는 여성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외모평가를 초월할 수 있는 다른 매력자원이나 자

신을 지지해주는 관계자원이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을 설명하고 해방시키는 

페미니즘 언어를 만난 경우 여성들은 자신을 외모로 축소시키는 문화로부

터 거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 여성들은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다. 대학에 가도 입시 때와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스펙'을 

잘 쌓는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미래 전망은 매우 불투명

하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유실되어 개인이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상황에

서 자신을 충분히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 모든 청년 

문제는 아름다움을 획득하면 자연스레 연쇄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되

기 때문에, 몇몇 여성은 아름다움이라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과 

시술까지 불사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모

호할뿐더러 아름다움의 평가가 늘 상대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아이돌 산업의 본산지이자 뷰티산업의 성지로 꼽히는 나라

다. 현재 20대 여성들은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늘 봐왔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매우 높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해외에서 원정 성형

을 하러 오는 '뷰티 강국'이다(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ISAPS)). 한국 여

성들은 고등학교 졸업 의례로 성형을 하고, 화장하듯 시술을 받는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힌다. 

문제는 아름다움이 언제나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름다운 상황에서는 자신이 좋은 평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슬아

의 말처럼 한국 여자 중에 "안 예쁜 여자가 없고 안 마른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 평판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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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들보다 '더' 예뻐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때 몇몇 여성들은 자신이 1:1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데, 바로 연애다. 한강과 보라는 연애를 통해 자신의 이성애적 매력을 

확인하려 시도했다. 

한강: "너 살 쪘네"라는 말을 듣는 게 되게 무서워서 자괴감이 클 것 같아

서 대인기피증도 그러고. 진짜 내 모습을 거울로도 안 보려고 하고.. (중

략) 그 때는 연애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폭식증이 있었는데 연애를 

하니까 행복감이 있잖아요. 심리적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폭식을 안 하더

라고요. (중략) 그 다음에 다시 [폭식증이] 재발을 했었어요. (중략) 연애

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폭식증을 고치기 위한 연애. 내가 어

떻게 해도, 얘한테는 60kg가 되도 연예인인 것 아니까. (중략) 본능적으

로 얘한테는 자신감이 있게 되는 사람을 찾아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살을 뺐죠. 그래서 55kg까지 빠졌어요. 

보라 : 저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1번은 가슴이고 2번이 내가 오래 좋아

했던 사람과의 연애를 결국엔 성공했다 이게 진짜 컸던 거 같아요. 너네

가 지금 나를 몰라도, 내가 3년간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나 좋아해서 죽

고 못 산다. 이런 게 정말 컸던 거 같아요. (중략) 남자친구가 그리고 제

가 꾸미기 전의 상태였을 때도 날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연애를 시

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강은 살이 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연애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채웠다.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

략적으로 "너무 못생겨가지고 얼굴 안 보려고 노력하고 눈을 낮춰서" 나

에게 "항상 예쁘다고 찬양해주는" 남자를 선택해 사귀었다. 보라는 고등

학생 때부터 자신이 좋아해온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외모 존

중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

는 여성이 연애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채우려 노력하는 것은 오혜진

(2019)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사례 2와 사례 9는 자신이 뚱뚱

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을 이성애적 매력이 있는 상대로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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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연애를 통해 자신의 이성애적 매력과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것은 이성

애자 페미니스트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일종의 '낙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이

성애자 여성은 평판구조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20대 여성 중 약 

75%가 연애를 원하고 남성의 72%가 여자 친구가 페미니스트라면 헤어

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마경희 외, 2020) 몇몇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연애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이성애적 매력을 지닌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는 비연애, 비혼을 결심한 슬아의 사례에서

도 드러났다. 슬아가 다니는 여대는 페미니즘이 "디폴트"로 깔려있는 곳

이라 "친구 중에 결혼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어서 남자친구 사귀는 애가 

한명도 없"고, "결혼 얘기 자체를 안"한다. "다들 자아를 의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결혼이 "바람직하지 않은 풍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한 슬아는 연애가 일종의 역할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애 문법을 

간파해 영리하게 갖고 놀며 장소에 맞는 자아를 연기하기도 했다. "소개

팅에서는 조신하고 세련되고 나 집 좀 살고"를 중점에 두었다면, 미팅에

서는 "되게 예쁜데 잘 놀아 근데 귀엽고 싹싹해 이거를 되게 최정점에 

두고 그걸 향해서 연기해나가는 연기자로 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애구조와 결혼제도의 허구성을 인지하고 있는 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미팅과 소개팅을 하고 클럽에 다녔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애

적 매력을 증명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슬아의 사례는 아름다움을 인정

받는 것이 꼭 연애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슬아: 어떤 식으로 제 안에 그런 외로움이나 환상들을 채웠냐면 썸. 썸을 

탔어요. 썸을 타다가 얘가 뭔가 나한테 훅 관계정립을 시도할 것 같으면 

끊어요. (중략) 내가 얘한테 좀 어필이 됐다 이런 거? 나 아직도 남성에

게 매력적이다.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걸 또 친

구들에게 바로 알리는 거예요. (중략) 제 옆에 남자가 붙으면 저는 이 남

자애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 아직도 오늘 좀 괜찮았다. 오늘 나는 인

정받았다? 확인하는 수단. 저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상정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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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Beck, 1997)은 개인화의 불안이 개인이 친밀성의 영역에 더욱 집

중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자아존중감이 중요해졌지만 대다수가 노

동자조차 되지 못하는 잉여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랑이 자아의 독특한 

개성과 그 가치를 부단히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축이자 하나의 신흥종교로 

작동한다. 이중에서도 연애가 제공하는 인정의 맥락에 아름다움을 매개

로 작동하는 이성애 구조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에게 이성 

연애는 단순히 '상대를 너무 사랑한'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 적합성을 기

준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였다.

여성들은 연애를 통해 안정을 얻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연애가 안

정을 가져다주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성애적 매력을 인정받기 위

해 남성을 만나지만 문제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동안 "예뻐?"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남성

들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외모부터 물어본다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현상은 남성들이 여성을 만날 때 

상대의 지위나 관계에 무관하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외모라는 것

을 드러냈다. 운 좋게 '유니콘남'을 만나지 않는 이상 여성들이 만나고 싶

어 하는 상대도 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품평을 즐

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은 또 다시 같은 기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은유처럼 "딴사람이 나 볼 때 통통하고 이런 건 괜

찮은데 오빠한테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오빠 한번 왔다 가면 외모자존

감이 뚝뚝 떨어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하

게 여자 친구의 외모를 검열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운이 좋게 나의 새로운 매력을 알아주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적 자원이 보장받지 못한 채 남자친구의 인정으로만 자

존감을 채우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남자친

구가 나의 사회적 매력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자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 관계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다. 또한 이성애 연애의 각본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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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여성은 다른 관계로부터 만족을 얻기도 쉽지 않다. 자신에게 있는 

인정의 경험이 이성애와 아름다움을 매개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강

은 살이 쪄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나지만 후에 데이트폭력

을 당한다. 반복되는 폭력에 비연애, 비혼을 결심해보지만 시간이 지나

면 또 다시 외로움을 느낀다. 연애를 통해 자존감을 얻고자 하지만 연애

를 통해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런 상황에서도 연애에 대한 환상과 기대 자체가 조정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예쁘지 못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귀

결된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정자원이 아름다움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연애는 나의 이성애 적합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이 구조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김희지와 이영희(2019)는 최근 연애에 대한 담론이 연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뒤쳐진" 여성들을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

만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원하는 여성들을 단순히 '남자 못 잃는'  

'뒤쳐진 사람들'로 재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사

랑이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

학이었다는 것을 밝혀왔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구조로 이성애와 가족제도를 지적하며 이를 해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와 그 안에서 수행되는 성역할

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기제라고 보고 이성애 제

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이성애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여성들은 남성의 사랑(보호)을 통해서

만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여성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분류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낭만적 사

랑'으로 포장된 이성애는 사실 여성의 성원권과 경제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여성의 가치는 자원을 가진 개별 남성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

다. 남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은 또래에서의 인정, 취업, 결혼 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이와 연결된 각종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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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성애 문제는 상대 남성과의 1:1관계 뿐 아니라 이들이 놓인 맥

락과 관계의 의미를 함께 읽어냄으로써 분석되어야 한다. 상술했듯 이성

애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는 장치일 뿐 아니라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평판을 쌓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이성애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평판이나 안정

감을 획득하기 위해 이성애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동적인 행위성

을 드러내고 있었다. 

