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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패션 인플루언서

의 포스팅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미지 공유를 기반으로 한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는 ‘좋아요’와 댓글 기능 등을 통해 이미

지에 대한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거울자아이론의 3단계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타인의 평가와 그로부터 변화된 행위나 심리적 경험을 밝히

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포스팅 활동을

분석한다. 둘째, 포스팅 활동에 따른 패션 인플루언서의 행위 변화 및 심

리적 경험을 밝힌다. 셋째, 거울자아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을 해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로는

인스타그램과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거울자

아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질적 연구로는 심층 면접법을 활용하였으며,

참여 대상자로는 1,000명 이상 100만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남

녀 패션 인플루언서 15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을 통한 타인의 반응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과 행위 및 심리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사전 활동은 ‘포스팅 하기 이전이자

반응을 얻기 전 활동’을 말하며, 사진 촬영 및 선정, 패션 제품 구매 및

스타일링, 패션 피드 관리, 그리고 외모 및 신체 관리가 포함되었다. 패

션 인플루언서는 포스팅 하기 이전에 팔로워들의 평가에 대해 상상하고

긍정적 반응 유도를 위해 앞서 언급한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포스팅 이후 팔로워의 반응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포스팅한 패션 스타

일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을 인지하고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



거나 확장하였다. 반면,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포스팅한 패션 스타일 유

형은 기피하거나 해당 패션 제품을 평소에 착용하되, 사진 촬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유도하고

자 이후 패션 포스팅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에 있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스팅 이후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긍정

적 심리로는 두 가지로, 패션 인플루언서는 다수에게 자신의 패션 스타

일이 인정받은 것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유명세를

얻고 실질적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졌다. 반면, 부정적 심리

로는 타인의 반응에 의해 구축된 자신의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과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팔로워가 기대하는 자신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고 이내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여 탈진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패션 인플루언서 유형별로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의 차이

를 살펴보고, 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일수록 반응에 대한

행위 변화의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패션에 있어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임에도, 사실상 패션 인플루언서는 개인의 개성 또는 주관

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의 패션을 설정 및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 즉,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일부의 평가를 통해서 패션을 변화시킨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자

아와 행위, 그리고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패션으로

소통하는 개인이 자신의 패션 정체성을 구축함에 있어 가져야할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거울자아이론, 인스타그램, 팔로워 반응, 패션 인플루언서, 패션

포스팅

학 번 : 2018-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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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소셜 미디어 내의 영향력이 곧 일상생활에서의 영향력이 될 만큼, 소

셜 미디어 내에서 ‘나’라는 존재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

문화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외모를

촬영하여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인 세대의 문화로 나타난다(Samuel,

2018).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타

인에게 더욱 매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꾸민 모습을 촬영하고 공유함으로써 타

인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Brooks, 2017), 사진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류진아 & 이지영, 2019). 또한 이들은

개인의 행복감을 중시하여 자기중심적 성향이 나타나며(Time, 2013), 자

신의 사진을 타인에게 과시하고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진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류진아 & 이지영, 2019).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

여 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담은 패션 사진이나 동영상

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각적인 자료를 선호하는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셜 미디어 또한 빠르게 변화해왔다.

최근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스타그램(Instagr

am)은 편리한 기능들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패션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패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선영, 2013). 따라서 시각 지향적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패션을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

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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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차현아, 2019).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얻은 사람들을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라고 하며, 이들은 때로 대중들에게

연예인만큼이나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들은 주로 일반인으로, 개인 1

인 미디어로서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아차리기 쉽게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패션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직접 사용해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한다(KB, 2019).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패션 브랜드

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동아닷컴, 2020), 소비자들의 실질적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

서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이들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구상하

며, 이들에게 협찬 제품을 제공하거나 사진 게시에 대한 비용을 제공함

으로써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추세이다(안선혜, 2019).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 요구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 이외에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자신의 패션과 포즈

를 완벽하게 촬영하고자 한다(Coy-Dibley, 2016). 패션 인플루언서는 그

들의 패션 사진, 패션 연출법, 브랜드 협찬 홍보, 그리고 패션 정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사진을 팔로워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위한 장소를 미리 탐색하거나 타인이 좋아할

만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타인에게 공유한다(주영민, 2019).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팔로워들의 시

선을 의식하여, 실제 일상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자 패션 제품 구

매, 외모 및 체형 관리, 성형, 시술, 다이어트 등의 다양한 미적 활동을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유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벽한

사진의 이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며, 일련의 과정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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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션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 개인의 공유된 사진

및 동영상은 타인으로부터 즉각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패션 인플루언서

는 긍정적인 평판과 더불어 다수에게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소셜 미디어

에서 인기를 얻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유명세를 얻

게 되기 때문에(김미경 et al., 2013), 팔로워의 지지는 이들에게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

상으로부터 얻게 된 반응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반응을 의식하여 점차 자기 스스로의 외모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거

나, 타인이 선호할만한 사진을 선별하여 공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최근 소셜 미디어 문화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

성과 존재를 중요시한다는 것과는 모순적으로, 현대 소셜 미디어 내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차 주체성을 상실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감시

함에 따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개인의 자아 및 행위, 그리고 심리에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패션 인플루

언서는 사진을 게시하기 전 타인의 평가를 상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

고자 더욱 자신의 사진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댓글’ 혹은 ‘좋아요’ 등과 같이 타인의 평가를

즉각적으로 받는데, 타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바

꾸어 갈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찰스 쿨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

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여, 이를 거울자아이론으로 설명하고 있

었다(Cooley, 2018). 거울자아란, 개인이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신

의 모습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자신

을 바라볼 때 내릴 평가를 스스로 상상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심리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반응은 곧 패션 인플루언서의 거울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에 따라 행위나 심리가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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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기존 패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수용자의 태도 및 심리에

대한 연구 사례로 양적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김우빈 & 추호정,

2019; 김우빈 외 2명, 2019; 오지연 & 성열흥, 2019; Martinez &

Fernandez, 2018). 또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패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연구(Schouten et al., 2020; 한

기향, 2019; 윤해룡 외 2명, 2019; Purwaningwulan et al., 2018)가 있었

으며, 구독자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반면, 정보

제공자인 패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활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속

성에 대한 연구(김희영 & 하지수, 2019; Nguyen; 2018; Hund, 2017)가

있었으나, 패션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 포스팅 활동을 하는 심리적 이

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미비하였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패션 주도자로서 패션 업계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타

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거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

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파악하고, 거울자아이론에 입각하여 이들의 포스팅 활동 및 이후

심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거울자아이론을 바탕으로 타인의 시

선에 기반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를 밝히는 것은 패션과 자아 및 정

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 확장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팔로워 반응에 따른 패션 인플루언서의 행위 변화 및 심리

를 밝힌다.

연구문제 3. 거울자아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

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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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접법을 함께 수행하였다.

제 1 절 문헌 연구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후 질적 연구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스타그램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인터넷 기사, 국내와 해외 논문, 서적 등을 활용하였다. 다

음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세대

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기 및 심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자아

형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서적을 참고하였다.

제 2 절 질적 연구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주제에 맞는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의추출표본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세운 범위에 맞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패션 관련 사진을 공유하는 연구 참

여자에게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

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구 목적을 전달하고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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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smail(2018)의 인플루언서 유형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 중, 팔로워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을 보

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부터 100만 명 미만인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대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연구 참여자는 최소 1년 이상 인스타그램 활동

을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패션에

관여도가 높아야 하므로, 패션 스타일 사진, 패션 제품, 패션 관련 정보,

뷰티 등과 같이 패션과 관련한 사진을 최근 1년간 주 2회 이상 포스팅

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패션 인플

루언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는 점에서, 타인의 관심을 받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미적 활동을

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활동의 정도와 종류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SNS 활동에 따른 남성의 미적 활동과 심리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20대와 30대로 제한한다. 현재 인

스타그램의 사용자는 대부분 10대부터 30대까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되어 있다(이윤아 et al., 2015). 본 연구는 패션 인

플루언서로서 패션에 관여도가 높고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구축된 20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

였다.

심층 면담의 참여자 수는 총 15명으로 하였다. 산출 근거는 Creswell

(2005)의 연구에 따른 것으로, 현상학적 연구에 필요한 심층면접의 최소

인원은 1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패

션 블로거 총 10명(McQuarrie et al., 2013), 패션 인플루언서 총 10명(김

희영& 하지수, 2019)을 내용 분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한 바 있다.

심층 면담은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표

1>과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인 인스타그램 아이디, 성별, 나이, 직업을 물

었고,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와 이용 시간 및 횟수, 포스팅 주기와 같은

일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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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O 가명* 성별 나이 직업 팔로워 수

그룹 A

1 A 여성 25세 취준생 1,500

2 B 여성 22세 대학생 1,500

3 C 여성 27세 취준생 1,700

4 D 남성 27세 취준생 2,300

5 E 여성 23세 대학생 3,300

6 F 남성 25세 대학생 3,300

그룹 B

7 G 여성 22세 대학생 5,300

8 H 남성 27세 대학생 및 
직장인 6,000

9 I 남성 28세 직장인 6,400

10 J 여성 25세 대학생 8,300

그룹 C

11 K 남성 32세 직장인 14.3k

12 L 여성 24세 대학생 26k

13 M 남성 26세 직장인 32.7k

14 N 여성 30세 직장인 44.5k

그룹 D 15 O 남성 27세 프리랜서 165k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모든 응답자의 이름(아이디)은 가명으로 기록되었으며, 팔로워 수는 심층 면담 일자를

기준으로 기술함

* 팔로워 수의 k는 1,000단위를 말하고, 10단위 이하 절사함

그룹 A: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그룹 B: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

그룹 C: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그룹 D: 1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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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반적인 외모관리 및 패션 제품 소비에 대한 내용과 포스팅 시

외모관리 및 패션 제품 소비의 경우로 구분하여, 패션 제품 구매 행태,

패션 스타일링, 외모 및 신체 관리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패션 포스팅을 하기 이전 사진 촬영과 보정에 대

한 질문과 포스팅을 통해 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여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느낀 감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 질문지의 흐름과 그 내용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심층 면접의 내용 흐름도

2. 심층 면접

심층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과,

이를 범주화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내용

분석에 대한 기준은 Giorgi(1997)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참고하여 진

행하였다. Giorgi의 질적연구방법은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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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질문 질문 내용

개인적
특성

⦁인스타그램 아이디, 성별, 나이, 직업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

및 인식에
관한 질문

Ÿ ⦁인스타그램은 언제 시작하였고, 동기는 무엇인가요?

Ÿ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팔로잉, 그리고 게시글 수는 얼마인가요?

Ÿ ⦁하루 평균 접속 횟수와 시간, 포스팅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Ÿ ⦁본인의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얻는 수익은 얼마인가요?

Ÿ ⦁인스타그램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나요?

⦁인스타그램과 일상에서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패션 인플루언서가 된 특정 계기나 시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란 어떤 사람인가요?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감정이 드나요? 되기 이전과 차이점이 있나요?

⦁신현희 & 김경란(2017). SNS 의 형태적 진화에 따른 이용동기 및 사용행태
차이-대학생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155-164.
⦁이진균 & 박현선 (2018) SNS의 문제적 이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9(3), 547-575.

일반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질문

⦁한 달 평균 패션 제품 구매 횟수와 금액대는 어느 정도 인가요?

⦁패션 제품 구매 외 주기적으로 지불하며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패션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평소 외출 시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소 외출을 위해 패션 스타일링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류은정. (1991).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어와 표현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적합

한 분석방법이라 판단하였다. Giorgi의 분석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기술하고 녹음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음

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의

미를 도출하는 단계로, 참여자의 언어대로 기술된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분류와 병합의 과정을 거친다. 넷째, 분류 및 병합된 의미들을

학술적인 언어로 변형함으로써 참여자의 기술된 내용을 다각도로 바라보

고 해석한다. 다섯째,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함으

로, 연구자는 기술적, 해석적,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2>는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지 내용이다.

<표 2> 심층 면접의 반 구조화 질문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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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외모관리에
대한 질문

⦁외출할 때 사진 찍을 것을 예상하고 옷을 착용하나요?
⦁한 달 패션 제품 구매에서 촬영을 위해 구매한 패션 제품이 있나요?
⦁사진 찍을 것을 예상한 날 외출 전 본인을 꾸미는 시간은 차이가 있나요?

⦁촬영을 할 때 스타일링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진을 촬영할 장소에 맞춰서 패션 제품 구매 및 착용한 경우가 있나요?

⦁김지양, 임은혁 & 전호경. (2013).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 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패션 비즈니스, 17(2), 164-178.
⦁김선영, & 최선형. (2000). 신세대 여성의 과시적 의복소비 행동에 관한 연
구. 한국복식학회, 50(7), 141-153.

사진 촬영

및 보정에
대한 질문

⦁한 번 촬영할 때 사진은 몇 장씩 촬영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사진 촬영을 위해서 포즈나 연출 기법에 대해 연습하거나 연구한 적이 있나요?
⦁촬영 시 선호하는 노출 부위가 있나요?
⦁사진을 촬영할 때 장소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촬영한 사진의 원본과 보정본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진 보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스팅
내용 및

태도에
대한 질문

⦁포스팅을 통해 일상을 공유할 때, 세팅된 일상이 있나요?
⦁포스팅을 통해 주로 어떤 것을 노출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보이나요?

⦁패션 제품을 노출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평소와 포스팅 상의 본인 패션 스타일이 동일한가요?
⦁포스팅에 주로 어떤 경험을 노출하나요?

