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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 -19)으로 인해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방면에서 연구 되어 왔던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는 개인과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연구된 바가 적다. 위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SIDE 

모델을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SIDE 모델은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의 

특징 중 하나인 제한된 정보 노출이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문제 1) 

정보 노출 대상에 따라 개인의 집단 정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2) 정보 노출 대상에 따라 개인의 자기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3) 자기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집단 정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정보 노출의 대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본인 대상 정보 노출의 유무, 타인 

대상 정보 노출의 유무로 2X2 혼합 실험 설계를 구상하여 그에 

따른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또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인 본인과 타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기 인식도 함께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노출의 대상에 따른 집단 정체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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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정보 노출의 대상에 따른 개인의 외양에 

관한 공적 자기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와, 외양에 관한 공적 자기 

인식이 높은 개인은 유사점에 기반한 집단 정체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의의는 최근 급증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탐구하여 효율적인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주요어 :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SIDE모델, 자기 인식, 집단 

정체성 

학   번 : 2019 - 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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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사태로 인

해 온라인 비디오 소통 플랫폼인 Zoom이나 Google Meets등을 통

한 비대면 화상 회의가 급증하였다.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연구자들은 환경 특성상 개인 정보 노출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는 대면(FtF, Face to Face) 상황과는 달리,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CMC 환경에서는 익명성, 시청각적 정보의 부재, 참여

자들 간의 공간적 분리 등으로 인해 대면 환경에 비해 사회적 맥락 

단서, 즉 개인적 정보가 제한되고(Tanis & Postmes, 2003), 이러한 

특성들이 탈개인화를 조장한다고 보았다(Postmes & Spears, 1998). 

SIDE 모델은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의 

약자로, 탈개인화를 사회적 자아 정체성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이다(이은주, 2008). 탈개인화는 기존에 CMC

보다 면대면 상황을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보고 CMC 상황

에서의 적대적, 일탈적 언어 행위들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수의 군

중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의식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태”로 정의(Diener, 1980; Festinger, Pepitone, 

& Newcomb, 1952; Zimbardo, 1969)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

나 SIDE 모델은 탈개인화를 새롭게 정의한다. 탈개인화는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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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속에서 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태에 놓이도록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 규범의 영향력이 강화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Postmes, Spears, & Lea, 1998; Postmes, 

Spears, Sakhel, & de Groot, 2001). 이에 따라, SIDE 모델은 탈개인

화를 개인이 개인을 “독특한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집단의 성원

으로 인식하는 상태”로 정의한다(이은주, 2008). 즉, 개인적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개인의 ‘특질이 잘 드러나지 않은 탈개인화 상황에서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

적 정체성보다 현저해지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중심의 사고 및 

행동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개인 정보 노출 상황, 즉 탈개인화 된 상황에서 집

단 정체성(Group Identification)은 CMC 연구가들이 중요하게 보았

던 개념 중 하나이다(Reicher et al., 1995; Sassenberg & Postmes, 

2002; Lea, Spears, & de Groot, 2001). 집단 정체성이란, “탈개인화 

상황에서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정체

성”으로(이은주, 2008), 익명적 상황에서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과

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되어 왔다. 집단 정

체성은 집단 내 의견의 극화, 개인의 집단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토론의 질과 개인의 팀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e. 2008). 그렇기에 집단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SIDE

모델과 관련이 깊다. CMC의 대표적인 속성인 익명성은 개인을 탈개

인화시키는 데에 적합한 환경이고, 이렇게 개인이 탈개인화된 상태

에서 집단 정체감이 부여 됐을 경우, 즉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존재할 경우 탈개인화되지 않은 개인보다 집단 정체성이 현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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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SIDE 모델은 전통적인 CMC, 즉 시청각적 자극이 

부족한 텍스트 기반 의사소통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텍스트 기반 CMC에서만 주로 연

구되었던 SIDE 모델을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SIDE 모델을 텍스트 기반이 아닌 비

디오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접목시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SIDE 효과와 그로 인한 집단 정체성

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는 이 차이를 보는 방법으로 개인 단서 노출을 주요하게 보고자 했

다.  