2. 아름다운 사진 전시를 통한 잠재적 연애상대 모색

 아름다움이 평판을 담지하는 핵심요소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잘 연출

된 사진은 쉽고 빠르게 연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원이

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연애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플 등을 이용해 서로의 사진을 먼저 보고 소개팅 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만남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은 '예선전'의 

역할을 한다. 현경과 슬아는 연애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사진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현경 : 연애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사진 

잘 찍으려고 노력했었죠. 사진이 예뻐야 남소(남자소개)도 들어오고 그렇

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조신해 보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평소의 내가 아닌 모습, 분위기를 사진으로는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소(여자소개), 남소가 있었어요. 대학으로 오면 미팅이 되

는 거죠. 사진으로 평소의 파괴적인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소개팅 권유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저한테는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주변에서 하는 거 보

면 그런 거 같았어요. 일단 사진을 보고 받는 거. 

슬아 : 여대친구들은 연애를 하려면 아무래도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

구)가 안 되고 인위적인 만남으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해야 하는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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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프사로 해 놓으니까. 온갖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니까 뭐 전에 

잠깐 썸탔던 애들부터 고등학교 때 애들부터 막 너 슬아 맞냐 프사 맞냐. 

흔히 남자들이 하는 거. "프사 너야..?" 이거. 이걸 진짜 실제로 받으니까 

웃기고 우스우면서도 근데 마음 한편으로 너무 뿌듯한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현경은 학교에서 성차별적인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같은 학교의 동

기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다녔지만 

사진을 통해 외부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찾았다. 슬아는 여대

에 다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SNS에 꾸준히 아름다운 사

진을 올려 자신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의 목

적이 잠재적 연애상대의 관심을 끌어 이성애적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다 

보니, 보정 정도가 점점 강해졌다. 완성도 있게 보정된 슬아의 사진은 

많은 남성에게 어필이 되었고 SNS 프로필 사진이나 친구가 채팅하는 

모습을 통해 슬아의 사진을 본 남성들에게 종종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하

지만 이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데, 실물과 차이가 날 정도로 사

진을 보정한 여성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다. 사진을 많이 보정하는 사람은 '셀기꾼(셀카+사기꾼)', 혹은 '프사기

꾼(프로필사진+사기꾼)'으로 불리며 희화화와 혐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

다. 이런 상황에서 슬아는 "문득 너무 무서"워져서 자신을 소개시켜달라

고 한 친구에게 "이거 나 아닌데? 내가 실물이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 했

어?"부터 물어봤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소문난 셀기꾼인데, 

사진만 보고 어떤 애가 막 소개해 준다고 하면 너는 받을 거야?"하고 글

을 올리기도 했다. 용기를 내어 소개팅에 나갈 때는 사진을 '목표'로 삼

아 "그 행색에 맞추고 가"고자 "최대한 전 날에 굶거나 쉐딩을 더 빡세

게 넣는다거나 비슷한 분위기로 화장"을 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만남

장소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뒤에서 "걔 [사진] 존나 잘 찍더라"며 자신

을 비난하는 일을 겪으며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예쁜 사진을 올리

지 않으면 남성을 만날 기회가 없고, 막상 만남의 기회가 오면 사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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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에 괴로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이 누군

가에게 매력적으로 읽히기를 너무나 기대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

너 완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소개팅을 포기하는 아이러니한 상

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좀 더 영리하게 

앞으로 만날 상대와 채팅을 할 때 프로필 사진을 지우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부담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슬아는 사진을 통해 아름

다움을 획득하는 것이 "되게 큰 고통이자 큰 즐거움"이었다고 회상했다.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움의 이상을 사진을 통해 실현했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방식의 자기검열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사진을 미리 검열 

받는 과정에서도 남성의 의견은 주요하게 참고되었다. 한강은 사진을 찍

고 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업로드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인지 물어

보는데, 이때 남성의 의견을 더욱 주요하게 참고한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사진은 첫째,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좀 더 매력

적인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고, 둘째,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모

르는 사이에 잠재적 연애상대에게 매력을 어필해 연애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를 추구하는데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3. 아름다움의 이중평가와 SNS를 통한 평판 회복 시도

이성 연애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가 이성애

적 매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낳는다. 즉 

연애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아름다움을 보증하기 때문에 평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강의 사례는 평판과 SNS, 그리고 연애가 

서로 교차하며 얽혀있는 방식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관계 맺기 경험들은 모두 외모와 관련이 있었다.

한강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예뻐서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불러일

으킨다는 이유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남성 

사회는 사랑받을만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독점



- 88 -

하며 약자를 분할 통치해왔는데, 섹슈얼리티가 위계화되어있는 공간에서 

여성들은 남성적 시선을 내재해 여성혐오를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의 사례에서 여성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

강은 반대로 아름답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교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한강이 평판

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두 가지, 연애와 SNS를 이용하는 것이

었다. 학교 안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강은 학교 

밖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애를 하며 "유일한 안식"을 느꼈다고 했다. 그

는 연애를 통해 안정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SNS에 연애 사진을 전시함

으로써 또래 평판을 개선할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다. 낭만적 연애는 많

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강 : [남자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그래서 더 올리려고 했죠. 잘하니까 

만나는 거다. 얘는 진짜 잘한다. 헌신적인 모습, 보여주기 식의 잘함을 더 

바랐던 것 같아요. 나만 아는 잘함 말고. 약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잘함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올릴 때 걔도 엄청 뽀샵해서 올리고.. 저보다 걔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한강은 비록 학교에서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데 가

면 내가 훨씬 잘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를 적극 이용했다. 

학교 동기들이 자신의 SNS를 몰래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이다. 한강에게 SNS는 오프라인 평판을 전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를 제공했다.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사진을 공들여 찍고 유

행하는 보정법을 배워 업로드했다. 또한 "잘 나가는" 얼짱의 SNS에 찾

아가 열심히 댓글을 달아 "보여주기식 인맥"을 만들어 그가 자신의 SNS

에 글을 남기도록 유도하고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했다. SNS 방문자 

수를 높여주는 어플을 사용해 방문자 수를 높이고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보여주며 자신을 힘들게 한 친구들에게 "나는 밖에 나가선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한강에게 SNS는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의 또

래집단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모든 사람의 풀로 나가면 난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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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사회와의 소통 창구였다. 

한강의 화려한 외모는 때때로 그를 또래들로부터 배제되게 만드는 원

흉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남성들과 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자원이기도 했다. 또한 이성애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불러 일으켜 자신

에 대한 평판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애와 SNS에서의 

인기가 자아존중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

운 외모는 한강에게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강

은 최근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외모강박이 심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탈코르셋을 실천하고자 화장을 포기하고 옷을 

간소하게 입으며 덜 꾸며보고자 노력했지만 '썸남'이 생기자 바로 다시 

꾸밈을 실천하는 자신을 보며 "남자와의 연애를 포기하지 않으면 꾸밈을 

포기하기가 힘든 건가?"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강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SNS와 연애를 활용하는 모습

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에게 남은 자기 자원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배은경(2015)은 청년세대 담론의 남성중심성을 지적하며, 그동

안 청년의 얼굴이 남성으로 상상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세계의 '잉여'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성 청년은 기득권 

세대가 지운 짐을 지고 있는 좌절된 주체로 그려지며 주목받았지만, 여

성 청년은 '섹스앤더시티'의 주인공과 같이 인생을 화려하게 즐기는 '이

미지'로 재현되었다. '성공'은 이미 불가능한 꿈이 되었고 삶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요원해보이며 관계 안에서 인정을 받

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SNS와 연애는 여성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하고 있었다.