⦁포스팅을 통해서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하고 알리나요?
⦁포스팅 활동을 통해 패션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표
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잘 나온 사진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포스팅 활동은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준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동섭 (2016). 셀피의 SNS 노출과 패션 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정 (2015).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
문지, 16(4), 503-512.
⦁김동섭, 백은수, & 추호정. (2017). 자기제시와 자기표현 태도가 SNS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6), 701-711.
⦁Coy-Dibley, I. (2016). “Digitized dysmorphia” of the female body: there/disfigu
rement of the image. Palgrave Communications, 2(1), 1-9.

타인의식에
따른 행위
및 심리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나요?
⦁포스팅 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여 올린적이 있나요?

⦁포스팅을 할 때, 주로 좋은 내용을 올리려고 하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룬 업적이나 성과를 알린 적이 있나요?
⦁포스팅을 본 타인이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해서 자신을 바꾼 경험이 있나요?
⦁다른 인플루언서의 스타일, 말투, 외모를 참고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본인에게 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포스팅을 위해서 본인의 외모나 신체 혹은 스타일을 변화시킨 적이 있나요?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패션을 포스팅한 경우가 있나요?
⦁본인은 이러한 포스팅 활동이 하기 싫었던 경험이 있나요?

⦁본인의 포스팅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어떠한 감정을 느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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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에,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계획 및 심층

면담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2002/003-017). 심층 면접 이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내용에 대한

숙지하게 한 후 동의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의 녹

음은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였고, 심층 면접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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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스타그램에 대한 고찰

소셜 미디어는 정보 전달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의미

로, 이용자들이 가진 각자의 정보나 지식,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플랫

폼을 의미한다(김광수, 2013).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관계 지향형 서비스를 말하며, 사용

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관계 맺기가 용이하도록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김광수, 2013). 대표적인 SNS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

r), 인스타그램(Instagram), 그리고 스냅챗(Snapchat) 등이 있다. 그 중에

서도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기에, 사

진을 공유하는 현재 미디어 문화에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인스타그램의 개념 및 특성

인스타그램은 온라인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이며, 사용자들에게 무료

로 제공하는 이미지 기반의 SNS를 말한다(Instagram, n.d.). 인스타그램

이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연령층은 주로 10대와 20대로(최슬아 & 홍미

희, 2015),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Chaffey, 2019).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

다. 첫째,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지인과 찍은 사진, 음식, 소품, 글귀가

담긴 이미지, 동물, 활동, 셀카 이미지, 패션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미지

를 공유한다(Hu et al., 2014).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연령층 중에서도 10

대는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 이들은 사진을 공유할 때,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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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와 댓글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통

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강하게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

(Jang et al., 2015).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자 하

는 10대나 20대를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은 이들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이미지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서 적합

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닌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

다. 인스타그램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백만 개 이상의 광고

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다고 밝혔으며,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들 중 60%는 인스타그램 내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게 되었

다고 응답한 바 있다(Rouse, 2017). 특히 시각적 전달이 중요한 패션 분

야에서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인 패션 블로거는 자신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쌓고 이후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박혜영, 2019).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패션 브랜드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하여

소비자와 친밀감을 쌓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호

감도 증대와 제품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그 예로, 구찌(Gucci), 그리

고 로렉스(Rolex)등의 많은 명품 브랜드는 그들의 매 시즌 컬렉션 영상

과 더불어 카탈로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브

랜드의 잠재 고객이 사진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욱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Fluenz, 2018). 이처럼 패션 업계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제품 홍보를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인스타그램은 앞서 언급한 소통의 수단이자, 편리한 기능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적인 체험도 가능하게 한

다. 인스타그램을 미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마노비치(Manovich)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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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계정을 ‘인스타그램스럽게’ 구성하거나 가꾸는

것을 ‘인스타그래미즘(Instagramism)’이라고 하였다(Manovich, 2019). 마

노비치에 따르면, 현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

이나 사진, 그리고 경험과 같은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미적 사회(aesthetic society)에 살아가고 있

다. 따라서 개인의 아름다운 일상들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하기 위해

미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을 ‘인스타그래미즘’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

면, 인스타그래미즘은 미래주의, 큐비즘(Cubism), 초현실주의와 같이 현

대 예술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시각적 언어와 현대에

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공한다. 이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공유되

는 이미지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문화, 유행,

패션 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사용자

들은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진 뿐 아니

라 인스타그램 내에서 통상적으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고자 하며,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형의 사진을 게시하고

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 사진 보정, 해시

태그(hashtag), 팔로우(follow), 댓글 등이 있다(Kim & Han, 2016). 사진

을 올리는 행위를 포스팅(posting)이라고 하며, 사진 및 동영상 등 인스

타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보다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를 기본으로 하며, 간단한 ‘좋아요(likes)’, ‘팔로우’,

그리고 ‘팔로잉(following)’ 방식을 통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시태그(hashtag)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

야 및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노출

하며 포스팅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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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의 계정에는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와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게

시글 수, ‘팔로우’ 수, ‘팔로잉’ 수가 표기되어 나타난다. ‘팔로우’란 한 사

용자의 계정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추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이고,

반대로 ‘팔로잉’은 사용자 개인이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추종하고 있는가

에 대한 수를 말한다. 각 이미지와 개인의 계정은 숫자로 표기되어 나타

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곧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과 인기의 정도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숫자에 민감해지고 더

욱 많은 ‘좋아요’와 댓글 수, 그리고 ‘팔로잉’과 ‘팔로우’를 전략적으로 늘

리고자 할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기능은 사진에 대한 반응으로 한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 혹은 다른 사용자의 사진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통해 호감

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아요’ 수와 더불어 댓글 수는 사용자가

게시하는 사진마다 표기되어 나타난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은 ‘좋아

요’, 댓글, 사진 저장 등의 간단한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 호감을 표현하

거나 소통한다. 게시물의 ‘좋아요’ 수와 댓글 수는 사용자들에게 중요하

게 작용하고,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정도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에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와 댓글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

기도 한다(임지은 & 황장선, 2014).

사용자들은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게시물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된 감정은 사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Mariani & Mohammaed, 2014).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

에 대한 ‘좋아요’를 누른 상대방의 실제 감정이나 생각은 알 수 없으나,

타인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라 인식한다(김소

희 et al., 2018; 이진균 & 박현선, 2018). 따라서 인스타그램 내에서 게

시된 사진의 ‘좋아요’ 수와 댓글의 반응은 타인의 평가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에 호감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박은아

& 지용현, 2019). 사진을 통해 자신을 제시하는 사용자들은 사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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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와 댓글의 반응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인지하기에, 더욱 ‘좋아요’ 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외양

적인 모습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갈 수 있다.

3. 타인 의식적 셀피 문화

최근 독특한 소셜 미디어 문화를 ‘Look at me culture’라고 하며, 이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셀피(selfie)를 촬영하고 공유함으로써 타인에게 자

신을 표현하고자하는 소셜 미디어 문화를 말한다(Bendoni, 2017). 특히

최근 새로운 미디어 이용자로 부상하는 Z세대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 일상인 세대로,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일상과 경험, 감

정, 그리고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주하, 2019). 셀피란 사진 촬영자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

진을 의미하며, 셀프 카메라의 준말이다. 셀피는 촬영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성향 및 자신이 나타내고자 한 의도가 셀피 속 신체 사

진이나 의복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전대근 et al., 2020). 따라서 셀피

는 개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여러 심

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셀피를 찍어 공유하는 심리

적 요인 중 하나로는 현시대에 외모를 가꾸어 타인에게 과시하고자 함에

있다. 셀피를 통해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표현하고

그것을 과시하고자 필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 외모 변형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류진아 & 이지영, 2019).

한편, 소셜 미디어 상으로 셀피를 올리는 것은 사회에서 한 개인이 타

인에게 선택받기 위해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김난도 외, 2017). 따

라서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타인에게 제시할 때, 자

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동시에 타인의 평가를 기대하고 타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기준을 두는 타인 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신용환 & 이캐시연주, 2018). 이는 자기중심적 성향의 현세대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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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와 관계 맺는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에 자신을 제시함에 있어 타인

지향적 성향을 동시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셀피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타인에게 제시하게 되면, 개인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표현된 셀피를 통해 자신의 실제 모

습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내 자신의 페르소나(persona)로부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Low, 2019). 페르소나란 일종의 가면을 뜻하며,

한 개인이 타인이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한다(김종선 & 하

지수, 2016). 한 개인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이미지와

더불어 자신이 표현하고자 의도한 페르소나를 구현해낼 수 있다(Rana,

2019).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셀피의 사진으로부터 자신과는 다른 이미

지라고 인지하거나, 혹은 그 모습이 본인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판단에 스스로의 모습을 포장하고 가공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

다. 이와 같이 셀피는 개인이 스스로 표현하고자 의도한 이상적 모습과

일반적으로 타인이 지향하는 모습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셀피를 공유하는 것은 자신

을 타인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인스타

그램은 ‘선 이미지, 후 문자’라고 할 만큼 이미지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

영한 것으로(Lee et al., 2015), 소통의 수단은 곧 자신의 사진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타인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

가 다른 SNS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개인의 존재(presence)와 평판(reputation)을 ‘좋아요’나 댓글 등의

기능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Choi & Hong, 2015),

자신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

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공유를 통한 자

기 제시의 욕구를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이미지나 정보를 꾸며내어 긍정적

이미지만을 노출하기도 한다(Win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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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고찰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쌍방향의 소통을 지향한다. 따

라서 소셜 미디어 내에서는 기존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의 연예인과

같이 유명인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도 연예인과 같은 영향력을

얻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인플루언서’라

고 하며, 이들은 개인의 채널을 만들어 스스로를 홍보하고 자신만의 스

타일을 표출한다. 또한 이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브랜드의 홍보 효과보

다 더 큰 파급 효과를 지니며,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테츠야, 2008).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패션 정보,

착장, 취미활동, 음식, 문화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연예인

과 마찬가지이거나 혹은 더욱 영향력을 가지는 인플루언서는 일반인이지

만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

1. 패션 인플루언서의 개념 및 특성

1) 패션 인플루언서의 개념

패션 인플루언서란 패션으로 유명세를 얻은 일반인을 말하며, 이들은

기존의 패션모델이나 연예인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

람을 말한다. 최근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인스타그램의 이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패션 정보를 제공하던 패션 파워 블로

거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기존의

패션 사진은 전문 사진작가와 전문 패션모델을 통해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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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패션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였

다면, 패션 인플루언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패션 취향을 담은 그들만의

패션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문 패션모델과는 사진 촬영의 목적

과 의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테츠야, 2008). 패션모델이 그들의 신체를

활용하여 의상의 메시지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면, 마찬가

지로 패션 인플루언서는 그들의 신체와 인스타그램을 매개로하여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

을 통해 우리는 현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취미나 생활, 사고, 취향 등을

반영하는 패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유행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한

설희, 2007).

2) 패션 인플루언서의 특성

패션 인플루언서는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먼저, 패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패션 제품이 대해 소비자는 연예인이 홍보하는 것 보다 더욱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진다(Jin et al., 2019). 이들이 패션 제품 홍보를 함

에 있어 연예인보다 더욱 신뢰성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구매한 제품이나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에, 이

들을 통한 제품 정보는 신뢰할만한 것이라 느끼기 때문이다(김우빈 &

추호정, 2019).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이 그들에 대해 충분히 매력

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매력성을 지니고, 그들이 착용하는

패션 제품 정보 및 구매 정보 등에 대해서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속

성을 지닌다(한기향, 2019). 이 중에서도 매력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미

많은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의 경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따라 대중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 전문가로 볼 수 있으며, 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미적 노동자로서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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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rydges & Sjoholm, 2019). 또한 이들은 일반인으로서, 소비자

가 이들을 통해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였다(이희윤, 2020).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와 협업

을 통한 제품 개발 및 판매나(크리테오, 2019), 브랜드 제품 협찬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패션 마케팅을 진행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패션뷰

티브랜드 및 롯데 홈쇼핑과 같은 대형 업계에서도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얻은 박막례 할머니와 협업을 하는가 하면,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카파

(Kappa)는 22인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The

Future of Ecommerce, 2017). 국내 패션 기업인 신세계 인터내셔날에서

는 ‘S.I랩’이라는 협업 공간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대학생, 직장인 등의 일

반인을 모집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박혜영, 2019). 패션 인플루

언서는 패션 대기업이나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뿐

만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동시에 개설 및 운영하기도 함으로써 그들

만의 특색 있는 패션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최지흥, n.d.).

3) 패션 인플루언서의 유형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의 분류 기준은 연구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유명인과 일반인 인플루언서로 구분지

어, 정보 수용자로서 팔로워들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김은재 & 황상재, 2019). 또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자 한 유형 분류 기

준은 팔로워 수에 따른 구분으로, 일반적으로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메

가 인플루언서로 구분한다(Ismail, 2018). 먼저, 나노 인플루언서(nano-in

fluencer)는 1,000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말하고, 마이

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는 1,000명부터 100,000명 이하, 매크

로 인플루언서(macro-influencer)는 100,000명부터 1백만명 이하, 그리고

1백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메가 인플루언서(me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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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luencer)라고 한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유형에 따라 게시하는 사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마노비치(Manovich, 2016)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그들의

사진을 업로드함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일상의 순간

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캐주얼한 일상 사진 유형, 아름다움을 표현한 완

성도 있는 사진인 프로페셔널 유형, 그리고 일상이지만 현재 유행하고

인기 있는 사진만을 선별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선별된 사진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업 패션 인플루언서 혹은 보유한 팔로워의

수가 높은 패션 인플루언서일수록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에 있어 전문

성이 요구될 것이며,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고자 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2.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

현대 미디어를 향유하는 Y와 Z세대는 자기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면모

를 과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내비치길 원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이 게시한 사진에 대한 평판이나 타인의 반응에 따라 더욱 완성도

있고 완벽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즉, 호의적인 반

응을 기대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거나(김연주 & 강내원, 2019),

자신의 과시적인 측면만 전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Carpenter, 2012).