SIDE 모델을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CMC 상황에서 검증한 연구 

중 하나인 Lee(2007)의 연구는 그룹 토의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소

개 여부로 개인 단서 노출을 조작하고, 집단 토론 과제를 통해 집단 

정체감을 부여한 후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기소개 여

부는 탈개인화를 조작하기 위함이었고, 탈개인화된 피험자는 그렇지 

않은 (개인화된) 피험자와 집단 정체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CMC 채팅 기반 상황은 텍스트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그 정보는 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노출

된다. 즉, 기존 텍스트 기반 CMC에서는 자기소개로 인한 개인 단서 

노출 대상을 조절할 수 없었다. 반면 비디오 기반 상황에서는 비디

오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얼굴을 본인에게, 또 타인에게 노출하거

나 노출하지 않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노출 대상을 타인

과 본인으로 나눠 조절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SID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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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인 ‘탈개인화 된 상태에서 집단 정체감을 공유’하는 조건을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경우(본인의 얼굴을 

자신에게 노출하거나 하지 않거나),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타인

을 향하는 경우(본인의 얼굴을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하지 않거

나)로 나누어 처치하여 개인 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의 차

이와 집단 정체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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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IDE 모델 

 

SIDE 모델은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의 약자로, “탈개인화를 사회적 자아 정체성과의 관련 속에

서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은주, 2008). 기존의 연구들에서 탈개인화는 다수의 군중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 통제력

이 약화되는 상태를 일컬었다. 즉, 개인이 군중 속의 익명성을 이용

해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탈개인

화로 본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실재감 이론 (Short et al, 1976)에 따르면, 

CMC의 경우 개인들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컴퓨

터라는 기계 매체를 사이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므로 개인

은 면대면 상황, 즉 개인이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상황에 비해 대화

를 나누는 상대방의 존재감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사회적 실재감이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 놓인 개인은 기

존에 자연히 따르고 있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사회적 

규범이나 예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 때문에 일탈적 

언어 행위들을 평소보다 자유롭게 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탈개인화를 CMC 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적대

적, 일탈적 언어 행위(flaming)들이나 폭력적 군중, 집단적 린치 행

위들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해 왔다(Diener, Fraser, Be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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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lem, 1976; Kiesler, Siegel, & McGuire, 1984; Sproull & 

Kiesler, 1986). 

그러나 SIDE 모델은 이러한 탈개인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각한 기존 연구들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모델로, 탈개인화를 반규

범적 행동의 원인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Postmes & Spears, 

1998) 반대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규범에 보다 더 순응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Postmes, Spears, & Lea, 1998; Spears, Postmes, 

Lea, & Watt, 2001). SIDE 연구자들은 탈개인화를 ‘개인이 군중 속

에 숨어 도덕적 규범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정의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지 않

고 단지 집단의 성원으로만 인식하는 상태’로 다시 정의한다. 그 근

거로 SIDE 모델은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의 개념을 사용하

였다. 

SIDE 모델의 기반이 된 이론인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8)과 자기 범주화 이론(Turner, 1987)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두 가지가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

성이고, 개인적 정체성은 개인이 타인과 구별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정체성이다. 개인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특정 

상황에 현저한 정체성에 따라 집단 구성원으로서 집단 정체성에 기

반한 행동 및 사고를 하게 되거나,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으로서 행

동하고 사고하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CMC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타인과 자신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

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정체성보다 사회적 정체성이 현저해지도록 

만드는 상황이고, 개인은 이에 따라 개인적 정체성보다 사회적 정체

성을 우선시하도록 전환되어 탈개인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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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지 않는, 즉 탈개인화 된 상황에서 개

인들이 집단 정체감을 공유할 경우, 그 효과는 개인화된 환경에서보

다 강화된다는 것이 SIDE 모델이다. 다시 말해, 집단 성원 개개인

의 특성이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인차를 인

식하게 되어 이 현저해진 개인차가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개인정보가 제한되어 차이점을 인식하게 할 

별다른 개인정보 단서가 없을 때는 오직 집단 정체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집단에의 동일시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SIDE 모델에 근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전통적인 텍

스트 기반 CMC에서 SIDE의 효과를 검증하였다(Postmes et al., 

2001;Lee, 2007;Tanis & Postmes, 2003). 그러나 텍스트 기반 커뮤

니케이션은 정보의 다양성, 풍부함, 그리고 노출 대상 조작 등에 있

어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에 

SIDE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CMC 환경보다

는 개인 정보 단서가 있지만, 대면 상황보다는 제한된 개인 정보 단

서를 가지게 되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SIDE 모델의 효

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개인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

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제 2 절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대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CMC 상황에서의 의

사소통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Coker & Burgoon, 1987; Ray 

& Floyd, 2006). 그러나 그에 반해,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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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의 모든 비

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개인이 자신

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즉 비디오 피드

백이 제공되는 것은 보통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과는 확연히 다

른 차이점이다(Miller et al., 2017). 개인이 소통하는 내내 자기 자신

을 볼 수 있는 조건은 기존 자기 인식 연구들에서 많이 수행되었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상황’과 유사한

데, 이러한 거울 조작 방법은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 인식을 증가시

키고 이렇게 증가된 자기 인식은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

치는 요소라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Duval & Wicklund, 1972; Hass, 

1984). 또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사용자가 음성, 비

디오 및 텍스트의 조합으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통적인 CMC와는 달리 개인에게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 등

의 비언어적 단서가 정보가 주어짐을 의미한다(Manstead, Lea, & 

Goh, 2011). 즉,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개인이 얻는 개인 정보 단서가 더 풍부하

다.  