SNS에 전시된 여성들의 화려한 모습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취약한 현실을 드러낸다. 오히려 현실이 SNS에 보여지는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삶을 '증명'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한강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인맥을 

증명하고자 한 것 같이, 늘상 외모로 평가받아온 여성들은 SNS에 아름

다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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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라인에서 달성하고 인정받고자 노력했다. 게다가 사진을 게시할 때

마다 즉각적으로 받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은 내 삶이 꽤 괜찮은 것이

라는 환상까지 주었다. 김보명(2018)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초래하는 

구조적 공백과 포스트 페미니즘 신화의 비용"이 여성들에게 전가되었다

고 설명한다. 여성의 이상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연애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기제로, SNS는 여성들이 자신

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자아실현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3 절 페미니즘과 아름다움을 둘러싼 담론들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에 탈코르셋 운동의 입김

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때였다. 필자가 연구를 시작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이 지점에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반 정도가 탈코르셋 운동을 강

력 지지했는데, 연구에 참여한 동기 자체가 "코르셋의 유해함"을 설파하

고 인생사진 문화가 "페미니즘을 퇴보"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탈코르셋 운동에는 강력한 직선적 서사가 존재하는데 

성형외과에서 성형 전-후 사진을 전시하듯 탈코르셋 전과 후를 극명하

게 나누어 대비시키는 방식이다.33) 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페미니스트 유튜버들은 여성들이 인생사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이야기하는 '인생샷 없는 인생여행–디폴트립

(default+trip)' 시리즈를 만들었고, 이 구도 안에서 인생사진은 '전' 의 

자리에 위치되며 종종 '코르셋'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었다.34) 이러한 맥

33) 연구자는 20대 여성의 외모관리 실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
코르셋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18년부터‘탈코르셋', ‘탈코인증’과 같은 
해시태그를 받아보기 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탈코르셋 게시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토대로 탈코르셋 운동을 페미니즘 리부트와 연결 
지어 분석하는 페이퍼를 쓰기도 했다. 

34) 유튜버 '하말 넘많' – 인생샷 없는 인생여행 디폴트립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ZBXt9tVfqKqy0z-uuI2OPVS7lkChZ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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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여성학도인 연구자가 '당연히' 인생사진을 비판할 것이라는 믿음

을 가지고 연구에 지원한 여성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오히려 인

생사진 연출의 맥락을 발굴하고 실천주체를 이해하고자 시작한 것이었기

에 이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탈코르셋 실천 여성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논문을 

쓰려 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페미니스트

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탈코르셋 운동은 인생사진을 연출하는 여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인생사진 전시와 탈코르셋 전시는 서로를 의식하고 참

조하는 과정에서 상호 구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인생사진을 연출하는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

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같은 플랫폼과 문법을 공유하는(김애라, 

2019b) 탈코르셋 실천 여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어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상반된 실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주체가 모

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정체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페미니즘적인 것으

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쪽에서는 인생사진 연출을, 다른 한

쪽에서는 탈코르셋 전시를 페미니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아름다움, 그리고 인생사진에 대한 실천과 어떻게 연결될까? 20대 여성

들이 왜 이렇게 상반된 실천양상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주체

가 가진 페미니즘 인식과 행위맥락을 알아야 한다. 먼저 이들이 왜 하필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들의 답에 다가가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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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사진 연출의 정당화논리로 전유되는 페미니즘

  1) 디지털 페미니즘에 대한 피로감과 "편한" 인스타그램

 2015년에 발발한 페미니즘 리부트의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 공간을 기

반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디지털 공간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했고 이후 많은 해방감과 자유를 맛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페미니즘을 '영접'한 후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했다. 페미니

즘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로서의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

데, '올바른 페미니즘'은 비난을 효과적으로 쳐낼 수 있는 무기였지만 자

신을 규범으로 옥죄는 도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된 페

미니즘은 하나의 규범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김주희, 2016; 양효실 

외, 2017; 오혜진, 2019; 강예원, 2019 등), 연구 결과 이러한 경향은 

탈코르셋 운동이 시작된 후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코르셋은 '진

정한 페미니스트를 가르는 언설'로 작용하며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강예원(2019)은 탈코르셋 운동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여성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탈코르셋을 실천하

는 것이 도덕적, 인식론적 우월성의 기준이자 '페미니스트'의 자격요건으

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혜진(2019)의 연구에서도 탈코르셋 운

동의 실천여부를 두고 페미니스트 '자격'을 신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디지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는 점이다. 탈코르셋 운동에 거리감을 느끼는 한강과 탈코르셋 운동에 

강한 소속함을 느끼는 진영은 디지털 페미니즘에 대해 상이한 감정을 느

끼고 있었다. 

 

한강 : 페미니즘은 어떤 것들이 잘못 되었는지를 인지하게 도와주었던 도

구? 정도 인거 같아요. 지금도 어떤 게 불공평한 상태고. 페미니즘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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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담론에서는 사실 '페미니스트가 왜 

탈코를 안하냐?' 이런 게 오히려 검열의 기제로 [작용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서 해방감보다는 죄책감이 오히려 많이 들었었던 거 같고. 무튼 [페

미니즘이] 해방? 보다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는 바른 눈을 갖추게 해줬

다 정도인 거 같아요.

한강은 탈코르셋 운동을 보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외모관리를 실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페미니

즘 담론이 나를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안겨주는 일이 잦아

지면서, 그는 페미니즘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답지'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에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하는 진영의 경우 

디지털 페미니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진영은 본인이 활

동하는 여초 카페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나 "저희" 와 같은 표현을 반

복해서 사용하며 디지털 페미니즘 커뮤니티를 향한 강한 소속감을 드러

냈다. 탈코르셋 담론이 유행하기 전에 "저희가 흑역사로 여기"는 "주체

적 섹시" 담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여초커뮤니티의 역사를 꿰뚫고 있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영에게 페미니즘은 피로감이나 죄책감과 연

결 지어 인식되기보다 옳은 것, 다른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인식은 꼭 탈코르셋 실천여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진영은 본인이 "머리도 길고 아직 화장도 버리지 못 했고 남자친구도 끼

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탈코"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완

벽하게 탈코가 된 건 아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다는 것에 의의를 두"

고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페미니즘을 '정답'이나 '논리'로 환원하여 이해하

는 경향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탈코르셋 실천/지지여부에 따라 페미니

즘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였다. 탈코르셋을 실천한 여성들은 큰 무리 없

이 디지털 페미니즘에 동일시하고 있었지만, 탈코르셋을 하지 않은/못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으로부터 일종의 죄책감과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희진과 한강은 페미니즘 담론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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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벗어나고 싶다는 피로감을 느꼈다.

희진 : 요즘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려면 진짜 서론-본론-결론이 논리

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데. (중략) 뭐 하나 잘못 

올렸다가는 난리나. 어디 가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공간이..(중략) 페이

스북에서는 진짜 글을 무슨 말을 못 하겠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

런 생각이 들고. 약간 진지해졌어. 그 전에는 그냥 카페 가서 커피 사진 

올리면 됐었는데. (중략) 인스타에서는 그나마 자유롭게 올리는. (중략) 

[페이스북이] 진지해져서 덜 진지한 인스타로. 인스타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한강 :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구분했거든요? 계정 자체를. 그니까 페북에

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야겠

다. 나도 편하고 예쁘고 그냥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는 계정으로 써야겠다. 