이와 같이 개인이 자신을 SNS로 보여주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자 하는 심리를 동반하며(박지혜, 2018), 오늘날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

해 스스로 경쟁적으로 관심을 얻고자 함에 있다(Walsh et al., 2011). 마

찬가지로 패션 인플루언서는 통해 다수의 평가와 지지를 받는 개인이기

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외모

나 신체, 패션 스타일, 그리고 개인의 소비 행위를 감시하고 자신의 완벽

한 모습만을 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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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촬영과 보정

개인은 SNS에서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연출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계

정을 만들어 각 계정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Kang

& Wei, 2020).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공유하고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평

가를 받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이 평가한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림 3>과 같이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고자 자신의 패션 취향도 바꾸어 ‘인스타그래머블

한’ 패션을 착용할 수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타인이 좋아할 만한 문화생

활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실과는 다른 긍정적인 면모만을 보

여주고, 디지털 페르소나를 발현한다(박성희, 2004; Turkle, 1995; Macki

nnon, 1992).

<그림 3> 패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과 현실의 차이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범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기 이전인 촬영 단계에서도 자신의 패션과 포

즈를 완벽하게 구상하여 촬영한다(Coy-Dibley, 2016). 특히 사진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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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타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

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타인의 반응을 더욱 의식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기준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사진을

보정한다(Lye, 2016). 이렇게 보정된 이미지는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는 매체이자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에 이미지를 보정하여 타인

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셀피 촬영과 보정하는 행위가 지나칠 경우, 보정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실제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외모를 성형하는 일종의 셀피 이형증

(selfie dysmorphia)이 나타날 수 있다. 셀피 이형증은 카메라 효과로 필

터 처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겨 그 모습대로 성형이나 이

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주영민, 2019). 최근에는 자신에게

더욱 만족감을 주는 셀피를 촬영하기 위해 보정된 셀피 사진과 동일하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성형하기도 한다(구본권, 2019).

이와 같이 자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카메라에 담고 아름답게 보정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후 사용자는 강박적으

로 자신의 셀카 이미지를 찍게 된다. 이를 해외에서는 ‘셀피티스’라고 명

칭한다. 셀피티스란 자신을 의미하는 ‘셀프(self)’와 염증을 의미하는 ‘아

이티스(itis)’의 합성어를 말한다(임홍철, 2016).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고자 자신의 셀피를 강박적으로 게시하는 사용자들

로부터 생겨난 용어이다(Vincent, 2014). 특히 SN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보정 기능은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조작

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개인의 이상적인 온라인 페르소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김민정 & 이길형, 2011).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 내 관계에서 타인의 칭찬이나 댓글을

단순히 즐거워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과잉 반응함으로써 생겨난 일종의

소셜 미디어 중독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은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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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제품 구매 및 스타일링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타인의 취향, 직업, 성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 영향

을 주는 요소이다(안피가로, 2005). 또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외적인 이

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이나 행복감을 높일 수 있고, 패

션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꾸미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나르시시

즘적(Narcissism) 성향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욕구가 반

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기성, 2013). 이와 같이 개인은 사회적 관계

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자아를 타인으로부터 확인하고자하는

공적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있기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곧 스스로 외모 및 패션을 관리하는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은희, 2015; 전정혜 & 유태순, 2011).

특히 개인은 타인을 의식할수록 자신의 옷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

일지 신경 쓰게 되고, 그들의 외모나 이미지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O’Cass, 2001). 따라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패션 주도층은

그들의 패션 추종자들 보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더욱 신경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nyder, 1974) 패션 제품을 구매하거나 착용하는 것

에 민감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패션 제품의 매력성, 브랜드, 컬러, 유행

등을 일반인보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와 외모

를 더욱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Lee & Workman, 2013). 따라서 패션 주

도층인 패션 인플루언서는 이미지와 글을 포스팅할 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인 ‘패셔너블한 페

르소나(fashionable persona)’를 실현한다(Titton, 2015).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의식한 행위는 패션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

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패션 제품 소비 문화는 두

가지로, 과시적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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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첫째, 명품 하울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패션 제품 소비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명품 하울(haul)이란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여 포장

된 상태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뜯어보며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말

한다(허유선, 2019). 특히 패션 제품 중에서도 명품을 소비하는 심리로는

타인이 자신의 패션 제품을 봐주기를 기대하는 과시의 욕구가 있을 수

있으며, 과시적 소비는 곧 타인과는 차별화된 자신의 지위와 모습을 나

타내 보이고자 하는 소비를 의미한다(Veblen & Thorstein, 2009). 따라

서 미디어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구입한 고가의 패션 제품을

노출하며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타인 의식적인 포스팅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고 트렌드를 즐기

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조어 ‘플렉스(flex)’가 미디어에서 가장

화두가 된 신조어이다. 플렉스란 현실의 과소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과시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일종의 놀이로 간주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로써 자리하게 되

었다(이주영, 2020). 플렉스는 주로 미국 힙합에서 자주 사용되며, 부와

귀중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김민

주, 2019).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플렉스라는 단어와 소비문화가 확산

됨에 따라 Z세대는 SPA 브랜드의 옷을 착용함과 동시에 90만원에서 10

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신는 독특한 소비문화를 보인다(더워터

멜론, 2019). 이는 패션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자 하는 측면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외모 및 체형 관리

현대인들은 첫인상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형

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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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자신의 외모와 체형을 성형이나 시술, 그리고 다이어트 등으

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내재된 심리는 사회적인 미적 기준을 내

재화함으로써 신체를 변형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장지원

et al., 2012). 이렇듯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

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외모를 통해 상대를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룩

키즘(Lookism)이라고 하며(안피가로, 2005), 이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셀피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

한 현상은 더욱 잘 나타난다. 기존의 TV나 패션 잡지와 같은 일방적인

시각적 미디어에서는 연예인의 멋지고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며 개

인의 외모를 연예인과 비교하거나 연예인과 같이 외모를 바꾸고자 하였

다. 이후,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자신이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일반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타인을 보며 그 모습을 모방하고자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의복을 구매하는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

ement behavior)을 한다(이미숙, 2003). 또한 개인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외모관리행동을 함에 있어 의복이나 소품을 활용한다

(Goffman, 1961).

이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이상적인 외모나 신체 이미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Wang et al., 2019). 따라서 많

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

터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를 더욱 관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

히. 시각을 매개로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고, 그로

부터 좋은 평판과 호응을 얻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반응을 통해 외모나 체

형을 지나치게 감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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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거울자아이론에 대한 고찰

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지에 대해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자아 표현의 욕구를 가졌다. 따라서 개인의 자

아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아를 스스로 인식하는 주체적 자아와 타인으

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대상적 자아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스스로 가진 지각, 신념 그리고 태도를 말하

며, 자아(self), 자신(ego), 자아 정체성(self-identity), 자아 이미지

(self-image) 등의 동의어로 표현된다(송인섭, 2013). 자아에 대한 해석은

학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아는 인간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이

며, 개인의 자아의 모습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자아는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을 밝힌 바 있

다(Rogers, 1951; 송인섭, 2013).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

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형성되는 자아, 즉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자아이다(휴이트, 200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아를 형성함에 있

어 외부적 요인인 사회적 관계의 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 바, 사회적 자

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거울 자아 이론을 바탕으로 개

인의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타인의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관계와 자아 형성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자아’를 형성하고 인식함에 있어서 타인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

를 형성하고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어 가려는 경향이 있다. 윌리

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자아 형성 이론으로 자아에 대해 총 네 가

지인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순수 자아로 분류하였다

(송인섭, 2013; 한지운, 2016). 그에 따르면, 첫째, 물질적 자아는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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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위치한 신체부터 옷, 가족, 그리고 가정으로 점차 확대된다. 둘째,

사회적 자아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인데, 개인이 속한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그에 상응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 자아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주관적인 존재이다. 즉, 개

인 스스로의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순수 자아란 추상적

인 의미로서 한 개인의 정신적인 측면을 말한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특히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 현 시점에서 한 개

인이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외부적 요인이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자아에 대해 강조한 두 학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자아를 강조한 찰스 쿨리(Charles. H. Cooley)는 사

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자아가 형성된다는 제임스의 이론과 더불어 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자아개념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

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로 생기는 사회적 존재이다(Cooley, 1992). 쿨리는 제

임스보다 개인의 자아 형성은 사회에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강조

하였으며, 자아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구축된 이후에 형성되는 것으

로 사회 속의 한 개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의식의 발달

은 곧 사회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쿨리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

타나는지와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 쿨리에 따르면 개인의 주체적 생각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개인의 사

회적 자아에 대해 더욱 강조하였다(Cooley, 1992).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미드(George H. Mead)는 쿨리

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에 대해 설명하였다(Mead, 2010; 하홍

규, 2011). 그는 사회화된 대상적 자아인 ‘Me(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아)’

와 사회화가 되지 않은 주체적 자아를 말하는 ‘I(내가 인식하는 자아)’를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자아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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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엘리엇, 2007). 미드에 따르면

자아는 반성적 사고이자 타인의 관점을 인지하고 취하는 능력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모습에 따라 개인의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미드는 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타인으로부터 형성

되는 대상적 자아를 강조하였으나, 쿨리가 자아의 주체성을 배제한 채

타자성만을 강조했다면, 미드는 ‘I’와 ‘Me’의 끊임없는 내면적 충돌을 통

해 인간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두 측면 모두 강조하였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한 <표 3>은 다음과 같다.

<표 3> 자아 형성에 대한 내용 정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가정으로부

터 개인의 자아가 형성된다. 끊임없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자아는 타인이 가지는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자각할 때 있

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타인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를 거울이라는 물체에 비유하여 설명한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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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울자아이론의 개념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져 타인의 시선을 마치 자신을 이해하는 일종의

거울로서 활용하고, 또 거울과 같은 타인 지향적 공감 능력은 바로 상상

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양지형, 2020). 공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며,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계기이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양지형, 2020). 거울은 주로 개인의 자아

를 비추는 심리적 반영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소필균, 2019).

자아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쿨리는 1902년 거울자아이론

(Looking-glass self theory), 혹은 면경자아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찰스 쿨리는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때 상상이 중요하게 작

용함을 강조하였다. 쿨리가 설명하는 거울 자아는 타인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인지하는 태도나 모습을 스스로 상상해 봄으로써 상상 속 자신의 모

습이 자신이라고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

태도, 규범, 성격, 등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에 대해 상상

한다.

쿨리에 의하면 자아 형성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첫째, 우리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해 스스로

상상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모습에 대해 타인이 내릴 평가에 대해 상

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자신이 상상한 타인의 평가로부터 느끼는 감정

즉, 자부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인 상상

된 평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자부심이나 굴욕감과 같은 감정이 단순

히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

해 느끼는 생각을 상상하면서 느끼기 때문이다.

거울자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나 태도, 인상, 감정 등을 조절한다. 이렇듯 개인은 자

신의 모습이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대인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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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은 개

인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통해 자

기 연출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마치 배우와 같아서 개인

의 삶은 무대의 전면(front stage)이고 자신의 원래 모습은 무대의 후면

(back stage)라고 하면서 무대의 전면과 후면에 따라 우리의 자아는 다

르게 연출된다고 하였다(Goffman, 1961). 이는 개인이 타인을 의식함으

로써 자신의 자아와 외양도 타인이 호감을 가질만하도록 조절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제시함에 있어 전면과

후면 즉, 개인의 실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두 가

지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는 제 2의 권력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신체를 통해 자신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Featherstone, & Turner, 1995). 거울자아는 타인에 대한 개인의 상상으

로 구성된 자아이며 거울 자아가 한 개인의 실제 자아와의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김미숙, 2018). 따라서

개인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생성된 거울 자아와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조지 미드는 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에 대해 설명

하며 거울 단계를 도출하였다. 미드에 따르면 개인이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세 단계를 거치며 개인은 ‘역할’을 모방하고 학습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Mead, 2010; 이승훈, 2014).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

이 어떻게 생각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개인은 독자적인 인

격체로 인정되며, 이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하였다. 즉 타인이 자신을 바

라보듯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자아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특성을 지니게 됨을 강조

하였다.

거울자아를 설명함에 있어 찰스 쿨리의 거울자아이론만을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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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Gecas & Schwalbe, 1983). 따라서 거울자아이론에 따른 자아 형성

을 설명함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또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쿨리가 제시

한 거울자아이론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내비치기 전 상상의 단계에서 자

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타인의 영향으로

만 형성되는 자아임을 강조했던 쿨리의 논의와는 달리, 미드의 이론이

개인의 자아가 반성적 사고에 기초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개인의 능동적

혹은 자발적 자아가 있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 거울자아이론을 토대로 한 통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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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통합된 거울자아이론은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이 자신을 타인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쿨리의 거울 자아 단계와

같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때 미드가 주장한 자

기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후 자기 평가를 거친 개인은 상상된

자신의 거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며 얻은 자

아 이미지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형성된 거울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외양, 행동, 태도를 결정하고 타

인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다.