이렇듯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상황과도, 전통적

인 텍스트 기반 CMC와도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정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은 대면 상황보다는 제한되었지만, 텍스트 기반 CMC보다는 풍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거의 대부분

의 플랫폼이 시각적인 노출 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

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실제로 Postmes 등(2001)은 익명적인 집단과 사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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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이 드러난 집단 둘 사이의 집단 정체감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실시간으로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비

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비디오 피드백과는 차이가 있지만, 타인

의 ‘얼굴 개인 정보 단서’가 주어진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

교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Postmes는 집단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

함으로써 각 집단에 집단 정체감을 부여한 뒤 한 집단에는 그룹원

들의 사진을 제공하였고 다른 집단에는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연구 역시 SIDE 모델이 예측한 대로 얼굴 개인 정보 단서

인 사진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 즉 탈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인 익명적인 집단의 집단 정체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얼

굴 공개’가 SIDE 모델을 거쳐 개인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제 3 절 익명화 된 상황에서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

체성 

 

전통적인 CMC 와 대면 상황에서의 자기 인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자기 인식은 각각의 연구 

맥락에 따라 자기 성찰(Self-reflection), 자의식(Self-

consciousness), 자기 초점화 주의(Self-focused attention) 등의 

용어들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정승아, 2012). 자기 인식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어	 그	 주의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인식의	 상태에서	 자신의	 정보를	



10 

수집하고	 처리하며	 정의 내리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Duval&Wicklund, 1973)’,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상태적 지식 혹은 알아차림으로 자의식의 상태적 개념(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등 맥락과 학자들마다 각기 다양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다차원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알아차리는 

상태’로 종합해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기질·특성적 요인인 

자의식(Self- consciousness)와는 다른 개념으로, 자의식의 상태적 

개념(Fenigstein, Scheier, & Buss 1975)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사적 자기 인식과 공적 

자기 인식이 그것이다.  

우선 사적 자기 인식은 개인이 개인의 생각과 신념, 감정 등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는 것(Prentice-Dunn, & Rogers, 1982)으로 

자신에 대한 짧은 글을 쓰게 하여 본인이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상기시키는 조작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Diener, 1979; 

Diener, Lusk, DeFour, Flax, 1980).  

반면 공적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본인이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다. 이 

공적 자기 인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의식하는 것(Prentice-Dunn, & Rogers, 1982)으로, 스스로를 사회

적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서 불편함과 평가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수정할 가능성을 

높이고(Govern & Marsh, 2001), 이는 개인이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

보다 집단의 규범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경향, 즉 집단 정체성에도 영

향을 끼치게 된다.  

Lee(2007)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기반 CMC에서의 피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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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

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한 집

단은 온라인 토론 전에 전공, 나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색깔 등 

간단한 개인 정보를 다른 참여자들과 교환하는 과정을 제공했고 다

른 집단은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이는 익명화된 상황에서 주어지는 

개인 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탈개인화를 조작한 것이다. 이 실험 

역시, SIDE 모델이 예측한 대로 피험자들 간 정보 노출이 없는 익명

화된 상황이었을 때, 즉 개인이 탈개인화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공적 자기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공적 자기 인식은 탈개인화와 더 나아가 집단 정체성과도 관련

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공적 자기 인식은 개인으로 하

여금 참가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가하고(Carver & 

Scheier, 1981), 익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감소한다(Joinson, 2001). 

그러나 Lee의 연구에서 개인이 탈개인화되었는데도 공적 자기 인식

이 증가한 것은, 개인이 탈개인화되면서 집단 구성원 간의 동질감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Lee, 2007). 

이처럼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을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의 얼굴 공개’를 통해서도 SIDE 모델의 효과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개인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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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문제 

 

앞에서 검토한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외양 개인 단서 노

출 대상이 개인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는 거의 모든 비디

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카메

라와 ‘자기 얼굴 보기’ 기능이다. 본 연구는 비디오 카메라와 ‘자기 

얼굴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외양 개인정보 노출 대상을 본인과 타

인 두 수준의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대

일 상황에서의 ‘자기 얼굴 보기’기능에 대한 영향만 측정(Miller et 

al., 2017)하였거나 외양에 관한 개인 정보 단서를 사진으로만 제공

(Postmes et al., 2001)했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다대다 집단 커뮤니

케이션 상황에서 비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단서를 제공

하였다. 또한 ‘자기 얼굴 보기’ 기능의 조작으로 개인정보 단서의 제

한을 타인에게만 두지 않고 본인에게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차원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알아차리는 상태인 자기 인식이며 둘째는 탈개인화 상황에서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정체성인 집단 

정체성이다.  