SNS는 페미니스트들이 연대감을 느끼고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는 공

간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나를 내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디지털 공간에 페미니즘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희진과 한

강은 페미니즘 담론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대안으로 인식되는 온라인 공간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중심의 매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복잡한 논의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스낵 컬

쳐 세대의 반지성주의적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강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일상을 전부 페미니즘을 위해 투신하고 매일 

숨 가쁘게 진행되는 모든 논의를 다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소모

적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디지털 페미니즘 공론장에서 적극

적으로 싸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강은 "한 2, 3년 SNS

에서 화를 내다가" 그게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사소한 감정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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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터넷에서 악플다는 나부랭이들을 신경 쓰고 상

대하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 "좀 더 공부"하는 중

이라고 했다. 그동안 젊은 여성들은 '큰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바꾸기보

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분석되어왔지만 이들은 자

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최선을 찾아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SNS에서 자신을 숨기고 글을 쓰는 것

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되게 비겁"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자신의 신상을 밝힌 채 페미니즘 글을 적었지만, 이내 외

모조롱과 비하를 당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

다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는 온라인에 페미니즘 글을 썼다

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페미니즘을 공개 지지하는 경우 일

자리를 잃거나, 목소리를 잃거나, 도를 넘은 인신공격까지 당하는 상황

에서35) 여성들은 신상을 가리고 페미니즘 글을 쓰느니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공간으로 향했다. 흔히 인스타그램은 가식적

인 공간, 자아를 선별해서 전시하는 속물들의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여

성들에게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의미에서 '솔직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페미니스트의 '훈계'를 피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

운 공간이기도 했다. 과거 여성들이 성형이나 화장 같은 외모관리 이슈

에 대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은 여초카페였다(윤

보라a, 2011:22).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여초카페 2곳을 비롯해 여성들

이 집단적으로 모인 공간은 대부분 페미니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이

성애 전시'와 '코르셋 전시' 금지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있다. 이

런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은 페미니스트이지만 여전히 외모와 이성애에 관

심 있는 여성들이 '가식적일지언정 당당하게'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강도 높은 노동이 이

뤄지기 때문에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

나 한강은 인스타그램에서 느끼는 피로가 과거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 

35) “‘너 메갈이지?’ 페미니즘 지지 발언에 낙인찍는 사회, " 『여성신문』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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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키보드 배틀)'를 뜰 때보다 "당연히" "훨씬" 덜하다고 대답했다. "

그때는 내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 글만 올렸"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정직함'은 설령 일상을 조금 편집해 올릴지언정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인스타그램은 남성들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비교적 적고, 자신의 외모관리에 대한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나를 숨길 필요 없이 "편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힙하게" 드

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2) '못생긴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전복을 위한 인생사진 연출

 20대 여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페미니즘을 실천하지

만 이와 동시에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도 강하다. 매일 반

복되는 젠더폭력사건과 성차별적 판결을 보면서 변화가 정말 가능한 것

인지 의구심을 느낀다. 특히 오늘날의 20대 청년들은 탄핵과 같은 예외

적 사례가 아니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목도한 적이 없다. 제도정치

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마경희 외, 2020) 중요한 것은 현실과  

'타협'하며 영리하게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아름다움

이 경제활동에서부터 결혼과 같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 평판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여성들은 영리하

게 아름다움과 페미니즘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을 선택했다. 

한강은 페미니스트로서 외모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것을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결론

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자 노력지만, 동시에 외모도 '안

전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유 또한 대의적 차원에서 탈코르셋 

운동을 응원하지만,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써 감당해야 되는"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강이 아름다움이 페미니즘 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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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전시했었다는 사실이다.

한강 : 예쁜 사람이 페미니즘 가치관을 많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도

움이 된다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수지 설현 아이린, 이런 사람들이 페미

니즘 도서를 읽고 폰케이스를 쓴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생각했던 게 남자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남자들이 이상형

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면 남자들한테 선택권이 사라지잖아

요. 페미니스트를 만나는 거 밖에는. (중략) 그래서 약간 뭔가 제가 뭐 타

고나게 예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집중을 

해주는 저 같은 사람일수록 더 총대를 메고 페미니스트로서 활발하게 말

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은 있었던 거 같아요.

한강은 연예인이나 자신처럼 예쁜 여성일수록 "총대를 메고 페미니스

트로서 활발하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사진을 걸어놓고 열심히 여성혐오 페이지를 

다니며 키보드 배틀을 하러 다녔다. "페미니스트는 못생기고 남자들 사

랑 못 받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예쁜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성희롱적 발언]도 많이 듣고 더 

빻은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는 장문의 글을 여러 번 적기도 했다. 페이스북에서 아름다운 사진과 학

력을 함께 전시하며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교정하려 시도

했지만, 남성들은 편견을 교정하기보다 "누가 물들여놨는지 멀쩡하게 생

기신 분이 왜 페미니즘을 하냐"며 한강의 신상을 털거나 외모를 품평할 

뿐이었다.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며 예전만큼 페미니즘 글을 

자주 올리게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간간이 페미니즘 글을 올리며 아

름다운 여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페미니즘에 적대감을 가진 이들에게 페미니스트의 이미지

는 '뚱뚱하고 못생겼으며 남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이었다. 이러

한 인식은 외모품평문화와 만나며 페미니스트 여성을 검열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특히 최근에는 '쿵쾅이'와 같이 체중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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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하는 움직임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슬아는 크게 상처받

은 경험이 있었다. 초기 메갈리아에서 운영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팔찌를 

판매했고 메갈리안들은 팔찌를 손목에 차고 인증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몇몇 통통해 보이는 손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조

작/공유하며 "역시 메갈은 다 쿵쾅이라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이  

행동에 여성들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메갈리아 내부에서 통통

한 여성들은 잠시 손 인증을 자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물론 이 

글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삭제되었지만, 몇몇 여성

들에게는 예쁘지 않은 페미니스트의 존재가 오히려 페미니즘 운동에 방

해 된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얼굴을 공개한 페

미니스트 여성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캡쳐해 전시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계정이 생긴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쁜 여성이 페미니즘을 이야

기할수록 전달력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해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탈코르셋을 실천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한 때 

자신도 예뻐야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예

쁜 페미"를 꿈꾸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한강은 자신이 "예쁘고 싶을 때 [아

름다움을] 선택"하며 "외모를 이용"한다고 말해주었다. "항상 엄청나게 

예뻐야 한다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강박이 없으면 되는 거지 예쁘고 싶

을 때 꾸미는 건 당연한"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인간 근원의 미적 

욕망'으로 옮겨놓으려 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탈정치화하려 애썼지만, 

사실 여기에는 뭔가 께름칙한 부분이 있다. "여자가 외모에 신경 쓰는 

남자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고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인생사진은 많은 보정과 친구들의 검열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순수한' 자신의 욕망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면

이 있다. 그래서 곧 스스로의 모순을 인지하고 아름다움이 "여성에게만 

더 가중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자들이 꾸밈노동을 내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꾸밈노동을 강요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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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성평등에 빠를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희진은 처음에는 탈코르셋 운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졌지

만, 한 여성이 "탈코르셋 운동이 여성들에게 반감을 들게 하는 이유가 여

성의 욕망을 건드려서 그렇다고"하는 말에 "약간 찔리"며 "나는 여기에 

걸려드는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혜영 또한 "지금 만약 탈코하고 그

런 래디컬로 올리면 한 200명 정도는 팔로우 끊길" 것이기 때문에 "인스

타에서는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이용"한다는 논리를 펼

쳤지만 곧 "탈코도 못하고 그런 것에서 갇혀있는 거긴 한데"라며 과연 자

신의 아름다움 실천이 주체적인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2. 탈코르셋 운동의 정당화논리로 동원되는 페미니즘