쿨리의 거울자아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에 미디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하기 이전에 타인의 반응과 기대를 상상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공유한 자신의 이미지 즉, 사진과 타인의 반응

을 통해 자신에 대해 다시 인지하는 과정을 겪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소셜 미디어에서의 거울 자아

1) 소셜 미디어와 자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는 온라인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고, 이 때문에 가상의 ‘나’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미디어 기술의 확장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확장된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소통의 부재를 극

복하도록 하였다(McLuhan, 1997). 특히 소셜 미디어라는 온라인 공간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유

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장원호, 2004). 따라서 실질

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망이 넓어짐에 따라 관계 유지에 대

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배영, 2005), 이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의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가상의 소셜 미디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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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된다.

디지털 상의 자아에 대해 연구한 셰리 터클(Turkle)은 발전하는 사이

버 공간에서의 자아를 설명하고자 ‘넷자아(Net self)’라는 개념을 언급하

였다(Turkle, 1995). 넷자아는 디지털 자아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초연결

사회인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상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옮겨온 현 시점

에서 온라인상에서도 우리의 자아를 온라인을 통해 표현할 때 변이 되거

나, 온라인상으로 형성된 넷자아를 자신의 실제 오프라인상 자아로 인지

할 수 있다. 그 예로, 가상의 공간에서 개인은 여러 개의 ID를 개설하여

여러 아바타를 만들고, 다중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평소 누려보지 못한 것을 체험하거나 현실

적으로 이루기 힘든 체험들을 대리 자아들을 통해 경험한다(김선희,

2003).

가상의 환경에서 개인은 다양한 자아 표상(self-presentation)과 연결되

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다른 제 2의 정체성을 구축해간

다(최민지 & 노기영, 2019).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은 개인의 실체

모습이 아닌 개인이 표현하고자 한 모습을 보고 ‘나’ 라는 사람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김유정, 2017). 또한 ‘나’라는 존재도 미디어를 통해 나타

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해 인지한다(안상혁, 2005). 즉, 미디어

에서 업로드 된 자신의 사진은 미디어라는 가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자 가상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김민정 & 이길형, 2011). 패션 블

로그를 예로 들자면, 주체자인 패션 블로거는 블로그 내에 이미지를 올

림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고 올린 이미지를 보고 자신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데, 블로그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도 그 이미지는 다양

하게 수정되거나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서성은 & 김민자, 2014).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실제 평가나 시선을

기반으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외양을 감시하였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의 대인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으로도 옮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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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오는 평판을 관

리하는 인간관계 유지는 SNS 상에서 자신의 자아와 인간관계가 실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노기영, 2002). SNS를 통

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개인은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기에, 자신을 제

시함에 있어 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할 수 있다. 한 개인은 자신을 제

시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 혹은 자신의 외양적 모습이 타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이미지에 부합한지 미리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통해 행

위를 결정할 수 있다(나은경 & 홍주현, 2018). 이에 기든스(Giddens, 199

1)는 개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규정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는

자기 통제적이고 자기 감시적이라고 하며 타인과 관계에 기반한 자신의

외양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말한 바 있다.

2) 인스타그램과 거울자아

대인관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같

은 SNS 공간은 ‘경계 없는 무대(borderless-stage)’로서 개인은 배우이자

관객으로서 두 가지 자아를 동시에 형성하게 된다(이수현 et al., 2014).

이처럼 가상에서의 자기 제시는 무대 즉,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개인

의 모습 또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Zhao et al., 2008). 특히

텍스트로 된 글보다 시각적인 사진으로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시각적

인 요소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Smith & Sanderso

n, 2015), 사진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는 인

스타그램에서의 자신이 무대에 있는 배우라면, 현실에서의 자신은 곧 무

대 뒤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

의 본래의 패션 스타일이나 언행, 모습 등과 상이한 모습일지라도 타인

이 호감을 가진다면 그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즉각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에 대한 타인

의 평판을 알아차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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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곧 패션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팔로우’ 하는지와 자신의 사진에 얼마나 많은 댓글 및

‘좋아요’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곧 타인의 시

선이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타인의

반응은 곧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므로, 패션 인플루언

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자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고 자신

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

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SNS 특성상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

함도 있으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

시에 타인과 비교를 통해(Goethals, 1986; 이지혜 & 유승엽, 2019) 자신

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가 동반될 수 있다(나은경 & 홍주현, 2018). 따

라서 현대 소셜 미디어에서 거울자아는 곧 미디어 내의 불특정 다수이자

개인에 대한 타인의 시선 및 반응에 대한 상상을 의미한다.

3) 타인의 반응에 따른 심리

(1) 긍정적 심리

개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이 호감을 가질만한 사진을 공유함으로

써 타인에게 반응을 얻는다. ‘좋아요’ 수나 댓글의 수 등이 높은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경우, 자신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함

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Paramboukis et al., 2016). 이는 다수에

게 자신의 사진이 인정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내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으로 인지하고, 그 모습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김민정 & 이길형, 2011). 이러한

자기애적인 성향의 사용자들의 경우, 인스타그램 속 자신의 이미지는 곧

자신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긍정적 평판은 곧 자신에 대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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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긍정적 평가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향상된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반응을 교류하면서 대인관계 확장에 대한 욕구

를 충족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서로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반응을 주고

받으며 인맥을 구축해 나간다. 이때 타인과의 긍정적 반응을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상에서 충족하지 못한 대인관계 욕구

에 대한 충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wap & Rubin, 1983). 사용자들

은 대인관계를 확장하면서 심리적인 안녕감을 가진다. 이는 개인은 공통

의 관심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

고 안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곽금주, 2000).

(2) 부정적 심리

‘좋아요’ 수와 댓글 수와 같은 타인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보다 낮게 나

올 경우, 개인은 자신의 사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함

으로써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Dion, 2016).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면 무대 위의 배우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

러낼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스스로가 인식하는 ‘나’의

자아와 타인이 기대하는 나의 자아에 대한 인식에서 그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격차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다. 이렇듯 실제 자신의 모습과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사이 불일치 혹은

그 차이를 자기차이(self-discrepancy)라고 하며,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강혜자 & 한덕웅, 2005).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긍정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은 개인에

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마치 서비스업의 종사자와 같이 개인

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실제 자신과는 다르지만 타인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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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만한 감정을 내비치는 일종의 감정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손호창

et al., 2020). 따라서 온라인상이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자신의 감정

이나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는 긍정적인 면모만 노출할 경우, 이들은 자

신의 감정과 요구되는 감정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됨에 따라 감정부조화를

겪고 이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그 자신이

노출한 이미지가 실제 본인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 괴

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일종의 가면 증후군을 겪게 된다(강준만,

2017).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잘 포장함으로써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여겨 성공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피로와 고통을 수반하고(강

준만, 2017), 이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태도를 보인다(백승근 et al.,

2014).

<그림 5> 거울자아이론에 근거한 패션 포스팅 활동 모형

위의 내용을 <그림 5>와 같이 종합하면,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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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자 자신의 외모나 신체를 관리하고,

패션 제품을 구매하거나 스타일링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반응은 ‘좋아요’ 수나 댓글 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로써, 실제로

타인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대해 알 수 없으나, 개인

은 이러한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수와 댓글 수, 팔로우 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타인의 평가이자 개인의 거울자아로서, 개인의 행동이나

외모를 스스로 감시하게 할 수 있다.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여 사진을 촬영하기 이전에 긍정적 반응을 기대

하고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거나 꾸미는 행위는 거울자아이론 1단계와 2

단계에 해당하는 상상된 타인의 평가이며, 스스로의 거울 속 모습을 보

며 그 모습을 촬영하여 포스팅 하였을 때,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포스팅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오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후 포스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 중에서도 ‘타인

의 반응을 상상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꾸미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또한 타인의 반응은 ‘좋아요’ 수, 댓글 수, 팔로워 수, 그리고 사진 저

장 수 등의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스팅 활동은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행위, 패션 스타일링 및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사진을 촬영할 때 완벽한 사진 구도를 위한 연출 행위,

사진을 보정하는 행위, 그리고 사진을 포스팅한 후 피드를 관리하는 행

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스팅 활동을 크게 포스팅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과정을 거울자아이론을 근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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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거울자아이론에 근거한

포스팅 활동 분석

본 장에서는 1,000명 이상 100만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패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패션 포

스팅 활동을 거울자아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거울자아이론에 입각

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거울자

아이론에는 총 3단계로, 타인이 자신에게 가질 이미지에 대한 상상, 타인

이 자신에 대해 내릴 평가에 대한 상상,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내린

평가에 대한 심리적 경험이라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팔로워

의 반응을 얻기 이전인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사전 활동과 포

스팅 이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포스팅 사전 활동에서는 팔로워의 반응

을 의식한 자신의 외모 및 신체, 패션 스타일, 사진 촬영 등의 행위를 1

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상상의 단계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3

단계는 포스팅 이후 타인의 반응에 따라 변화된 패션 인플루언서의 행위

와 심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을 팔로워의 반응을 의

식한 행위를 화법 및 언어, 패션 스타일, 외모 및 신체,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행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Gratton, 2012; 김연주 & 강내

원, 2019; Carpenter, 2012). 또한 타인의 반응 및 평가를 ‘좋아요’ 수, 댓

글 수 및 내용,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 저장 수 그리고 팔로워 수로 보았

다. 마지막으로 팔로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구분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반응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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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포스팅 사전 활동

이 절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분석하되, 포스팅

하기 이전에 패션 인플루언서가 타인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패션 스타

일이나 비춰질 이미지나 평가를 스스로 상상하고,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

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들을 분석하였다. Snyder(1974)가 언급하였듯이

심층 면담을 진행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 주도층으로써, 이미 많은

팔로워들로부터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패션 포스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더욱 신경 쓰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팔로워에게 유용하거나 과시적인 패션

정보만을 선별하여 포스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패션 제품 구매 및 스타일링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 관련 포스팅을 하기에, 패션 제품에 대해서도

유행성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로워가 좋아할 만한 스

타일이나 ‘좋아요’를 많이 받을만한 스타일의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

였으며, 그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다수에게 노출됨에 따라 자신의 인기가 상승

하고 그로 인해 수익도 얻을 수 있으며, 앤서니(2007)가 언급한 것과 같

이 이러한 인기는 곧 실질적인 권력이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반응에 따라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어느 정도 구축되거나 자신에 대해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알게 된 패션 인플루언서는 포스팅을 하기 이전이

나 패션 스타일링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팔로워나 타인이 선호할만한 자

신의 이미지나 패션 스타일에 대해 타인이 호감을 가질 지를 먼저 상상

하게 된다. 혹은 자신이 포스팅을 통해 표현하고자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타인도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해주기를 바라는 상상 혹은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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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응은 댓글, ‘좋아요’ 수, 사진 저장 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상대

의 호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좋아요’의 수나 팔

로워의 증가 정도, 사진 저장 수는 곧 자신과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

한 호감을 표현하는 소통의 매개물로 활용되고 있었다.

원래 초창기 때는 제가 많이 팔로우를 하고 싶은 사람있잖아요. ‘오 이사람 내 스타

일인데 맞팔하고 싶다’ 이러면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잉을 하는 게 마치 ‘아 나

는 너랑 맞팔을 하고 싶다’라는 약간 사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맞팔이 안오면 ‘나는

뭐 별로 너 스타일 별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

날에는 서로가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팔로잉을 맺었는데 ... 나름의 다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N , 30세, 여자)

1)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 추구

패션 인플루언서는 초창기부터 패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과 자신의 체형에 맞는 핏, 그리고 가격을 공통되게 고려하고 있

었다. 그 외에도 패션 제품의 원단, 제품 품질, 브랜드 가치관 등을 중시

하고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전에

고려하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

는 패션 제품이 현재 유행하는 제품인지에 대해 더욱 고심하고 현재 대

중적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거나 참고할 만한 스타일 및 제품이 무엇

인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에게 어울

리는 패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참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패션 제품을 구매할 시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할만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행

하는 대중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해시태그 및 사진의 노출 빈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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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팔로워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이러한 행위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패션 쪽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옷을 자주 사게 되고 올해 옷 트렌드

나 패션 트렌드 그런 유행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쳐다보게 된 계기가 되는 거 같아

요. 옛날에는 그런 패션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 하는 옷만 찾았다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드러나고, 좀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뭐 그렇게 좀 더 특이하거

나 튀는 옷들을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C, 여자, 27세).

‘엄청 예쁘다’ 보다는 ‘아 이거 무난하게 다 좋아할만한 스타일이다’ 그런 옷들. 그래

서 셔츠 위주로 옷을 많이 올리고 그런 편이죠 ... 막 남들 잘 안 입을 것 같은 스타

일로 입는 것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로 입으면 독특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호불호

가 좀 많이 갈려요. 그게 금액으로 치면 브랜드 가치로 치면 그게 훨씬 좋은데, 셔츠

한 장 입고 깔끔한 슬랙스 입는 게 훨씬 반응은 좋더라고요.

(D , 남자, 27세)

이렇게 하면 내가 협찬을 받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입

고 싶은 옷을 입기도 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옷들을 입기도 하죠.

(H , 남자, 27세)

2) 패션 포스팅을 위한 일회성 구매

패션 인플루언서는 매일 다른 패션 스타일을 선보여야한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진 촬영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

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러 가는 장소에 어울릴만한 옷을 구매하기도 하는

일회성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C와 A의 경우, 특정 카페

나 휴양지에서 어울릴만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포스

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옷들은 이후 평상시에 자주 착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써 일회성 구매임을 알 수 있었

다. 패션 협찬 제품을 촬영할 때 협찬 제품과 어울릴만한 제품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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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협찬 제품이 돋보이게 하고자 어울릴만한 패션 아이템도 구매하였

다. 이들 중 몇몇은 초기에 거의 대부분의 옷을 포스팅하기 위해 구매하

였는데, 동묘나 광장시장과 같이 구제 시장에 가서 저렴한 옷을 다량 구

매하거나 착장만 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빨간색이 배경으로 된 컨테이너 같은 그런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카페가 정말 빨

간색이어서 거기에서 되게 예뻐 보일 수 있을 만한 색이 뭘까 생각을 해서 화이트

계열의 원피스를 샀어요. 가격대는 한 16만 원 정도 가격대로 하얀색 원피스를 샀던

경험이 있어요.