여럿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토의해야 하는 집단 커뮤니케

이션 상황 특성상, 비디오를 켰을 경우 개인이 개인의 생각과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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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등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는 것(Prentice-Dunn, & Rogers, 

1982, p. 504)인 사적 자기 인식보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집중하는 공적 자기 인식Prentice-Dunn, & Rogers, 1982, p. 

504)이 더 현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변수들의 효과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립한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RQ 1.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정보 노출 대

상에 따라 개인의 집단 정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타인을 향하는 집단은, 그

렇지 않은 집단보다 집단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H1-2.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본인을 향하는 집단은, 그

렇지 않은 집단보다 집단 정체성이 낮을 것이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도 기존 SIDE 연

구에서 보고되었던 개인정보 노출 조작에 의한 차이가 다대다 비디

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세웠다. 특히, 타인과 계속 교류해야 하는 

집단 과제 특성상, 사적 자기 인식보다 공적 자기 인식에 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RQ 2.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정보 노출 대

상에 따라 개인의 자기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타인을 향하는 집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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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적 자기 인식이 높을 것이다. 

H2-2. 개인 단서 노출의 대상이 본인을 향하는 집단은, 그

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적 자기 인식이 높을 것이다. 

H2-3. 정보 노출의 대상에 따라, 개인의 공적 자기 인식에

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RQ 3.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자기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집단 정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1. 사적 자기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집단 

정체성이 낮을 것이다. 

H3-2. 공적 자기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집단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 설계 모형 



15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대다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개인

정보 노출 대상이 개인의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2X2 혼합 설계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은 

COVID-19와 연구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되었고,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또한 조건에 따른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

해 Google Form으로 작성된 설문을 이용하였다.  

 

제 1 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 48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대학 커뮤

니티 게시판 ‘스누라이프’. ‘에브리타임’ 두 곳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을 통해 모집되었고 이삼십대(만 18세 이상부터 만 38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정한 집단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력과 

(원활한 소통과 과제 진행을 위한) 한국어 능력에 문제가 없고, 

Zoom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실험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삼십대 성인 참가자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남녀 총 48명(남: 

n=21, 나이(M)=25, 여: n=27, 나이(M)=25)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

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참여 보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15,000원 권을 지급하였다. 



16 

 

제 2 절 연구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사전 설문과 딜레마 토론, 그리고 사후 설

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전 설문은 이름과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그리고 

추후 딜레마 토론에 사용될 세 가지 딜레마에 대한 사전 평가로 이

루어져 있다. 이 때 작성되는 딜레마에 대한 사전 평가는 이후 이어

질 딜레마 토론에 피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답변을 작성해 

두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많은 집단 토론 선행 연구에 사용되었던

(Lee, 2007; Hogg, Turner & Davidson, 1990; Kiesler, Siegel, & 

McGuire, 1984) Kogan & Wallach(1964)의 위험 감수 시나리오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딜레마는 통제변인인 ‘개인 정보’를 노출시

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토론이 가능하게 하고, 이후 딜레마에 대

한 합의된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집단에 집단 정체감을 부여하는 역

할을 위해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사후 설문은 크게 두 가지 항목 : 자기 인식 척도, 

집단 정체성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외한 모

든 설문은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자기 인식 척도 

 

자기 인식 척도의 경우 SIDE이론을 다뤘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 인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Govern & Lisa의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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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scale과 Fenigstein, Scheier & Buss의 Self 

Consciousness Scale을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반영하여 

수정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환경적(Situational), 공

적(Public), 사적(Private) 자기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평가에 관해서는 연구 결과 부분에서 후

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로 이후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적 자기 인식과 공적 자기 인식은 각각 두 가지로 나뉨을 

확인하였다. 사적 자기 인식의 경우 ‘단순 현재 상태에 대한 사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ex. 현재, 나는 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과 ‘화상 회의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사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ex. 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나누어져 이를 각각 사적 자기 인식 1, 사적 자기 인식 2로 

명명하였다.  

또 공적 자기 인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 ‘공적 자기 인

식 1’과 ‘공적 자기 인식 2’로 명명하였는데, ‘공적 자기 인식 1’의 

경우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들(ex.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었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적 자기 인식 2’의 경우 타인

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아닌, ‘외모나 행동 같은 외양적 요소들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ex.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나의 외

모를 의식하였다)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 정체성 척도 

 

집단 정체성 척도의 경우 Leach et al(2008)의 집단 정체성 측정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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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집단 정체성 척도의 경우 ‘나는 이 

그룹에 연대감을 느낀다’등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집단에 대한 연대

감’, ‘나는 이 그룹이 자랑스럽다고 느낀다’등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집단에 대한 만족감’,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통해 나는 내 의견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집단의 중심성’, ‘나

는 이 그룹의 평균과 비슷한 것 같다’등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개인

의 자기-고정관념 형성’, 그리고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공통점

이 많은 것 같다’등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그룹 내 동질성’, 다섯 가

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소들은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Leach et al, 2008) 본 실험에

서 요인 분석을 실행한 결과 집단 정체성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짐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대감이나 정서적 교류, 만족감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집단 정체감 1이라고 명명하였고, ‘정서적 교류나 유대감

보다 지각된 집단 내 유사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집단 정체감 2라

고 명명하였다. 