탈코르셋 운동은 그 자체로 규범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김애라, 

2019b), 이 때문에 '진짜 페미'와 '패션페미'를 가르는 기제로 작동한다

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진영의 "솔직히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연구에 참여한 탈코르셋 지지

자들은 서로 상당히 유사한 서사를 공유했다. "(화장한 모습이) 기괴하

다", "사탕껍질(여성복)"같은 옷을 입었다, "유해하다"와 같은 단어를 공

통적으로 사용하며 탈코르셋 실천 전을 '코르셋 조이던 시절'로, 현재를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으로 그렸다. 심지어 혜영은 초등학생들의 화

장 문화를 강조하여 비판하기 위해 "나 때는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오락

실 갔는데 요즘 애들은 화장하고 논다"는 서사를 펼쳤다가 좀 후에 "아 

제가 그 정도 나이까진 아니지만"이라며 민망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외모관리를 열심히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강하게 

의식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탈코르셋 운동은 

특정한 외모를 긍정하고 그와 다른 외모를 '이상한' 것으로 의미화 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성 규범의 원인과 양상을 단일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상

성의 권위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36)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36) 웹툰 <탈코일기>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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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탈코르셋 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하지만 운동의 한

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은 이 한계를 추동한 조건이다. 

탈코르셋을 고민하고 실천한 여성들의 내부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평

가와 반박만이 반복될 뿐, 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온라인 서사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와 동시에 탈코르셋 담론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며 운동의 서사에 혼란을 

느끼거나 동일시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현재의 페미니즘 지형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날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인식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젊은 여성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분석한 상당수의 연구는 이들의 포스트페미니즘적 면모에 주목해

왔다. 젊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
에 따라 겉으로 보이기에 대상화된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능동적인 섹슈
얼한 주체"(Goldman, 1992)로 그려졌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 여성
들은 "섹스앤더시티 부류의 여성상"이 자신들을 "망쳐왔"다고 주장하며,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과 '섹시함'을 거부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새
로운 전략을 택하게 한 것일까?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대인관계, 취업, 결혼,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동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탈코르셋 실천 이후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을까? 

이들이 인생사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 

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운동은 내부자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나름의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갖고 있다. 탈코르셋 운동이 온라인 여초커

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간 커뮤니티에서 진행되

어온 외모 담론의 흐름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첫째, 이들이 

페미니즘을 의미화 하는 방식, 둘째, 아름다움과 사진에 대한 태도, 셋

째, 탈코르셋을 가능하게 한 조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https://fwdfeminist.com/2019/05/22/cult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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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코르셋 운동의 맥락과 내부 서사

    (1) 남성에게 외모강박 되돌려주기 : 미러링

탈코르셋 운동은 2018년이 되어서야 크게 주목받았지만, 사실 '코르셋' 

논의는 메갈리아 창설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다. 김리나(2018)는 초기 

메갈리아의 화장 담론을 세세하게 좇으며 포스트페미니즘과 메갈리아의 

관계를 분석했다. 메갈리아는 개설 초기인 2015년 하반기부터 화장에 

담긴 성차별적 맥락에 대해 토론해왔다. '코르셋'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

때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메갈리아 이용자들은 화장이 여성이 주로 하

는 것일 뿐 아니라 남성의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사회구조

의 산물이라고 인식했다. 초기 메갈리아의 전략은 그동안 여성에게 가해

졌던 외모억압을 남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는 메갈리아에서 유행

했던 '미러링' 어휘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미러링 어휘의 상당 부분이 

남성의 외모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슬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솔찍헌 

여우의 심정과 같은 명글"을 보고 배웠고, 고등학생 때부터 "요즘 남자 

아이돌 얼굴 왜 그러냐? 더치페이스 안 된다" 혹은 "남자는 얼굴이지"와 

같은 말을 하며 "남성 한정 외모지상주의자"로 살았다. 이외에도 메갈리

아의 여성들은 '영앤리치 빅앤핸썸 톨앤머슬(young and rich, big and 

handsome, tall and muscle)'이나 '더치페이스(dutch face)',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에게 외모품평의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댔다. 한

국 남성들의 '표준' 외모라는 '십이한남' 이미지를 만들어 조롱하기도 했

다. 메갈리아 외부에서 남성에게 외모에 대한 강박을 덧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내부에서는 과연 여성의 외모꾸밈이 주체적인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남성에게 외모억압을 그대로 덧씌우려는 시도는 

사실 여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외모지

상주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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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아름다움 시도하기 : "쎈 언니" 메이크업

청순한 화장이 남성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도

된 것이 바로 "쎈 언니" 혹은 "보랑캐" 메이크업이다. 보랑캐는 '보지'와 

'오랑캐'의 합성어로, 청순한 화장과 대비되는 무서운 느낌의 화장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쇠못이 박힌 가죽소재의 옷이나 어두운 계열의 화

장품을 활용한 것이다(김리나, 2018:94). 현경과 슬아는 외모꾸밈을 고

민하는 과정에서 "쎈 언니" 메이크업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다. 현경은 

원래 청순한 컨셉을 추구했지만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로 "다죽여 스타일"

을 시도했다. "옷을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까맣고 강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옷을 입고, 머리도 이쪽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화장도 

되게 아주 두껍고 진하게 남자들이 싫어하는 화장이라고 불리는 화장"을 

했다. 진영은 여초커뮤니티 내 외모관리 담론의 변화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꾸미는 거에 대해서 주체적 꾸밈을 되게 강

조했었"다고 회상했다. "나는 남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게 아

니야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운

동"은 "네가 진짜 네 만족을 위해 꾸며?" 였다고 했다.

정리해보면 이때까지 메갈리아를 위시한 여초커뮤니티 코르셋 논의의 

주요 논점은 외모관리의 '주체성'에 있었다. 김리나(2018)의 초기 메갈

리아 코르셋 담론 분석을 보면 논의가 주체성 대vs 억압의 구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이 과연 '코르셋'인지 아니면 '자기만족'

인지가 핵심 논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메갈리아에서는 화장을 단순히 억

압적 행위로 치부하며 비판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비록 

여성의 화장행위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공모하는 것일지라도 "보지의 

행위에 고나리(참견)해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갈리아에서는 화장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

미로 해석될 수 있음이 공론화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 자기만족적

인 화장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하는 자기행위에 대한 성찰성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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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과 안전의 관점에서 재독해되는 코르셋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모에 대해 고민하던 분위기가 한

순간에 뒤바뀐 계기는 무엇일까? 바로 '주체성'을 중심으로 욕망과 억압 

사이에서 무한 반복되던 '코르셋' 논의가 '성적 대상화'라는 개념을 만나

면서부터다.

2017년과 2018년에 디지털 페미니즘 진영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불

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였다. 정부의 방임, 혹은 적극적 지원 하에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장의업을 함께 운영하며 여성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얻어왔음이 드러났다. 여성의 몸을 착취하

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 유지되어왔음이 드러났지만, 이

런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각성이 일어나긴 커녕 남성중심사회는 양진호라

는 괴물을 만들어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려 했을 뿐 아니라 그마저의 처

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규탄하는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는 6차까지 열리며 주최 측 추산기준 누적 약 30만 명의 여

성들이 모였고, 각종 미디어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며 

남성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의 피해를 가시화했다. 성폭력에 대한 인

식이 각성된 상황에서 코르셋 담론은 위험과 안전의 관점에서 다시 읽히

기 시작했다. 이인지(2019)의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의 코르셋 관련 키

워드 분석 연구를 보면 2016년 4분기에 '코르셋'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많이 쓰인 단어는 여자, 남자, 말, 생각, 페미니즘 등이다. 당시 '코르셋'

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사유하는 젠

더 전반의 차원에서 다뤄졌다. 반면 코르셋 논의가 본격화된 2018년 2

분기는 화장, 다이어트와 함께 '섹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된다. '코르

셋' 논의에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새롭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에 '가부장제 억압'과 같은 다소 모호한 단어로 '코르셋'의 심각성이 설명

되었다면, 이제 "볼터치는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처럼 보이게 해

서 남성에게 섹스어필을 하기 위한 것"과 같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성적

의미를 가진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탈코르셋 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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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아름다움'에서 '주체적 섹시'로 바뀌며, '초이스(성매매 업소에서 

성판매 여성을 선택하는 것을 이르는 말)', '딸감(자위할 때 성적 자극용

으로 사용하는 대상)'과 같은 단어가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때 "쎈 언니" 컨셉을 통해 새로운 화장을 시도하던 슬아가 

탈코르셋을 한 계기는 성적대상화와 관련되어있었다.