(C, 여자, 27세)

옛날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는 거기서만 입을 수 있게 원피스나 모자를 구입 한다던

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풀리고 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깐 여행

에 어울리는 원피스 같은걸 사서 입어서 올렸어요.

(A, 25세, 여자)

초반에는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옷도 하루에 두 세 착장씩은 입어야한다 라고 생각

했죠. 그래서 구제 옷들을 많이 구매해서 착장했었죠.

(O, 27세, 남자)

3) 과시적 패션 소비 및 사진 공유

패션 인플루언서는 매일 그들의 패션 착장을 포스팅을 통해 팔로워들

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데일리룩(Daily look)이라고 하며, 이 데일리

룩은 매일 본인이 입은 패션 스타일을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

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데일리룩을 통해서 그 날 착장한 패션 제품의 브

랜드를 태그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팔로워나 그 제품에 관심

이 있는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물 착장 정보를

제공한다. 그들은 태그와 동시에 제품의 소재, 컬러,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팔로워가 보다 쉽고 빠르게 패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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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룩은 그들의 팔로워나 불특정 다수에게 그와 같은 패션 제품을 어

떻게 스타일링 하면 어울리는지에 대한 패션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패션 스타일 연출을

하거나 남들과 차별화된 코디를 함으로써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패션으로

영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팔로워나 자신을 볼 것이라 생각하여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지만 대중적인 스타일, 즉 유행하는 패

션 제품을 구매하여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Vevlen(1899)가 말한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타인과 차별화되고자 하는 과시적 소비 경

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스팅의 내용으로는 구매한 구매처, 구매

경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을 기입하여 그들의 팔로워에게 소개하

고 있었다. 새로 구매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제품을 소개

하기 위해 새로운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여 패션 포스팅을 함에 있

어 자기과시적 태도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기본 제품을 사거나 저는 제가 있는 스타일은 그냥 좀 기본인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기본적인 옷들도 제가 필요해서 샀다면, 지금은 오히려 보여 지

기 위한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한테 좀 맞는 옷

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튀는 옷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확 올

라갔어요. 한 두 배에서 세 배? 그니깐 예전에는 뭔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가 저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C, 27세, 여자)

가디건도 이번에 새로 산게 있는데, 사서 포스팅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샀었던

것 같아요.

(G, 22세, 여자)

제품을 사고는 ‘포스팅을 해야겠다’ 하죠. 새 상품이면 거의 다 올리죠.

(I , 28세, 남자)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새롭게 나온 신상품이라던가 그런 것들 일부러 사서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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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도 해주고, 사람들이 어쨌든 신상품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잖아요. 내가 사지 못

한건데, 이게 비싸서 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깐.

(K, 33세, 남자)

이들은 주로 대중적인 스타일이나 현재 유행하는 제품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었으며, 스타일 쉐어(Style Share), 패션 인사이트(Fashion Insi

ght), 패션 블로그, 각종 네이버 패션 카페 등을 참고하여 현재 어떤 스

타일의 패션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스타일

링 하여 포스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00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70프로 정도 마음에 들더라도 이게 요즘 친

구들이 좋아하는 거다 하면 입고 찍으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스트릿무드

보다는 세미 캐주얼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도 그래요.

(K, 33세, 남자)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올리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타

일과 약간 대중적인 스타일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입을 수 있거나 스트릿 스

타일은 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B, 22세, 여성)

2. 장소 선정 및 패션 사진 촬영

1) 유행하는 장소 선정

패션 포스팅 촬영에 있어 장소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는데, 패

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장소를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장소를 바꾸어 촬

영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가장 깔끔한 장소에서만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소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우선 유행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혹은

여행지를 탐색하고, 패션 스타일과 잘 맞는 장소에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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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촬영할 수 있는 장소 뭐 DDP라던가 미술관이라던가 그런 곳에 가서 한 번에

촬영 하고 갈아입고 해요. 그게 아니면 오늘은 이 옷이니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

는 곳을 가야하니깐 그런 곳을 찾아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L, 24세, 여자)

만약 러블리한 옷이면 조금 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휴양지룩이다 하면 바다 같은데 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A, 25세, 여자)

초기의 패션 포스팅은 장소와 옷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록형

이었다면 이후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거나 보다 더

패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소는 유행하고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신상 카페나 식당, 혹은 사

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를 미리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션

스타일에 어울릴만한 촬영장소를 물색하는데, 그것을 자신만의 ‘포토존’

으로 컨셉과 마찬가지로 장소 또한 구축하고 있었다. 장소를 물색할 때

에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에서도 자신의 패

션 스타일과 무드가 잘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였다. 직장인과 같이 매일

다른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경우, 집에서 전신 거울로 촬

영하기도 하였다. 이들 모두 공통되게 패션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장

소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핫 플레이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홈 룩을 고집

했던 것도 제가 집도 예쁘게 꾸며 놓고 부담 없이 계속 찍을 수 있잖아요.

(K, 33세, 남자)

2) 포즈 및 연출 구상

응답자들 중 인스타그램을 자신의 패션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경우,

초반에 비해 현재 포스팅 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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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다수에게 노출되고 사진에 대

한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다

른 사람들도 만족할만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 및 구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횟수는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였다.

이들은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전에는

포즈나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점점 팔로워를 확보할수록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포즈나 연출 기법을 참고하

거나, 스스로 연습해보면서 사진 연출 방식을 터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패션이 잘 보여야한다는 공통된 응답

이 도출되었고, 따라서 포즈나 연출은 당시의 패션 착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한 포

즈를 연습하고 촬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포즈를 뜻하는

‘시그니쳐 포즈’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자신만의 포즈를 만들어내어 인기

를 얻기도 하였다.

저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겠지만 워킹을 요즘 되게 많이 하긴 하잖아요. 원래 다른

분이 먼저 하셨는데 너무 이것만 찍기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

도 괜찮은 거 같아서.

(M , 26세, 남자)

거울샷 했을 때 처음 출현된 포즈가 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부터 쭉

올렸더니 그 포즈는 그냥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하시더라고요. 그 포즈는 연습보다는

어쩌다 보니 생긴 시그니쳐 포즈예요.

(E, 22세, 여자)

첫 번째는 무조건 서 있는 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도 넣고, 근데

앉아서 나온 게 잘 나오면 앉아서도 올려요. 근데 그런 거는 가끔 사람들한테 약간

새로운가 봐요. 이런 건 인스타나 팔로우 이런 게 되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N , 30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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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패션 인플루언서는 포즈가 다양하지 않고 연출 또한 중시하지 않

았다. 한편, 품질 높은 사진을 기대하는 팔로워들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더 나은 포즈나 연출로 자신의 사진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팔

로워를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도 가만히 서 있는 자세를 한동안 했다면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로, 걷는 동작을 말하는 워킹

포즈나 기존의 가만히 서 있는 포즈가 아닌 앉아 있는 포즈 등을 시도하

여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었다.

3) 사진 보정

사진을 촬영한 후, 대다수는 보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

모보다는 패션 스타일이 잘 보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진의 밝기, 명도나 채도와 같은 간단한 보정만을 활용

하여 패션 제품의 실물 색감과 가장 유사하도록 보정하고 있었다. 이들

이 보정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를 잘 조작하여 비율이 좋아보이도록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외모나 전신 비율 등의 조정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자신의 팔로워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의 외모와 비율에 가깝게 촬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보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공통되게 패션 착장이 잘 보이는

것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전에는 외모나 신체 비율 등이 자신이 생각

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기 위해 사진 보정본이 원본가 차이가 있었으

나, 패션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보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뷰티나 일반적인 소셜 인플루언서와는 달리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얻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패션 스타일링을 더욱 중시함으로 옷의 색감이나 실루엣이 돋보이도록

하는 채도, 명도, 기울기 등의 간단한 조작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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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옷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얼굴로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옷을 좋아서

팔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채도를 좀 더 잘

맞추고요.

(M , 26세, 남자)

저는 약간 사진을 찍을 때 부터 길게 찍는 건데, 거기서 더 얼굴이 주먹만큼 작게 나

오거나 다리가 10등신처럼 나오거나 이러면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

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G, 22세, 여자)

가끔 인스타보면은 속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 통통한데 뭐

사진을 완전 꼬챙이처럼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저는 물론 지금도 사실 차이가 있지

만 그래도 최대한 현실적인 걸 보여 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야 사람들도 반응이 더

좋아요.

(N , 30세, 여자)

3. 패션 피드 관리

1) 긍정적 이미지만 노출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은 개인의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 변화가 있었으며, 공적 공간으로서 자신의 사생활을 더 이상 노출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타인이

좋아할만한 긍정적인 감정 및 면모만 노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을 더욱 감시하고, 실

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거나 실제 감정과 상이한 감정을 내비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백승은 et al.,(2014)가 언급하였듯이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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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망가지고 이런 걸 올리지는 않아요. 좀 제가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활발하고 웃

기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불특

정 다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 그런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그렇더라고

요. 그게 뭐 반응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평범하게 해요.

(D , 남자, 27세)

그날 제 일상이 엉망이라도 포스팅은 즐겹게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 게시물을

봐주시는 분들이 같이 우울해지자 보다도, 좋은 기운을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텍

스트를 치는 저는 울상이라도 기분 좋았습니다라고 올리죠.

(O, 27세, 남자)

아무래도 그 이미지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게시물에 뭔가 우울한 느낌

이나 슬픔 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자꾸 보이게 되면 시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기는 거보다 그냥 밝고 긍

정적인 것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나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밝거나

긍정적인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를 오히려 올리는 것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C, 여자, 27세)

원래 옛날에는 사생활을 많이 올렸는데 1000명 넘어가고 나서는 좀 안올리게 되더라

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A, 25세, 여자)

패션 포스팅을 통해서 일상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나 관련 사진은

거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있었던 일들은 감추는

반면, 긍정적인 모습이나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내용만 포스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자신의 본 모습이나 당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언급하거나 기술했다면 패션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에는 그것을

배제하거나 절제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만의 패션을 기록하는 일기장 혹은 지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에서 자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

적인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처음 보는 사람 혹은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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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격이나 행동, 패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자신의 면모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이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에 부합하고자 함과 동시에 자신이 팔로우하지 않거나 자신을 처

음 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의무적 댓글 달기 및 ‘좋아요’ 누르기

포스팅을 한 이후에는 올린 사진에 대한 댓글, ‘좋아요’ 수, 저장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는 사진에 대한 타인의

실질적인 반응이자 인기 및 어떤 유형의 스타일이나 포스팅 유형을 다수

의 사람이 좋아하는 지에 대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패션 인플루언서

는 이 증가 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포스팅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

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댓글에 대한 답글,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에

대해 똑같이 자신도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다이렉

트 메시지로 패션에 관련된 문의나 일상적인 내용 문의에도 일일이 답변

해주며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패션 인플루언서의 소통을 하

고자하는 행위 또한 포스팅 활동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타인의 반

응을 파악함으로써 다음 패션 포스팅이나 향후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어

떻게 변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스팅을 보러 올 것에 대한 고

려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을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팔을 먼저 했어요. 데일리 룩을 올리시는 분들에 한

해서 제 마음에 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팔로워를 걸고 그러다 보니깐 팔로워도 쌓

이고, ‘좋아요’도 받고 그렇게 됐죠. 해시태그를 통해 들어오시면서 제 스타일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팔로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I , 22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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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 소통하려면 댓글도 달아드리고 해야 되니깐. 집에서 한번 만

약에 하면 30분? 40분? 한번 앉으면 1시간쯤 이내로. 왜냐하면 밀린 댓글을 다 답글

을 해주고 저도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 가서 ‘좋아요’ 눌러 주고, 댓글 달아주고 하려

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K, 33세, 남자)

4. 외모 및 체형 관리

패션 인플루언서는 매일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

한다. 이때 사진에서 외모보다 패션 스타일이 잘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패션 스타일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체형 관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매일 사진을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에 대한 반응을 즉

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체형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거나, 헤어스타일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자 유지하려고하는 등 팔로워의 반응을 기대하거나

의식하여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변화는 아니고 유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단발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런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서 좀 더 유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 22세, 여자)

혼자 스타일링 연습하다가 헤어 전문가에게 맡기자 해서 미용실도 바꾸고, 피부과도

바꿔보고, 영양제도 먹어보고 했어요.

(0, 27, 남자)

특히 연구 참여자 H의 경우,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의 체형에 대해 팔로워의 반응이 좋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현

재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F의

경우, 평소 패션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체형 관리는 물론, 피부 관

리도 하여 자신의 팔로워들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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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표 4>과 같다.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5-20키로 정도 감량을 했는데 그 때부터 이제 팔로

워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H , 27세, 남자)

체형관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애초에 찍었을 때부터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좀 좋더

라고요. 어차피 보정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게시글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찍는다

면, 무조건 헤어 하고 피부는 무조건 보정하죠. 최대한 여드름 같은 거 관리 하고.