 

제 3 절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 과정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하

였다. 모집 공고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 한해 연구

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시간을 배정하고 약속한 일시에 

온라인상에서 만났으며 전면 비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연구 시행에 앞서, 연구자를 포함해 연구에 참여하는 집

단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연구자는 연구 절차와 

연구 윤리 및 동의에 관한 설명을 구두로 진행하고, 연구참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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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이 포함된 사전 설문 링크를 Zoom 채팅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설문 링크에 포함된 연구 참여 동

의서를 작성하였고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동의서 작성

을 마친 참여자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원의 사전 설문

이 끝나고 나면, 조건에 따른 환경 설정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2X2 혼합 설계 실험이었으

므로, 총 네 가지 조건의 집단이 존재하였는데 그 조건은 [표 1]과 

같다. 

 

2X2 타인 대상 정보 노출 함 
타인 대상 정보 노출 

하지 않음 

본인 대상 

정보 노출 

함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내 얼굴 보기 설정 킴 

(A) 

비디오 카메라를 켜지 않고 

비디오 세팅에 들어가서 

본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함 

(B) 

본인 대상 

정보 노출 

하지 않음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내 얼굴 보기 설정 끔 

(C) 

비디오 카메라를 켜지 않고 

본인의 얼굴도 보지 않음 

(D) 

[표 1] 실험 조건 표 

이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딜레마에 대한 평가와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말하게 한 후, 모든 인원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딜레마에 대

해 같은 평가를 한 경우) ‘의견이 모두 일치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한 후 없으면 다음 

딜레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고, 모든 인원의 의견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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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딜레마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한 후 토의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후 2번 딜레마, 3번 딜레

마도 같은 형식을 취했으나 3번 딜레마의 경우 집단에 대한 정체감

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 토론이 끝난 후 한 가지의 통일된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딜레마에 대한 토론 시간은 30

분 내외로 조절되었다. 

딜레마에 대한 토론이 끝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인

식 척도’, ‘집단 정체성 척도’로 구성된 사후 질문지 링크를 Zoom 

채팅을 통해 제공받았고, 사후 설문지를 작성한 뒤 자유롭게 실험을 

끝내도록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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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선

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독립 변인을 정보 노출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정보 노출 대상에 따라 달라진 자기 인식이 집단 정체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지표는 분석에 앞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시행하였으며, 신뢰도 평가

(Cronbach’s α)를 진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R을 기반으로 하

는 통계 패키지인 JASP를 이용하였다. 

 

제 1 절 주성분 분석과 신뢰도 평가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된 평가지표에 관한 주성분 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에 따른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내적 합치도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선행연구의 권장기준

을 따라 .70에서 .79까지를 적절한 수준으로, .80에서 .89까지를 양

호한 수준으로, .90 이상을 우수한 수준으로 간주하였다(Cicchetti, 

1994). 

 

사적 자기 인식 

 

사적 자기 인식의 경우 총 8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주성분 분석

을 시행한 결과, 단순 현재 상태에 대한 사적 의식을 측정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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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α=.80)과 화상회의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사적 의식(α=.75)로 나

누어짐을 확인하였다. 

 

항목 설명 

사적 자기 

인식 1 
내부 감정 인식 

사적 자기 

인식 2 
개인의 삶 인식 

사적 자기 

인식 3 
내부 생각 인식 

사적 자기 

인식 4 
화상회의 동안 내부 생각 의식 

사적 자기 

인식 5 
화상회의 동안 개인의 기분 변화 인식 

사적 자기 

인식 6 
화상회의 동안내부 감정 의식 

사적 자기 

인식 7 
화상회의 동안본인에 대한 인식 

사적 자기 

인식 8 
화상회의 동안본인에 대한 인식 

[표 2] 사적 자기 인식 측정 항목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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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d Test 

 Value df p 

Model  23.601  13  0.035  

 

Component Loadings 

 RC1 RC2 Uniqueness 

사적 자기 인식6  0.871    0.237  

사적 자기 인식5  0.787    0.374  

사적 자기 인식4  0.664    0.555  

사적 자기 인식7  0.652    0.574  

사적 자기 인식8  0.518    0.723  

사적 자기 인식3    0.878  0.205  

사적 자기 인식1    0.871  0.242  

사적 자기 인식2    0.791  0.374  

Note.  Applied rotation method is promax. 