슬아: 누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야 너네 이게 현실이야. 봐." 이렇게 딱 

봤는데, 난 쎈 화장한 언닌데 뒤에 남자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자위하고 있

는 거예요. "그래도 꼴리네. 예쁘다." 저는 너무 충격인거에요. 그런 거 되

게 많잖아요. 제시 같은 사람이랑 치타 같은 사람도 걔네가 성희롱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딱 느꼈어.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닌 거 같고, 어쨌든 남자들이 꼴려 한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충격이 

너무 세서. 느낀 거죠. 무슨 색이든 제가 아무리 보편적인 쎈 언니 이미지

여도 입술에 검정색까지는 바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략) 성적으로만 

대상화된다. 무조건.

슬아는 새로운 방식의 꾸밈을 시도해보고자 "쎈 언니 컨셉"의 화장을 

시도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림 8>과 같이 "쎈 언니"가 성적 대

상으로만 인식되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

영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각성된 상황에서 성적 폭

력과 결부된 코르셋 이미지들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조금이

라도 미적 실천과 연관되어 여성적인 표식을 갖는 것은 "아무리 보편적

인 쎈 언니 이미지여도" "무조건" 성적인 대상으로만 읽히게 된다는 결

론에 다다른다.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미적 

실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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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탈코르셋 운동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이미지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예전에는 아

름다움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성적 대상화였다는 것이었다. 

슬아는 클럽에 갈 때 "맨투맨같은거 니트 입고 가면 남자들이 나한테 별

로 관심 없는데 뭔가 딱 붙는 크롭티 같은걸 입고 가면" 인기가 좋은 이

유가 "걔네들한테는 성추행하기 좋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에

는 "그게 되게 관심과 인기라고 생각"하며 "나 아직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것을 "시선 강간"이라고 재정의하는 것이다.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곧 남성

들에게 성적대상화를 당하기 위해 '주체적 섹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

해되었다. 또한 인기와 아름다움은 성폭력을 당할 위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탈코르셋은 단순히 '외모억압'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이용해온 방식에 반항하고 문
제를 제기하는 저항의 실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구조화된 폭력을 

인식하고 성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성과 남성

의 경계를 공고화하고 이질성과 차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도 하다. 최근 모 여대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움직임

이 일어났던 것처럼 20대 여성들은 '안전'을 강조하며 페미니즘의 주요한 

논의들을 안전과 위험의 정치로 귀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탈코르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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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분법 또한 이러한 안전과 위험의 서사 안에서 재현되었다. 여성

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폭력과 직결되어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여성적 표식을 거부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려 시도하고 있었다. 

  2) 인생사진에 대한 비난과 사진촬영 태도의 변화

탈코르셋을 실천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는 미적노동이 본인들이 과거에 '지나온'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초 커뮤니티 담론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는 직선적 서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2015년부터 꾸준히 코르셋에 대

해 토론하며 미러링, '쎈 언니 메이크업'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왔다. 

한강처럼 아름다움과 페미니즘을 공존 가능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도 

과거의 "예쁜 페미기" 시절에 유행했던 담론으로 회자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외모억압구조는 공고하고 여성이 성적 폭력

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것만이 구조로부터 자

유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미 이 사회가 미를 추구함에 

있어 극단에 다다랐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마' 하고 개인의 선택에 맡

긴다면 그 즉시 합리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이민경, 2019:221). 이

들에게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럴 리 없다"는 강

한 일갈으로 대체되었다(같은 글, 2019:111). 이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여성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우리도 다 해봤는데, 어차피 성적대상화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좌절과 자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코르셋 운동 전에 시도했던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

한 고민들은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져 "흑역사"로 치부되었다. 이들에게 

탈코르셋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은 모두 "예쁜 척 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경과 슬아, 진영은 과거에 올렸던 "코르셋 조인" 

사진을 "너무 부끄러워서" "현타를 맞아서" "아픈 애 같아 보여서" 모두 

지우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심지어 현경은 과거의 사진을 보는 것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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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끄러워 계정 삭제까지 고려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탈코르셋 운동은 사진을 찍는 방식도 바꾸었다. 탈코르셋을 실천한 연

구참여자들은 모두 '4B(4非)'(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를 지지하며 

결혼을 생애기획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과거에는 잠재적 

연애상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성애를 염두에 두고 사진을 연

출했다면, 이들은 4B –탈코르셋-야망보지서사에 합류함에 따라 사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째는 더 이상 보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둘째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정

이나 포즈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혜영은 운동을 좋아했지만 남성들이 

'여리여리한 몸'을 좋아하기에 살은 빼되 근육은 생기면 안 된다는 스트

레스를 받았었다고 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근육을 포토샵으로 

지워 여리여리해 보이도록 만들었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강박을 버린 

후부터 외모와 사진에 대한 관점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혜영은 이제 "튼

튼한 팔뚝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나는 내가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다. 보라 또한 예전에는 "±2살의 남성 지인"

을 염두에 두고 "눈 부릅! 입 꾹!"과 같은 얼짱각도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활짝 웃는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시도하고 있었다. 슬아는 과거 남자들에게 "예쁜

데 좀 부유한 나"를 보여주고 싶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으

며 사진에 나오는 소품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넣던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에는 우리 이렇게 예

쁘고 우리 이렇게 발랄하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친 얼굴을 찍었으면, 

지금은 야 얘들아 재밌었다 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찍는다는 것이다. 

슬아는 이제 사전에 완벽하게 기획해 사진을 찍기보다 그때그때 경험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과거에 비해 사진 자체를 잘 찍지 않게 되

었다는 것이다. 진영과 보라는 탈코르셋의 시작이 "셀카어플을 쓰지 않

고" "기본카메라로 매일 얼굴을 찍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에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늘 보정된 상태로만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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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제 나의 몸은 검열의 대상이 아닌 그저 '나' 자체일 뿐이다. 남자

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사라지니 거울과 카메라를 보는 일도 줄어든 것이다.

  3) 여성준거집단의 등장과 게토화의 위험

탈코르셋 실천 여성들은 더이상 외모와 사진을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
고 있을까? 

현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겼

다. 그는 외모에 신경 쓰는 모든 행위를 '코르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꾸미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경은 이상하게 

찍힌 사진을 올리지 않고 싶어 하는 자신의 행동을 "극복해야 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여권사진을 "추레하게" 

찍고 싶지 않아하는 것도 "코르셋을 덜 벗"고 "외모강박을 아직도 못"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현경이 생각하는 탈코르셋의 이상은 "외모

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에 있었

다. 하지만 슬아의 사례는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식

의 평판구조가 작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슬아 : 좀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코 후에] 저한테 인생샷의 시

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중략) 제가 냉정하게 고찰해 보

면 몇 개월 전만해도 나는 그냥 야먕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거에서 [아름

다움으로 받던 인정이 사라지면서 생긴 공백을]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지

금 와서 깨달아보면, 1~2년 전에는 예쁜 여자가 트렌디했는데, 지금 제 

또래 집단에서는 탈코를 한 여성이 너무 트렌디한거에요. 탈코상이. 그래

서 탈코를 하면 애들이 멋있다 생각하는 거야 나를. 힙하고 트렌디하고. 