(D , 남자,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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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포스팅 사전 활동

패션 제품

구매 및

스타일링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 추구

⦁ 패션 제품 구매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과

유행에 맞는 제품을 동시에 고려

⦁ 팔로워가 호감을 가질만한 패션 제품 구매 및 스

타일링

패션 포스팅을

위한 일회성

구매

⦁ 포스팅을 매일 하기 위해 새로운 패션 제품을 계
속해서 구매하고 노출

⦁ 사진을 촬영할 특정 장소에 어울릴만한 옷을 구매

과시적

패션 소비 및

사진 공유

⦁ 데일리륵을 통해 신상 제품을 촬영하고 사진 공유
⦁ 대중적인 스타일 및 유행하는 패션 제품을 먼저
구매 후 팔로워에게 착용 사진을 공유

장소 선정

및 패션

사진 촬영

유행하는

장소 선정

⦁ 장소 태그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진 노출

유도

⦁ 패션 스타일과 잘 어울릴만한 장소 탐색

포즈 및

연출 구상

⦁ 다른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즈 및 연출 참고

⦁ 시그니쳐 포즈를 통한 자신의 포즈 컨셉 구축

⦁ 새로운 포즈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포즈 시도

사진 보정
⦁ 얼굴보다는 체형을 더욱 중시

⦁ 패션 제품이 잘 나오도록 색감 및 명도 등의 보정

패션 피드

관리

긍정적

이미지만 노출

⦁ 다수에게 노출됨에 따라 사생활 관련 포스팅 감소

⦁ 실제 감정과는 상이한 사진 및 텍스트 공유

의무적

댓글 달기 및

‘좋아요’ 누르기

⦁ 상대의 ‘좋아요’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자 소통

⦁ 소통을 통한 팔로워 유지 및 증가 기대

외모 및

체형 관리

헤어 스타일

및 체형 유지

⦁ 타인이 호감을 가질만한 헤어 스타일 연출

⦁ 패션 스타일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다이어트 및

운동

<표 4> 패션 포스팅 사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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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

이 절에서는 거울자아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타인이 내릴 긍정적 평가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포스팅 이후 실제 타인의 평가가 어떻게 패션 인플루언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타인의 평가를

상상하는 것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좋아요’ 수나 댓글 수, 저장 수와 같

은 수치적인 반응을 보고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인플

루언서는 ‘좋아요’수 및 댓글의 수 등의 수치로 타인의 반응이 긍정적인

지 혹은 부정적인지 판단하고 있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패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으

며, 반응에 따라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고 있었다.

‘너는 누구야’ 라고 할 때 피드를 보여주면 ‘아 너는 패션을 좋아하는구나, 옷을 정말

잘 입는구나, 옷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칭할 때도 ‘왜 너

옷 잘 입잖아, 너는 왜 인스타그램 활발히 하고 옷 잘 입잖아’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

게 해주었어요.

(B, 22세, 여자)

1.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 구축 및 확장

1) 긍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 구축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에게 어울리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컨셉,

혹은 무드가 필요하다. 이들은 자신을 떠올렸을 때 하나의 스타일을 떠

올릴 수 있는 패션 컨셉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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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소 즐겨 입거나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을 포스팅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경우 그것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는 확신을 얻

게 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류의 스타일을 구매하거나 착용하여

포스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자신이 평소 여성스러운

스타일과 스트릿 스타일 두 가지를 포스팅 했었는데, 스트릿 패션에 대

한 긍정적 호응으로 자신은 스트릿 스타일의 패션 제품을 더욱 구매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초창기에

자신의 패션 컨셉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불확실

함을 팔로워의 반응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점차 찾아가고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이미 패션에 관심이 많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들의 스타일 구

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스트릿을 잘 어울린다고 해 주시고 캐주얼, 스트릿, 아메카지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 스트릿을 좋아 했는데 그걸 또 좋아해주니깐 그냥 계속 그걸

좀 잘 입는 것 같아요. 포스팅 때문에 옷에 조금 더 스트릿하게 사는 것 같고, 원래

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템으로 스트릿하게 변형을 시켰는데 아예 스트릿한

제품을 사기 시작했고, 신발도 원래는 그냥 어글리 슈즈만 신는데, 부츠나 워커 제품

을 사서 스타일링 연출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E, 22세, 여자)

아무래도 좀 잘 어울린다, 댓글을 달면 좀 더 그렇게 입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그건

초반이고 지금은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것 같아요.

(A, 25세, 여자)

내가 만약에 스타일 무슨 스타일로 스트릿이면 스트릿, 여성스러운거면 그런 옷을 입

었을 때, 그게 괜찮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더 입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G, 22세, 여자)

제가 좀 말랐는데 살짝 세미 오버핏으로 이제 바지나 입기 시작 했는데 사람들 반응

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잘 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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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통이 넓은 바지나 캐주얼

와이드를 입었을 때도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이게 애매하게 입으면 진짜 코디가 그

런데 좀 잘 코디해서 각도만 잘 잡아주면 진짜 이쁘게 떨어지면서 와 바지 어디 제

품이냐 이런이야기 들을 때, 좀 더 그 쪽으로 제 아이덴티티가 굳혀지는 느낌은 있었

습니다.

(F , 25세, 남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근본 없이 약간 입었다면 요즘에는 나름의 틀을 좀 세우고

입는거죠.

(I , 28세, 남자)

제 이미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고 그

런 스타일로 계속 올리다보니깐 그런 스타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J , 26세, 여자)

2) 긍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확장

긍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확장이란 자신이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고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스타일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

다. 패션 포스팅을 하기 전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토리를 통해 올

려보고 반응이 좋은 경우 포스팅을 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댓

글 수, ‘좋아요’ 수, 그리고 저장 수가 높거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자신

의 스타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범위가

보다 확장됨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시

도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평소 여성스

러운 옷을 입지 않음에도 팔로워의 반응을 통해 그런 스타일도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패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스타일링은 처음에 그렇게 입고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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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포스팅을 안하려다가 스토리에만 짧게 올렸었는데 누가 되게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포스팅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 사진이 저장 수랑 문의가 많아서 되

게 놀랐었어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구나’ 그런 것 같아요.

(G, 22세, 여자)

여성스러운 거를 한번 올렸을 때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올려도 괜찮긴 하겠다’, ‘싫

어하시진 않겠다’ 정도 파악했어요.

(E, 22세, 여자)

반응에 따라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을 수용하는 정도는 패

션 인플루언서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미 자신의 패션 컨셉이 구축된

인플루언서도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스타일을 수용하

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일종의 콘텐츠 요소로 생각하여 팔로워의 흥

미를 돋우기 위함이 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패션을 제공하는 입장의

패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

하여 그 연령대가 좋아할만한 옷과 자신의 스타일을 적절히 번갈아가며

포스팅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신의 스타일이 확고한 연구 참여자 M의 경

우, 팔로워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패션 스타일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스타일의 옷을 스타일링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일부러라도. 그러니깐 한 100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70프로 정도 마음에

들더라도 이게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다 하면 입고 찍으려는 것 같아요. 아시다

시피 저는 약간 스트릿 무드 보다는 세미 캐주얼을 좋아하는데 일부러 막 오버사이

즈 청자켓 같은 것도 입어서 찍고 그랬더니 그 때 팔로워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래서 좀 나랑 100로 맞지 않는 무드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일부러 사서 컨텐

츠 짜서 올리고 하면은 반응이 좋았다 생각했어요.

(K, 33세, 남자)

완전 대중적인 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스타일 쉐어 같은

곳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저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면 이게 막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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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아요’, 댓글 수 혹은 인사이트, 저장 수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요. ‘이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네? ’생각해요.

(B, 22세, 여성)

생각을 예전에는 그런 스타일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지향하는 브랜드와 지향하는

스타일이 조금 그래서 사실 ‘아 이건 솔직히 굳이 입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좀 참고를 해 보겠다고 하고 참고는 해요.

(M , 26세, 남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추구는 스트릿이랑 캐주얼인데 어쩔 수 없이 댓글이랑 이런

거를 유도하려면 아메카지도 한 번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E, 22세, 여자)

2. 기존 패션 스타일 탈피 및 새로운 스타일 시도

1) 부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탈피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평소 추구하는 무드나 스타일의 옷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일 경우 그 스타일에 대한 확신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

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일 경우에는 그 패션 스타일을 중단하고자 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 부정적인 반응이란, 댓글이나 메세지와 같이 직

접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좋아

요’ 수나 댓글, 저장 수가 적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패션 인

플루언서는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

고 추후에 포스팅 할 때에는 그러한 스타일을 기피하거나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옷이라면 다르게 스타일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좋아

하는 스타일임에도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일상인 평상시에

는 착용하되, 사진을 촬영하거나 포스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자신에게 구축된 이미지가 있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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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신의 컨셉을 벗어나는 패션 포스팅을 한 경우, 팔로워들의 반응도

좋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일관성 있는 피드의 무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적은 없긴 한데, 만약 ‘이거 별로예요’ 하면 절대 안 입을 것 같긴 한데. 뭐 한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저는 아예 그 게시글을 지웠을 거예요. 저는

안 입을 것 같아요.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이걸 입어주세요, 저거 입어주세요’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요’나 댓글 수가 그거를 저한테 압박을 주기도 하죠. 좀

낮으면 안 입어요.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높으면 그런 위주로 입으려고 하죠.

(D , 27세, 남자)

원래는 비즈니스 캐주얼도 좋아하고 일반 후드나 맨투맨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

도 좋아하지만 인스타그램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캐주얼 쪽으로 많이 올리는 편이

예요. 왜냐하면 제 컨셉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른 캐주얼로 입으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캐주얼은 좀 피하게 되고, 노출 빈도수가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H , 27세, 남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기에 반응이 평소에 비

해 낮게 나와도 그것도 하나의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유지하기도 하는 상반된 태도도 나타났다. 혹은 협찬 제품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올리고, 반응이 좋지 않아도 계약에 의한 포스팅이

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드에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그 너무 화려하고 약간 저한테 안 맞는 너무 올드하거나 그런 옷은 저장수도

별로 안 나와요. 이제 사실 별로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올리고 만약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 이거는 다음에 다른 스타일로 올려봐야겠다 대신

에 어차피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 뭐.

(B, 22세, 여자)

솔직히 말하면 협찬이기 때문에 올려야 됐지만 어 그 협찬의 사진을 올리는 기간이

3개월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3개월이 지나서 보관으로 지워 버려 해야

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깐 피드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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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싫어서 그 정해진 기한까지는 놔두되, 그 기한이 지나면 지워야 지라는 생각을 했

던 것 같아요.

(G, 여자, 27세)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나 답변

을 받은 경우는 없었으나,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은 ‘좋아요 수나 댓글

수가 낮다’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소에 비해 ‘좋아요’나 댓글 수,

저장 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스타일의 옷을 기피하게 되거나 혹은

그 제품을 다르게 스타일링하여 포스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정적 반응에 따른 새로운 패션 스타일 시도

패션 인플루언서는 초반에 자신의 패션 컨셉이 뚜렷하게 구축되기 이

전에, 부정적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스타일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피로부터 나온 것이

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타인을 통해 확인하

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패션 정체성을 찾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특히 패션 제품을 협찬 받는 패션 인플

루언서가 협찬 제의를 거절하거나 더 이상 그런 스타일을 입지 않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 인플루언서가 포스팅 한 후, 팔로워의 반응에 따

라 자신의 행위를 변화한 내용은 다음 <표 5>로 정리하였다.

‘좋아요’ 수가 적거나 뭔가 그렇다면 다음에 좀 다르게 올려 보려고 하고 다른 시도

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C, 여자, 27세)

‘지난번처럼 입지’ 그런 이야기 하나에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안 입

지는 않고 재시도는 해요. 대신 다르게 스타일링해서. 재시도를 해보는 편이죠.

(O, 27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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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

패션 스타일

구축 및 확장

긍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 구축

⦁ 긍정적 반응으로부터 불확실한 패션 스타

일에 대한 확신

⦁ 긍정적 반응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

며,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함

긍정적 반응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확장

⦁ 평소 시도하지 않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포스팅과 그에 따른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추후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패션 스타일의

수용 범위를 넓힘

⦁ 팔로워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평소와는 상
이한 스타일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기존 패션

스타일 탈피

및 새로운

스타일 시도

부정적 반응에

따른 기존

패션 스타일의

탈피

⦁ 평소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따라 해당 패션 스타일을 착용하거

나 포스팅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패션임에도 부
정적 반응일 경우, 해당 패션 제품을 평상

시에 착용하되, 포스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반응에

따른 새로운

패션 스타일

시도

⦁ 부정적 반응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평소 좋
아하는 스타일일 경우, 해당 패션 제품을

다르게 스타일링하여 포스팅함

⦁ 협찬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일 경우,

협찬 제공 받는 것을 중단함

<표 5> 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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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경험

본 절은 거울자아이론의 3단계에 해당하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심리적

경험을 다룬 절이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포스팅을 한 후 팔로워의 반응

에 따라 행위가 변화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감정도 느끼고 있었다. 평가

로부터 스스로 느끼는 심리는 크게 긍정적 심리와 부정적 심리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정체성

및 패션 포스팅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

한 확신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패션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혹은 포스팅

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패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패션에 대한

확신이 평소 부족했었는데, 포스팅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들로 인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보다 더 확신을 하게 되고 이후 자신감을 얻

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 포스팅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런 행위들로부터 자신의 패션

컨셉과 스타일을 구축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막 자랑거리? 어느 정도 나는 스타일링을 잘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좋아 해

주는 걸 느끼니깐 ‘이런 면에서 나는 그래도 잘 하는구나’는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좋

아지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게.

(G, 22세, 여자)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꽤 해보게 된 것 같

아요. 옷에 있어서도 약간 레더 자켓 어울릴까? 했는데 막상 또 잘 코디하면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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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아 이것도 내가 잘 코디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죠.