 

Component Characteristics 

 Eigenvalue Proportion var. Cumulative 

RC1  2.596  0.324  0.324  

RC2  2.119  0.265  0.589  

[표 3] 사적 자기 인식의 주성분 분석 결과 

공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 인식의 경우 총 20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타인에 평가에 대한 우려와 인식에 관련한 공

적 자기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α=.90)과 타인의 평가가 아닌 외모나 

행동 같은 외양적 요소들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을 측정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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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α=.88)로 나누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적 자기 인식을 측정

하는 문항 1,3,6의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항목 설명 

공적 자기 

인식 1 
개인 인식에 대한 인식 

공적 자기 

인식 2 
외양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3 
타인의 고려에 대한 인식 

공적 자기 

인식 4 
겉모습 평가에 대한 인식 

공적 자기 

인식 5 
좋은 인상에 대한 노력 

공적 자기 

인식 6 
타인의 인식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7 
외모에 대한 인식 

공적 자기 

인식 8 
행동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9 
타인에게 비치는 외양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0 
타인이 가질 인상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1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행동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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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12 

공적 자기 

인식 13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4 
타인의 표현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5 
인상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6 
의견 수용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17 
본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인식 

공적 자기 

인식 18 
본인의 의견에 대한 타인의 인식 

공적 자기 

인식 19 
잘못된 발언에 대한 의식 

공적 자기 

인식 20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인식 

[표 4] 공적 자기 인식 측정 항목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hi-squared Test 

 Value df p 

Model  197.195  15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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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Loadings 

 RC1 RC2 Uniqueness 

공적 자기 인식18  0.891    0.343  

공적 자기 인식16  0.843    0.381  

공적 자기 인식15  0.779    0.225  

공적 자기 인식13  0.767    0.292  

공적 자기 인식10  0.766    0.320  

공적 자기 인식19  0.753    0.476  

공적 자기 인식14  0.734    0.462  

공적 자기 인식20  0.565    0.551  

공적 자기 인식2    0.831  0.403  

공적 자기 인식11    0.791  0.403  

공적 자기 인식9    0.748  0.259  

공적 자기 인식8    0.742  0.434  

공적 자기 인식12    0.726  0.392  

공적 자기 인식7    0.661  0.567  

공적 자기 인식5    0.600  0.429  

공적 자기 인식4    0.579  0.382  

공적 자기 인식17    0.573  0.747  

공적 자기 인식1      0.925  

공적 자기 인식3      0.666  

공적 자기 인식6      0.874  

Note.  Applied rotation method is promax. 

 

Component Characteristics 

 Eigenvalue Proportion var. Cumulative 

RC1  8.042  0.4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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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haracteristics 

 Eigenvalue Proportion var. Cumulative 

RC2  2.428  0.121  0.523  

[표 5] 공적 자기 인식의 주성분 분석 결과 

 

집단 정체성 

 

집단 정체성의 경우 총 14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주성분 분석

을 시행한 결과, 집단 내 정서적 교류 및 유대감 관련한 집단 정체

성을 측정하는 항목(α=.91)과 정서적 교류나 유대감보다 집단 내 지

각된 유사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α=.86)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하였

다. 

항목 설명 

집단 정체

성_연대1 
그룹에 대한 유대감 

집단 정체

성_연대2 
그룹에 대한 연대감 

집단 정체

성_연대3 
그룹과의 연대감 

집단 정체

성_만족1 
그룹과 함께해서 즐거움 

집단 정체

성_만족2 
그룹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느낌 

집단 정체

성_만족3 
해당 그룹이어서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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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정체

성_만족4 
이 그룹과의 경험에 대한 만족 

집단 정체

성_중심1 
그룹에 대한 소속감 

집단 정체

성_중심2 
의사결정에 대한 그룹의 영향력 

집단 정체

성_중심3 
본인의 의견에 대한 그룹의 영향력 

집단 정체

성_고정관

념1 

본인과 그룹 평균과의 공통점 

집단 정체

성_고정관

념2 

본인과 그룹 평균과의 유사점 

집단 정체

성_동질감1 
그룹 사람들 간의 공통점 

집단 정체

성_동질감2 
그룹 사람들 간의 유사점 

[표 6] 집단 정체성 측정 항목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hi-squared Test 

 Value df p 

Model  157.562  6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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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Loadings 

 RC1 RC2 Uniqueness 

집단 정체성_만족3  0.864    0.337  

집단 정체성_만족1  0.844    0.348  

집단 정체성_연대1  0.834    0.297  

집단 정체성_만족2  0.824    0.337  

집단 정체성_중심1  0.816    0.388  

집단 정체성_연대2  0.813    0.246  

집단 정체성_연대3  0.752    0.297  

집단 정체성_중심2  0.639    0.606  

집단 정체성_만족4  0.571    0.642  

집단 정체성_ 고정관념1    0.938  0.188  

집단 정체성_고정관념2    0.935  0.213  

집단 정체성_동질감2    0.835  0.260  

집단 정체성_동질감1    0.740  0.310  

집단 정체성_중심3      0.754  

Note.  Applied rotation method is promax. 