사실 그래서도 있어요. '탈코해도 멋지고 예쁘고 당당한 나'. 이거 하려고 

인생샷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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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진을 찍는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을 주로 의식하고 있다면, 탈코

르셋을 실천한 여성들은 또래 페미니스트들울 준거집단으로 삼고 있었

다. 슬아는 탈코르셋 실천 여부에 무관하게 "나 투블럭 꼭 하고 싶다는 

말을 늘 내뱉는" 여대에 다니고 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탈코르셋을 

한 여성을 동경하기 때문에 슬아에게 탈코르셋은 그 자체로 "멋지고 예쁘

고 당당한", "트렌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탈코르셋 담론은 외모 억압과 

해방의 단선적인 서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새로운 평판의 

기준인 '탈코상'이 존재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는 '#탈코전시' 혹은 '#탈

코인증'과 같은 해시태그를 이용해 인스타그램에 끊임없이 전시되고 있었

다. 사진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모범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

들을 규율해왔는데(김형곤,2003),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인스타스타의 사진이 모방대상이라면 탈코르셋을 실천한 여성들에게는  

'#탈코전시' 이미지가 새로운 모범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과거에 아름

답게 연출한 사진이 '인생사진'이었다면, 이들에겐 탈코르셋을 전시하는 

사진이 또래로부터의 인정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인생사진'이 된 것이다. 

탈코르셋을 실천한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외모 외에 다른 

인정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에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신뢰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성차별적 집단과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슬아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 "빻은 사람이 저랑 

싸우려고 들면 제가 얘를 아예 짓밟"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아할 것

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현경과 보라는 졸업 후 타교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다.

탈코르셋 운동이 이만큼 성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성들이 서로를 준

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는 페미니스트 공동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다. 여성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남자들에게 비슷한 반박을 반복

하는 것을 넘어,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

다. 여성을 임파워링하는 집단이 생겼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게토화될 위험도 안고 있다. 여성중심공간은 여성들에게 든든

한 임파워먼트의 지지기반이 되는 동시에 내부의 차이를 봉쇄하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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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경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슬아는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그만 두기만 하면, 즉 '탈코 플로

우'를 따르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질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슬아 :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탈코 기회비용이 적다고 인정을 했어요.(중략) 

전 여성적인 얼굴로 변할 시술을 거쳤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건 옷을 여

자처럼 안 입고 해도 얼굴에서 "어 얜 여자야" 티가 나잖아요. 전 외모 컴

플렉스 고쳐 버린 상태잖아요. (중략) 사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나오는 논의지만 탈코를 한 사진들을 보면 다 마른 애들인 거

예요. 탈코해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탈코한 페미니즘 유튜버들을 보면 

진짜 뚱뚱하면 엄청 욕을 먹고 아니면 다 빠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넌 예쁘니까 탈코하기도 쉽지". 이런 말. 

슬아는 본인이 탈코르셋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여성적인 얼굴로 

변할 시술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각종 시술을 통해 외

모 컴플렉스를 고친 상황에서 탈코르셋은 운동 내부에서 주장하는 서사

처럼 여성성을 탈각시키는 결과까지 가닿지 않는다. 탈코르셋을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여성성을 구획하는 범주가 강력하게 작

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탈코르셋과 외모 이슈가 단순히 아름다움을 포기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조건들과 함

께 폭넓게 사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맥

락이 비가시화되고 단순히 외모억압과 해방의 이분화된 서사가 강조될 

때, 아름다움은 개인의 의지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개인에게 비

난이 쏠리게 된다. 또한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정박시켜 

성별이분법을 오히려 공고화할 위험이 있다.

 보라는 탈코르셋을 실천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탈코르셋을 

한 후 페미니스트로서 살고 싶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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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 래디컬 하신 분들은 막 삭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렇게는 못하겠어요. (왜요?) 너무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음.. 약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페미니스트로서 살고 싶은 삶이, 사회와 막 단절되

고 오기로만 가득 찬 그런 삶은 사실 아닌 거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면 사실 고립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좋고 여성들

의 삶이 너무 좋지만, 저한테는 다른 기억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있

기도 하고, 그게 답인가? 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라는 페미니즘 동아리를 하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남성들을 만

나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남성을 모두 배척하거나 여성

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현경 

또한 "남성분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항상 화나고 슬픈 페미니스

트"가 아닌 "즐거운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했다.

탈코르셋 운동은 자신의 몸을 변형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탈피

해, 나의 몸이 곧 '나'라고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이렇게 탈코르셋 운동이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준거집단의 등장이 놓여있다. 그동안 남성의 일방적인 평가

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몸'으로 축소되었던 여성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를 임파워링하며 그동안 가려져왔던 역량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기존에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과 단절되는 식으로 또 다시 게토화되는 측면이 드러났다. 또

한 여성의 피해를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이분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가시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운동의 결과

가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나누고 여성들끼리만 모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

드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페미니스

트의 삶이 단순히 "사회와 단절되고 오기로만 가득 찬"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

존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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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  결    론

지금까지 20대 여성들의 사진연출문화는 매우 얄팍한 수준에서 이해

되어왔다. 많은 연구는 자기 사진 연출에 몰두하는 20대 여성을 나르시

시즘적이고, 외모 집착적이며 허영에 빠져 사람들의 주목을 마냥 갈구하

는 유아적인 주체로 그려왔다. 이 맥락에는 남성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이자 '사회문제'인 반면, 여성 문제는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에 불

과하다는 성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여성들의 사진연출문화는 주로 

자기에게 천착하는 '병리학적 증상'으로 해석될 뿐, 사회학적 분석의 장

으로 적극 편입되지 못했다.

 한편 2015년을 기점으로 등장한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워마드나 

메갈리아와 같은 디지털 페미니즘 공론장 내 담론에 한정해 분석되었고 

이와 연속되는 삶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빈약했다(오혜진, 

2019). 특히 그간 이들을 재현해온 연구들은 일정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응하는 개별 주체로 보거나,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한 실천을 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진단이 내려졌다(손희정, 2015; 나영, 2017; 이현재, 2017; 김보명, 

2018 등). 선행연구자들이 거듭 지적하듯 20대 여성들이 보이는 실천행

위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과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

은 바로 이 한계를 추동한 조건이다. 이들이 놓인 맥락에 대한 구체적 이

해 없이는 진단과 평가, 반박만이 반복될 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

워지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도전하라는 말을 

듣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추지현(2019)이 강조하듯 신자유주의가 

삶의 보편구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같은 시, 공간을 점유하며 일어난 인

생사진 문화의 유행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20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페

미니즘 인식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로 상반된 맥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탈코르셋 운동과 인생사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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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저에 깔려있는 평판문화와 이성애 구조의 맥락을 적극 드러냄으로

써, 이들이 보이고 있는 혼란과 모순이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닌 성차별

적 사회에 있다는 것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아름다운 외모가 개인됨의 선결조건으로 인식되고, 연애가 평판의 취

약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20대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와 페미니즘 인식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모순을 봉합하고 안전함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기 위해 한쪽은 페미니즘

을 통해 아름다움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고, 한쪽은 모든 종류

의 미적 실천과 욕망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탈코르셋 운동이 단순히 외모억압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실천

일 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이용해 거대한 성착취 산업을 지속해온 국가

와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음이 드러났다. 여성들은 각종 성적 폭력으로부

터 안전해지기 위해 여성적 표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

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비난을 피하려면 예뻐야 하는데, 예

뻐지기 위해 시술을 받으면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고, 설령 

예뻐지더라도 성추행을 당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있는 것을 느꼈

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적 표식을 거부하는 것은 이들에

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해주는 전략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여성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으로 사유하고 피해