(B, 22세, 여자)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외모도 올리지 않을 정도로

노출을 꺼리고 패션 스타일 또한 일관되지 않은 스타일들로 포스팅 했다

면, 패션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는 긍정적 반응들로 인해 자신의 외모 노

출에 대한 거리낌도 감소하고 하나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인정받게 됨으로써 이전에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다 패션 포스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

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주고받는 긍정

적인 반응들은 형식적인 말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런 칭찬을 통해 자

신이 현재 보여주는 스타일이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며, 자신에게 어울리

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SNS상이지만 제가 올리는 사진을 좋아해 주고 ‘예쁘다’ 해

주는 친구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통해서 평상시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는 칭찬이 있지만 그런 SNS상에서 사

진일 뿐이지만 그 사진 뭐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나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

기면서 그런 것 같아요.

(G, 여자, 27세)

그런 점에서 존중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장점이겠죠? 인정받았다는 느낌

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B, 22세, 여자)

마크 곤잘레스나 아니면 뉴발 나이키 이런 데서 받으면 ‘뭐 그런 데서도 협찬해주냐’,

‘그렇게 까지 컸냐’ 그런 소리를 해주니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패

션 센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해요.

(E, 22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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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거리 가다보면 한명씩 알아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디엠으로 대부분 남성분

들이지만 ‘형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참고 잘하고 있어요.’ 보내주실 때마다 그렇

죠.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많이 받았네. 뿌듯한 느낌. 지금도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아 관심 많이 받았구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볼까 이런 느낌.

(H , 28세, 남자)

2. 유명세 및 이익에 대한 만족감

패션 인플루언서가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생각한 계기나

시점은 바로 협찬으로, 협찬을 기점으로 이들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 패

션 포스팅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중요한데, 패션 인플루언서가 1일 1피

드와 같이 자발적으로나 의무적으로도 활동을 하게 하는 주요 동기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협찬에 따른 수익은 많은 경우 한 달 생활비로도

충당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의 경우 전업 패션 인플루언

서로서도 활동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간혹 쌓

여가는 협찬 제품을 벼룩이나 마켓을 통해 재판매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재창출 할 수 있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던 패션 인플루언서들은 매

달 지출되는 패션 제품이 협찬만으로도 충족이 되어 더 이상 패션 제품

을 구매할 필요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협찬을 통해 패션 브랜드의 서

포터즈나 실질적인 브랜드 모델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

과 그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협찬이나 패션 옷이나 또 이

런 거 말고도 다른 협찬도 들어오는 부문에서도 이제 그런 거 근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C, 27세, 여자)

저는 이게 또 수익으로도 이어지는 것도 있고, 제 용돈 벌이가 되는 것도 있고 그것

도 크고. 옷을 원래 제가 많이 샀는데, 지출이 거기에 드는 편이 좀 컸는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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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을 받고 그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한테 해

가 되는게 없으니깐 그러는 것 같아요.

(L, 24세, 여자)

저는 그런 옷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런 수익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

실 그걸 팔아요. 옷장이 너무 터지니까. 그냥 주기에는 좀 아깝고. 되게 값싸게 해 가

지고 이렇게 팔고 그런 것도 하는데.

(N , 30세, 여자)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되

었다. 팔로워 수가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하게 되면서, 팔로

워 수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명세를 느끼게 되고, 마치 연예인처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

는 것에 대해 신기함과 그에 따르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다. 또 실제

자신의 지인들이 협찬을 받는 자신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스스로의 위치

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팔로잉 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해하고 ‘오 좀

있어 보이는 거 같은데 쟤? ’ 약간 이런 눈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인스타

그램 팔로워 많으면 ‘와, 너 왜 이렇게 팔로우가 많아? ’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

렇게 팔로우가 많으세요? ’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팔로우가 나의

그런 평가 지표의 하나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N , 30세, 여자)

이게 솔직히 남들이랑은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이랑? 뭔가 좀 어딜가도 친구들 만나

도 좀 잘나가는 애 왔다 이러고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서도 괜찮더라고요. 친구들이

약간 치켜 세워 주는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서 와 너 인기 많네 이런

거 달리면 기분좋고.

(D , 27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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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부감 및 괴리감

패션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자신이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을 구매 및 스

타일링하여 포스팅 하는 경우, 상당한 이질감을 느꼈고 그에 대해 거부

감에 의해 심할 경우 해당 포스팅을 추후에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 협찬

제품에 대해 자신의 스타일과 상이한 경우, 평소의 밝은 분위기와는 다

르게 우울한 분위기로 연출하여 촬영하고 포스팅하여 자신만 알 수 있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부감이나 괴리감은 협찬 제품에 대

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협찬 제품은 어쩔 수 없이 포스팅을 해

야 하는 상황이 잦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올린다 이런 건 있긴 있어요. 협찬이 너무 많이 밀렸을 때. 아 그 땐 의

무적으로 올려야 해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받는 거는 좀 가려서 받

죠 이제. 근데 막상 받았는데 아 이거 진짜 내 다리에 너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찍어야죠, 받았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억지로 하기는 해요. 아 그때 가장

허탈함이 많이 와요.

(N , 30세, 여자)

지금은 그걸 잘 안 해요. 지금은 옷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건 맞는데 원래 노출을 하

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잘 안 맞더라고요. 약간 휴식기 그런 거.

(A, 25세, 여자)

패션 인플루언서의 피드는 상단에 프로필이 있고 하단에는 사진이 6개

정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한 화면에서 겹치는 옷이

없도록 매번 신선한 피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

고 있었다. 대부분 매일 패션 포스팅을 하는데, 1일 1피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매번 옷을 구매하여야 하고, 구매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팔로워에

게 호응을 얻을법한 대중적인 옷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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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업 패션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에 한계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은 자주 입게 되기 마련인데, 패

션 포스팅에서는 겹치는 옷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부터 오

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평소 스타일 그대로 보

여주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다.

근데 참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옷이 그렇

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정말 안 겹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K, 33세, 남자)

그게 강박이 좀 생겼어요. 한 6개정도 피드 안에는 똑같은 겹치는 옷이 없었으면 좋

겠다 생각하는데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상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

요. 그래서 상의는 자주 갈아입되 다른 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죠.

(H , 27세, 남자)

가끔 스트레스 조금 받을 때도 있어요. 옷을 이제 계속 똑같은 건 안올리는 편이라.

이렇게 입었으면 저렇게도 입어서 올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올려야 사람들이 계속 팔

로잉을 해주잖아요. 아 이거 올려야하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을 때?

(G, 22세, 여자)

4. 자기 허무감 및 탈진

자신의 팔로워들과 불특정 다수로부터 호감을 얻어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감을 유지하거나 더욱 많은 호응을 얻고자 타인에

게 인지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이나 부담감

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김유정(2017)이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패션 포스팅에 대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이미지이라고 하면서 실제

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

에 대해 자신은 실제로 평범하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인데, 착용

하는 옷의 브랜드 때문인지 경제적 지위를 보다 높게 바라봄으로써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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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괴리를 느끼게 하고 그에 부합하여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신체는 실제로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고 체형도 보

통인데, 체형에 대한 칭찬을 계속 받다보니 그에 대해 느끼는 실제 자신

의 모습과 괴리 때문에 체형에 더욱 좋아보이게 사진을 촬영해야한다는

일종의 강박감과 동시에 최근에는 꾸준히 운동도 하여 그 체형을 만들고

자 한다고 하였다.

그럴 때 허탈함이 진짜 내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 옷이 좋아서 인스타를 했

는데 인스타를 위해서 옷을 입는 느낌이 들 때부터는 약간 허탈함이 올 때가 많아요.

(N , 30세, 여자)

강박 같은 생겼던 게, 아시다시피 제 몸이 그렇게 벌크업이나 좋은 편이 아닌데, 어

느 순간부터 제 피지컬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니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쪼그라들어 보일 수 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

터 이제 옷에 따라서 내가 피지컬이 좀 더 전보다 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제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있다면 밖에 내추럴하게 하고 돌

아다니기가 제 스스로 눈치가 보여요. 혹시나 알아볼까봐. 그러니깐 되게 별것도 아

닌데 무슨 연예인병 걸린 것처럼. 출근하시는 거 봤다는 이런 걸 몇 번 보니깐 이게

사람들이 실망은 안해야 되잖아요. 사진 상 봤을 때랑 그래서 어느 정도 단정하고 좀

더 외모를 정리를 하고 나가야되겠구나 하는 깔끔하게 그런 게 있죠.

(K, 33세, 남자)

실제로 나는 그냥 별거 아니고 취준생이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놀러 다니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니깐 좋게만 보는 거? 그런 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

어놓은 이미지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할 것 같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할

거 같고. 이런 게 너무 스스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시선

으로 보니깐 그게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와서요.

(A, 25세, 여자)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에 멋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잘나 보

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이질감이 살

짝 드는 것도 있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멋지고 똑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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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같은데 실상에서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서 드는 이질감도 좀 있고요.

(I , 28세, 남자)

또 다른 예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알아보

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이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이나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을 알

아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담이자 일상

에서 조차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패션 인플루언서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긍정적 기대를 충족시켜야한다

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 중에서도 좋은 면만 드러내 보이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

신의 실제 모습과 패션 포스팅 속 모습 사이의 불일치 및 괴리를 느끼

고, 그 괴리가 극심할 경우에는 실제 자신을 표현하는 계정과 패션만을

표현하는 계정을 따로 두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Titton(2015)이 언급

한 여러 계정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일상 계정에서는 자신의 실제 성격이나 말투, 행동, 패션 등을

편안하게 노출하면서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반면, 패션 계정에서는

패션만 노출해야하며 이미 하나의 패션 컨셉이 정해진 패션 인플루언서

인 경우에는 그 스타일만 노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불특정다수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타인이 호

감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신의 모습

은 나타내 보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I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및 역할 중에서 패션이라는 특정 한 분야만 노출하

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패션 계정에서는 패션 스타일링을 잘하는

사람으로만 인지되길 바라고 있었고 실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기

를 바라고 있었다.



- 72 -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라는 브

랜드를 브랜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를 창립한 개념과 그 사람이 가진

마인드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라는 브랜드가 있

는데 저를 완전히 표현될 수는 없는, 제 사생활은 따로 있는 공식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거죠.

(H , 27세, 남자)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한 것들이지만 그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들이 나랑 맞지 않는

다라는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만 하는 걸 하고 있어

요.

(K, 25세, 여자)

별개로 보는 것 같아요. SNS와 현실을 좀 별개로 보는, 현실에서는 누군가의 아들,

친구, 남자친구라면 인스타에서는 그냥 아이디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제 이

야기를 깊은 걸 안하는 것도 약간 별개로 두고 싶은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옷 좀

괜찮게 입는 사람, 여기에서는 뭐 이런 느낌? 현실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없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차마 그건 보여드릴 수가 어렵죠.

(I , 28세, 남자)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좋은 면만 노출하고, 타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만 지속적으로 노출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 현실과 가

상 가상의 만들어진 자신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그런 자신의 모습과 행

동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강준만

(2017)이 언급한 일종의 가면 증후군으로, 자신의 포장된 모습으로 성공

한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패션

포스팅 활동에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본인의 행동이 너무 타인에 맞추

어져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감정노동자가 겪는 직무 탈진과 같이 탈진

을 느끼며, 이내 인스타그램 활동 자체를 차단하거나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활동하는 휴식기를 가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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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현실 자각을 하면 오면 한 일 주일이나 이 주일 쉬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쉬고 오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저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협찬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되니까 받는 거고, 아니면 안올리게 되더라고요.

(E, 22세, 여자)

올리기 전에 아 이거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건가 라고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일상적인건

그래서 잘 안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계속 어떨지 생각하게 되니깐.