 

Component Characteristics 

 Eigenvalue Proportion var. Cumulative 

RC1  6.234  0.445  0.445  

RC2  2.543  0.182  0.627  

[표7] 집단 정체성의 주성분 분석 결과 

 

따라서 자기 인식(사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

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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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적 자기 

인식 1 
48 3.246 1.221 1.200 6.400 

사적 자기 

인식2 
48 5.347 1.072 2.000 7.000 

공적 자기 

인식1 
48 3.208 1.436 1.000 6.750 

공적 자기 

인식 2 
48 4.590 1.009 2.000 6.667 

집단 정체성 1 48 4.398 1.135 2.000 7.000 

집단 정체성 2 48 4.349 1.215 1.750 6.500 

[표8] 주요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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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의 차이와 집단 정체성의 차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한 뒤,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의 차이는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 – 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자기 인식에 따른 집단 정체성의 차이는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가)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집단 정체성의 차이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집단 정체성의 경우, 집단 정체성 1에 

타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과(F=0.013, p=0.911)와 본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과(F=0.013, p=0.911), 상호작용 효과

(F=1.069, p=0.3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 정체

성 2에도 타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과(F=0.198, p=0.658)와 

본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과(F=2.668, p=0.110), 상호작용 효

과(F=0.158, p=0.74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개

인정보 노출 대상은 집단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즉, H1-1과 H1-2는 모두 기각되었다. 

 

나)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의 차이 

 



32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의 경우 사적 자기 인식 1,2, 

공적 자기 인식 1,2 총 네 가지 변수에 대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기 인식 1에 대해서는 타인 대상 개인

정보 노출의 주효과(F=0.028, p=0.869)와 본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

의 주효과(F=1.957, p=0.169), 상호작용 효과(F=1.841, p=0.27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적 자기 인식2 역시 타인 대

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과(F=1.134, p=0.293)와 본인 대상 개인정

보 노출의 주효과(F=0.008, p=0.930), 상호작용 효과(F=0.788, 

p=0.38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적 자기 

인식의 경우, 공적 자기 인식 1에 대해서는 타인 대상 개인정보 노

출의 주효과(F=0.216, p=0.645)와 본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의 주효

과(F=0.072, p=0.789), 상호작용 효과(F=0.239, p=0.672)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공적 자기 인식 2의 경우 타인 대상 

정보 노출의 주효과(F=0.749, p=0.392)와 본인 대상 정보 노출의 

주효과(F=0.479, p=0.492)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88, p<.05). 따

라서 타인 대상 정보 노출과 본인 대상 정보 노출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타인의 평가가 아닌 외모나 행동 같은 외양적 요소들

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인 공적 자기 인식2’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인에게는 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으나 나 자신

에겐 노출했을 때, 즉 개인 정보의 노출이 자기 자신에게만 이루어

졌을 때와, 타인에게 내 얼굴을 노출했으나 나에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즉 개인 정보의 노출이 타인에게만 이루어졌을 때 공적 자기 인

식 2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H2-3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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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ANOVA – 공적 자기 인식 2 

Case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타인 대상 정보 노출  0.709  1  0.709  0.749  0.392  

본인 대상 정보 노출  0.454  1  0.454  0.479  0.492  

타인 * 본인  5.005  1  5.005  5.288*  0.026  

Residuals  41.649  44  0.947      

Note.  Type III Sum of Squares 

Note. p<0.05  
[표 9]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Assumption Check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Levene's) 

F df1 df2 p 

0.086  3.000  44.000  0.967  

 

Post Hoc Tests 

Standard 

Post Hoc Comparisons – 타인 대상 정보 노출 

  Mean Difference SE t p scheffe 

OFF  ON  -0.243  0.281  -0.865  0.392  

Note.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Self Cam_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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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Hoc Comparisons – 본인 대상 정보 노출 

  Mean Difference SE t p scheffe 

OFF  ON  -0.194  0.281  -0.692  0.492  

Note.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Camera_96 
 

Post Hoc Comparisons – 타인 * 본인 
타인 본인 Mean Difference SE t p scheffe 

OFF OFF  ON OFF  -0.889  0.397  -2.238  0.187  

  OFF ON  -0.840  0.397  -2.116  0.230  

  ON ON  -0.438  0.397  -1.101  0.751  

ON OFF  OFF ON  0.049  0.397  0.122  1.000  

  ON ON  0.451  0.397  1.136  0.732  

OFF ON  ON ON  0.403  0.397  1.014  0.795  

Note.  P-value adjusted for comparing a family of 4 

[표 10] 사후검정 표(집단정체성) 