와 가해를 본질화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존재하지

만,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페미니즘을 접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고 느끼는 20대 여성들에게 여성학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인가? 우선 이들을 자신만의 페미니즘을 실천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고, 이들의 경험과 현실 감각을 진지하게 사유하는 태

도가 필요하다. 특히 아름다움은 여성학에서 오래 이야기되어온 주제이

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강화/재생산되는지 오히려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페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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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을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지

성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물론 매우 타당한 지적이지만, 이

와 동시에 여성학 또한 페미니즘 지식의 구성과 연결, 그리고 재생산을 

위해 새로운 세대의 경험과 목소리를 성실히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은 '기존의 언어'가 여성의 경험을 담을 수 없다는 지식의 형

성과정에 대한 개입과 기존의 학문체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이는 페미니즘을 한 가지 '정답'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채롭고 풍부

한 이론이자 사유체계로 자리 잡게 하였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의 움직임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학계의 담론으로 평가되

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계의 논의를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게 하

는 담론적 장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현실과 괴

리된 '둥둥 떠다니는 소리'라거나 '반지성주의적'이라는 진단과 평가만 반

복될 가능성이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학의 오랜 고민과 논의가 이

들이 감각하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오혜진(2019)이 지적했듯, 20대 여성들이 디지털 페미니즘 공론

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

다. 간결하고 강력한 어휘를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담론장은 여성들에게 

양분화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즉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이 과표집되어 마치 그곳에서의 논

의가 페미니즘 담론을 모두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몇몇 여성

들은 디지털 페미니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시도하지만, 여성학에 진입

장벽을 느끼고 또 다시 디지털 담론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

다. 20대 여성들이 디지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이분법과 선동

적인 어휘로부터 거리를 두고 성찰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

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SNS의 전시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탈

코르셋 운동은 남성 중심적 평판구조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등장했다. 이 

운동은 몸을 변형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탈피해, 나의 몸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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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 탈코르셋 운동의 맥락 안에 "힙한 탈코"에 대한 선망과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방식의 평판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이는 페미니즘 전시가 인스타그램을 매개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미

디어적 효과로 보인다. 김형곤(2003)은 근대사회에서 사진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공인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

석한다. 사진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모범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규율해왔다. 이와 같이 SNS에서도 '올바른 페미니즘'이라는   

'모범례'가 전시됨으로써 페미니즘을 '나'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더욱 이분

법적인 사고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

다. 페미니즘이 디지털 미디어의 전시문화를 매개하여 전달될 때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0대 여성의 아

름다움에 관한 문제가 외모 뿐 아니라 이들이 놓여있는 삶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모평가를 초월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을 설명하고 

해방시키는 페미니즘 언어를 만난 경우 여성들은 자신을 외모로 축소시

키는 문화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외모라는 자원에 집

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SNS를 통해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다. 멋진 곳에 

여행을 다니고 '힙한' 카페에 가서 '밥보다 비싼' 커피를 사먹는다. 매번 

새롭게 옷을 바꿔 입으며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

여다보면, 여행과 멋진 카페, 예쁜 옷이 일상에서 그나마 경험할 수 있

는 '소확행'이자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에 가도 입시 때

와 같이, 혹은 그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스펙'을 잘 쌓는다

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평생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유실되어 개인이 파편화되어 존재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충분히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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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다른 인정자원을 찾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아름다움은 그나마 접근 가능해보일 뿐 아니라, 나머지 문제를 

연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아름

다운 사진을 게시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받는 수많은‘좋아요’와 댓글은 

내 삶이 꽤 괜찮은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20대 여성은 신자유주의적 경쟁구조와 젠더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태롭고 불안하게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외모억압으로부터 자

유로워진다 해도 근본적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또 다시 다른 인

정자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페미니즘 정치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가부장적 권력 체계를 비판하

는 것 뿐 아니라 이와 얽혀있는 신자유주의 시장, 국가, 지역, 인종, 섹

슈얼리티, 교육, 법 등의 조건을 함께 사유하며 더 나은 세계를 제안하

는 대안적 정치학이다. 20대 여성들이 놓여있는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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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ic of the day’ culture of 20s Women 

jihyo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nstagram's 'Pic of the day' culture is widely shared around women 

in their 20s, it has not been actively analyzed and understood at a shallow 

level compared to its public impact. Many studies have described women in 

their 20s who are narcissistic, obsessed with their appearance and vain as 

infantile players who crave people’s attention. The photographic culture of 

women has not been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field of sociological 

analysis, as it is largely interpreted as a "physiological symptom" or 

considered a marketing target.

This paper sought to find out the meaning of SNS photos for women in 

their 20s, focusing on the trend of 'Pic of the day' culture that took place 

taking possession of time and space, such as "feminism reboot." The paper 

also wanted to see how they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feminism in addition to the recent feminist reboot.

Unlike offline, SNS is given time to contemplate and decide on the image 

they want to display, so women were spending a lot of time and effort 

planning their own concepts and creating their own narratives. To display 

their stylish selves, they planned "artificial memories," took pictures at 

"differentiated" locations, and produced pictures as if an entertainer was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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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to shoot. They also selected and retouched the photos, later organized 

"feed" and reorganized their daily lives to Instagram after taking the photos. 

Because SNS photos are intended to be shown to others in the end, This 

papaer tried to analyze beauty with a focus on their interaction experience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re of women's reputation in their 20s is 

beauty. In the university, appearance evaluation was carried out in a ritual 

manner, such as the 'the tradition of the new semester', where appearance 

evaluation took place in large part through photographs. In other words, 

photography works as a "first impression" and has greatly affected women's 

experience in relations since then. Under these circumstances, some women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objective" position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before they even try to get to know each other. Since it was 

conceiv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a personal-to-person relationship 

only after the 'first step' of beauty, beauty was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the recogn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s 'individuals' and a 

universal solution to the youth problem.

SNS has also served to publicly visualize women's reputations and social 

positions. The comments on the photo played a indirect role in reveal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en who had the power of criticism and 'Likes' and 

followers were thought to objectively quantify a woman's beauty. What 

women wanted to show through SNS was their reputation for working 

through beautiful photography. In other words, woman wanted to prove that 

she was recognized person in the community by displaying 'likes' and 

comments on her well-produced photographs to his acquaintances.

Meanwhile, heterosexuality was used as a major strategy to prove that 

women had achieved beauty. Because dating itself was considered to be a 

guarantee of a woman's beauty to some extent, women were identified as 

having a heterosexual charm by dating when they were fat or when they did 

not like their appearance. Photography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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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of romantic relationships. Some women have beautifully retouched and 

displayed photograph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potential love partners.

As women in their twenties live in the age of popularization of feminism, 

they are trying to interpret and justify the act of pursuing beauty and directing 

photographs. In other words, there was a context for displaying beautiful 

photographs to prove that feminists were not ugly and unloved by men.

Meanwhile, wom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Off-corset' movement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Pic of the day' culture. To understand why they reject all 

beauty labor, this paper have tried to analyze their understanding of feminism 

and beau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ff-corset' movement was not only a 

practice to crack the appearance suppression structure, but also had ruled out 

feminine markings as a kind of strategy to be safe from sexual violence. For 

them, safety and risk were understood as a key issue of feminism.

The use of social media and dating to prove and be recognized by women 

in their twenties showed the vulnerability of the reality in which they live. 

The young women even had the task of proving beauty to be recognized as 

individuals, based on the "Youth problem" issue. In this situation, SNS and 

dating have served as a kind of bumper that allows women to maintain 

self-esteem. The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daily life and reality of a 

young woman as shown outside the feminism discourse, by shedding light on 

the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that women in their 20s have.

Keywords : 20s Women, digital photography, selfie, lo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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