(A, 25세, 여자)

가끔씩 좀 현실 자각? 약간 그런 게 있죠. 사진 찍으려고 이곳에 오냐 아니면 인스타

올리려고 사진을 찍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인스타에 심취한거 아니냐 이런거? 예전에

는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관심을 받다보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I , 28세, 남자)

저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에 참 좋기 때문에 지금의 이미지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미지랑.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좀 더 가치가 높게 평

가되어있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하다보니깐 저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들을 사실 고려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진과 글로만

표현되니깐. 그런 폐해죠. 완전히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

는...어느 정도 SNS에 가려진 제 이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I , 남자,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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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경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 패션 스타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정은 곧 자신이 인정받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자존감이 향상됨

⦁ 반응으로부터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음

유명세 및 이익에

대한 만족감

⦁ 패션 포스팅 활동으로 협찬이나 포스팅 비용 등의 제의로 실질

적인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낌

⦁ 유명해짐에 따라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에 자신의 지위가

향상된 듯한 느낌을 가짐

⦁ 실제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며 연예인과 같은 경험

을 통해 신기함과 뿌듯함을 느낌

이질적인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 및

괴리감

⦁ 협찬 제품이 자신의 스타일과 차이가 클 경우, 포스팅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함

⦁ 팔로워가 자신의 패션 계정을 찾는다고 생각하여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데, 팔로워가 호감을 얻을만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과 상이한 패션 스타일 구매에 대해서 거

부감과 괴리감을 느낌

팔로워

기대 부합에 따른

자기 허무감과 탈진

⦁ 불특정 다수의 호응을 얻고자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만 보여주

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내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허

무감을 느낌

⦁ 허무감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포스팅 활동을 함에 있어 탈진을
유발하고, 이내 패션 포스팅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요인이 됨

<표 6> 포스팅 후 팔로워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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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적 논의

1. 거울자아이론으로 해석한 패션 포스팅 활동

4장의 앞선 절에서는 심층 면접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에 대한 분석과 팔로워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 및 심리

를 파악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거울자아이론에 입각하여 그 과

정을 해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림 6>의 과정과 같다. 또한 패션 인플

루언서의 유형과 포스팅 활동 기간에 따라 팔로워의 반응을 의식하는 정

도의 차이와 반응 의식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6> 거울자아이론으로 해석한 패션 포스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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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포스팅 하기 이전 자

신의 모습에 대한 팔로워의 반응을 상상하였다. 또한 긍정적 반응을 기

대하고 자신의 모습을 팔로워가 호감을 가질만한 패션 스타일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타일링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스스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 함과 동시에 팔로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의 모습이 팔로워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을만한지 살피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는 거울자아이론의 1, 2단계에 해당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게 내릴 평가를 상상하는 과정으

로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포스팅 이전 패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반응을 상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거나 완벽한 연출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하였

다. 또한 그들은 패션 제품을 구매하거나 스타일링 함에 있어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패션 제품을 위주로 구매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자신

을 팔로우하는 팔로워들에게 제안할만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행하거나 대중적인 제품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노출

빈도가 증가하기에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욱 유행하는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포스팅을 위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특정 장소에서

착용하고 찍었을 때 어울릴만한 일회성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

타나 포스팅의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 대한 팔로워의 반응에 따라 패션 인플루

언서의 행위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사진

을 공유하고 팔로워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받았으며, 자신의 포스팅에 대

한 팔로워의 반응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팔로

워의 반응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에 영향을 주

고 있었으며, 팔로워의 반응에 따라 패션 인플루언서의 행위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팔로워의 반응으로 인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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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자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반응에 의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거

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팔로워의 반응을 총해 자신의 행위가 변화하고 이후 심리적 경험을 분

석한 결과, 긍정적 심리와 부정적 심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긍정적 심리

로는 두 가지로, 패션 스타일에 대한 팔로워들의 인정으로부터 그들의

패션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유명세

를 얻게 되면서 실질적 수익과 주변의 시선이 변화됨에 따라 자신이 사

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 듯한 느낌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심리로는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패션 스타일을

노출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과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김민정 & 이길형(2011)이 언급하였듯 자신을 포스팅 하면서 가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며, 실제 자신의 모습과

의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거울자

아를 형성함에 따라 타인이 좋아할만한 이미지를 스스로 상상함으로써,

자신과는 다른 그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부합해야한다는 부담감과 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괴리로 인해 허무감과 이내 탈진을 겪었다.

패션 인플루언서에게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포스팅으로 올리는 패션 스타일이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과 동일하며 이러한 패션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

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상이하게 이들은 팔로워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것

으로 보아, 팔로워의 반응으로부터 그들의 거울자아 형성하게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거울자아의 형성은 패션 인플루언서의 자아와

외모관리행동, 그리고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내용을 종합하면, 패션 인플루언서에게 팔로워의 반응은 곧 패션

인플루언서의 거울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후 패션 인플루언

서의 포스팅 사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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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실제 팔로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지 못하나

‘좋아요’와 댓글과 같은 표면적 수치를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으

로 인지하고 스스로의 거울자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 인플루언서의 유형별 변화 양상

본 연구에서는 1,000명 이상 100만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크

로 인플루언서와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내용

을 바탕으로 팔로워 수에 따라 총 4그룹으로 나눈 후 유형별로 팔로워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패션

인플루언서마다 인스타그램 포스팅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와 현재를 비교

하여 시기의 흐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림 7>와 같이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라는 총 3시기로 구분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행

위 변화의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패션 인플루언서 유형별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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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기: 패션 스타일 탐색기

도입기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패션 포스팅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이자

1,000명부터 5,000명 미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를 도입기

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기에 해당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는 그룹 A와 그룹 B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탐색하는

시기로,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타

인의 반응으로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미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 있으나 추구하는 스타일과 다른 패션 스타일에 대

한 팔로워의 호응이 더욱 좋을 경우 두 스타일간의 충돌을 가장 크게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기에 비해 초창기 패션 인플루언서는

사진 촬영이나 보정, 그리고 장소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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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팅을 위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션

제품 지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인스타그

램 활동 시간 또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팔로워들의 반응에 일일이

답을 해주거나 자신도 똑같이 상대의 피드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등의

피드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2) 성장기: 패션 스타일 구축 및 확장기

성장기에는 5,000명 이상 10만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패션 인플루

언서 그룹인 B와 C가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팔로워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시기로, 패션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룹 B와 C는 팔로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거나

혹은 확장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도입기를 지나며 어

느 정도 팔로워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은 무엇인지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 스타일링에 소요되

는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패션 제품 구매 지출 금액은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이들은 초창기부터 팔로워가 어떤 유형의 사진에 호감을 갖는

지 터득하였기 때문에 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미

팔로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

룹 B와 C는 팔로워의 반응에 따라 패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

나 호감을 얻지 못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였

다.

3) 안정기: 패션 스타일 유지기

본 연구에서는 1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전업 패션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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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룹 D가 안정기에 해당되었다. 이 시기는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가장 민감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구축된 패션 스타일 유형만 착용하려고

하였으며, 전업 패션 인플루언서이기에 사진 촬영 및 패션 스타일링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룹들 중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그룹 D에 해당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도입기와 성장기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한 것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지기에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좋아요’ 수와 댓

글 수가 자신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얻기 때문에 팔로워의 반응에 가장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협찬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으

며, 협찬 제품을 선별함에 있어서도 구축된 패션 스타일 유형에 맞는 제

품만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종합하면, 패션 포스팅을 함에 있어 그룹 C와 D의 경우, 이미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자 하나의 패션 컨셉을 잡은 개

인들로써 팔로워의 반응에 따라 행위 변화의 정도가 그룹 A, B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 C, D가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

하고 패션 스타일 또한 타인이 좋아할만한 패션 스타일을 충분히 제공한

다는 점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축된 패션 컨셉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패션 스타일만 선보이면 되므

로, 사진 촬영 및 패션 스타일링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룹 A, B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패션 포스팅 활동에서 자율성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룹 A, B에

해당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고, 외부

의 압박인 협찬의 정도가 낮음에 따라 포스팅 활동을 더욱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룹 C와 D의 경우, 외부의 실

질적 압박이 있고 이것은 실질적 자신의 수익으로 이어지기에 외압에 의

한 의무적 포스팅을 더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포스팅 활동에 대한 탈진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거울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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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그룹 A와 B의 경우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꼈을 때, 패션 포스팅 활동을 중단하였다. 반면, C와

D그룹의 경우 지속적으로 포스팅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며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포스팅 활동에 따른

탈진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종합해보자면, 영향력이 높은 패션 인플루언서인 그룹 C, D일수록 팔

로워에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다수의 사람에게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감시

하지 않아도 일정 수치 이상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나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유형에 따라 팔로워의 반응

에 대한 행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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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인스타그램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개념 및 특

성, 그리고 찰스 쿨리의 거울자아이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후

심층 면담을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밝히고, 이를

거울자아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션 포스팅 이전 단계를

패션 인플루언서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가지는 이미지와 평가를 상상하는

1단계과 2단계로 분석하고, 포스팅 후 팔로워의 실제 반응을 받은 것을

3단계로 보아, 반응에 따른 행위 변화와 심리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들을 통해 현재 유행

하는 패션 스타일 및 유행 제품 혹은 신상 정보를 그들의 팔로워가 알아

차리기 쉽게 제공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가 매일 패션 포스팅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업무이자 일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온라인에

서 미적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셜 미디어

를 통한 노동의 공간은 곧 그들의 일상이 되고 있었다. 또한 패션 인플

루언서는 자신을 하나의 패션 브랜드로 생각하여 타인의 의견이 반영된

패션 스타일을 자신의 패션 컨셉으로 정하였다. 자신의 패션 컨셉에 적

합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스타일링을 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어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써 자신을 상품

화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패션 포스팅을 함에 있어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 외모 및 체형, 자신의 이미지를 감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오프라인 상황으로도 확장되어 일

상생활에서도 타인을 의식하여 스스로의 패션 스타일을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한 패션 포스팅 활동을 지

속함에 따라 패션 인플루언서의 심리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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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

하고 포스팅을 하는데, 이때 ‘좋아요’ 수와 댓글, 그리고 사진 저장 수 등

의 객관적 수치나 표면적인 요소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인지하고 있었다.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호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낮게 나

온 경우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패션 스타일이라고 인지

하였다.

이러한 반응에 따라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

거나 확장하고, 혹은 패션 스타일을 기피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인

정을 받게 됨으로써 패션 전공자가 아님에도 패션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패션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한편, 타인의 반응에 기반하여 구축된

자신의 패션 스타일 및 이미지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경우 거부

감이나 괴리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이상적인 페르소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상과 자신의 실제 모습

간의 괴리를 통해 겪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괴리는

곧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하나의 ‘성공’ 혹은 자신의 ‘인지도’ 에 대한 회

의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가면 증후군과 같이 자신이 만든 이미지로

성공한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내 이들은 일련의 활동에

탈진을 느끼고 그 결과로 잠정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 거울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을 인지하며 그에 따라 행위나 감정이 변

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인 것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개인의 외모나 신체 및 패션 활동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외형을 감시하고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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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할만한 유형의 패션 사진을 포스팅 함으로써 디지털 페르소나를 구

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의 패션

스타일 및 이미지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일상 계정과 패션 계정을 분

리함으로써 각 계정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자아를

분리하거나 다중 자아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활동을 통하여 살펴본 현대 소셜 미디어에

서는 타인의 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패션은 개인의 취

향을 표현하고 가시적인 도구라는 특성이 있기에, 패션을 활용하여 자신

을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패션 인플루언서 유형별 변화

양상에 대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면 자

신의 주체성과 포스팅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아,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패션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은 타인에 기반한

자아인 ‘Me’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 자아인 ‘I’로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현 세대에 필요한 태도이자 패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라는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관

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현 사회에서, ‘좋아요’ 혹은 댓글과 같이 단편적인

요소가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학 연구에서 주로 다루던 거

울자아이론을 의류학 연구에 적용해봄으로써 타인에 의한 자아 형성과

타인에 의한 패션 정체성 형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포스팅 활동을 거울자아이론의

단계별로 분석함에 있어 정확한 시점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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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의 일상에서 매일 지속되는 행위이자 현재까지 지속한 행위이

므로 1, 2, 3단계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 형성과 그 행위가 변화한 특정 시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포스팅을 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평가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살펴봄으로써 타인의 반응이 개인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향후

패션 인플루언서와 같은 개인을 오랜 기간에 거쳐 특정 시점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행위가 변화하는 과정과 시기를 정확히 구분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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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sting of

fashion influencer based on

Looking-glass self theory

HYEIN PARK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ting activities of fa

shion influencers that are actively posting on Instagram. Instagram is

based on sharing enticing images, fashion influencers can notice reacti

on from followers of their images through 'likes' or ‘comments’. Ther

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uncover the behaviors or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fashion influencers, that have changed since the evalua

tion of others based on the three stages of Looking-glass self theor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analyze the fashi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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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ing activities. Second, to research the behavioral changes and psyc

hological experiences of fashion influencers according to the posting a

ctivities. Third, to interpret the fashion influencers’ posting activities

based on the theory.

This study combines literature and qualitative studies. First, as a li

terature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Instagram and fashi

on influencer were examined, and studied Looking-glass self theory.

Next, an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as a qualitative study.

Participants were in-depth interviews with 15 fashion influencers who

had followers of 1,000 to 1 million. Based on this, examining how the

reaction of others can affect the fashion influencers’ posting activities,

behaviors, and psychology experiences.

First, the pre-posting activities of the fashion influencers refers to t

he activities before obtaining responses of followers. The pre-posting

activities shown as photo shooting and selection, fashion product purc

hase and styling, fashion feed management, and appearance managem

ent. Fashion influencers imagined the followers' evaluations before po

sting their pictures and do pre-posting activities to induce positive re

sponses.

Second, analyzed changed behaviors of fashion influencers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the followers after posting. When they got positive

reactions, fashion influencers recognized that the posted fashion style

should be suited them well, and expanded their fashion styles. On the

other hand, if the reaction of the followers were negative, it was foun

d that the type of fashion style that was previously posted was avoid

edm. Also, even though they wore fashion product, they did not post

that kind of fashion product. In addition, in order to induce negative r

eactions into positive reactions, it was shown that a new fashion s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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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as presented in the fashion styling for fashion posting afterwards.

Third, psychological experiences according to reactions were analyz

ed after posting. There are two positive psychological aspects, and fa

shion influencers have increased confidence and self-esteem for their

fashion styles being recognized by others. In addition, they were satis

fied with gaining a fame or profits. On the other hand, as a negative

psychology, they felt a sense of reje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i

r fashion styles and images, which were constructed by the reaction

of others. They also felt exhausted about their acting in order to tryi

ng continuously satisfy the ideal image of their followers' expectation

s, and soon ceased their posting activities to reveal exhaustion.

Based on the results,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in behavioral chan

ges according to the reaction by each type of fashion influencer, and

found that the more fashion influencers with more followers, the lowe

r the degree of behavioral change in response. Based on this, it was

found that Instagram is a space where fashion influencers percept the

mselves with the eyes of others. Although it is a common belief that

these are people who have their own personality in fashion, in fact, f

ashion influencers do not set and establish their own fashion based o

n individual personality or subjective judgment. They established their

fashion concepts from ‘lkes’ or ‘comments’. In addition, it is meaningf

ul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that an individual who communicate

s in fashion should have in establishing his or her fashion identity by

looking at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social media through

an individual's self, behavior, and psychology.

Key words : Looking-glass self theory, Instagram, follower reaction,

fashion influencer, fashion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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