 

다) 공적 자기 인식의 정도가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공적 자기 인식의 정도에 따른 집단 정체성의 차이의 경우 이전 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던 공적 자기 인식2에 한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외모나 행동 같은 외양

적 요소들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인 공적 자기 인식2가 높을수록 

집단 정체성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정서적 교류 및 유대감 관련한 집단 정체성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214, p = 0.144) 즉, 외양적 

요소들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은 개인의 집단 내 정서적 교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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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 관련한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정서적 

교류나 유대감보다 집단 내 지각된 유사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311, p< .05). 다시 말

해, 외양적 요소들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지

각된 집단 내 유사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은 증가했다. 즉, H3-2만 

채택되었다. 

 

 

Linear Regression 
Model Summary – 집단 정체성 2 

R R² Adjusted R² RMSE 

 0.311  0.097  0.077  1.167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Regression 
Residual 

Total 

 6.720  1  6.720  4.936  0.031*  

 62.623  46  1.361      

 69.342  47        

Note.  The intercept model is omitted, as no meaningful information can be shown. 
 Note. p<0.05 

[표 11]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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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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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1) 개인정

보 노출 대상에 따른 개인의 자기 인식 차이와 2) 개인의 자기 인

식이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에 텍스트 기반 CMC 위주로 연구되었던 SIDE 모델의 

효과가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적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췄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다대다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 개인정

보 노출 대상의 상호작용에 따라 개인의 외양에 관한 공적 자기 인

식(공적 자기 인식2)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적 정

보 노출에 따라 사적 자기 인식에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없었고 공

적 자기 인식에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었던 Lee(2007)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분석 결과, 개인은 개인 정보의 노출이 자기 자신에

게만 이루어졌을 때, 즉 자신의 얼굴을 자기 자신만 보고 있을 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개인 정보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

다 공적 자기 인식2가 유의하게 높았고,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

했으나 나에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즉 자신의 얼굴이 타인에게만 

보이고 있을 때 공적 자기 인식 2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의 얼굴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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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노출되는가에 따라 외양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에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외양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인 공적 자기 인식 

2에 대해 정보 노출 대상의 주 효과는 없고 상호작용 효과만 있었

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노출의 대상 자체가 공적 자기 인식2, 즉 

외양적 요소에 대한 공적 자기 인식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은 아닐 수 있지만, 참여자의 얼굴이 어떤 환경에서 제공되는가에 

의해 개인의 외양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타인의 얼굴만 볼 수 있고 본인의 얼굴은 볼 수 없을 때, 타

인과 나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보다 외양에 대한 의식이 올

라간다는 것은 타인의 얼굴과, 확인할 수 없는 본인의 얼굴을 비교

하면서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불안함 때문에 

외양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대상 개인정보 노출에서 타인이 본인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토의를 하는 동안 본인의 얼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

인에게 비추어질 본인의 외양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유의한 지점이

다. 이는 오히려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각적 자극이 본인의 얼굴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얼굴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누구에게 얼굴을 노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얼굴이 노출되느냐, 노출되지 않느냐에 따라 본인의 얼굴을 노출함

에 있어 본인의 외양에 대한 의식이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외양에 대한 의식을 형성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따라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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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얼굴 관련 개인정보 노출에 관해 어떤 환경

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발언의 합리성 등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고려되지 않고, 오직 외양에 관련한 의식만이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

이다. 분석 결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우려나 인식에 관련된 공적 

자기 인식 1에서는 모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오직 외양에 관한 

의식인 공적 자기 인식 2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이는 비

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CMC와는 달리, 비디오 기반 커뮤니

케이션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큰 자극은 본인의 얼굴과 

타인의 얼굴이다. 텍스트 기반 CMC에 비해 시각적 자극이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지속적인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의식

은 얼굴이나 행동, 즉 외양적 단서에 집중되어 다른 부분(자신의 의

견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

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염려보다 외양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단

서에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다대다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외양에 관한 

공적 자기 인식은 집단 구성원들 간 지각된 유사점에 관한 집단 정

체성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외양에 관한 공적 자기 인식이 높

은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집단 구성원들 간 지각된 유

사점과 관련한 집단 정체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타인이 본인의 

외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 개인은 본

인을 포함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양에 관련한 공적 자기 인식은 정서적 교류나 유대

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

았다. 이 역시, 시각적 자극에 관련한 의식이 높았던 개인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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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자극에 기반한 집단 간 유사점을 높게 지각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제 2 절 논의 

 

CMC는 이미 대중에게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 

되었다. CMC는 대중에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커뮤니

케이션을 제공해주면서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는 등 면대면 상호작

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리된 집단 및 개인 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

하게 해 주었다(Lee, 2008). 그 중에서도,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

션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

케이션(CMC)의 한 방법이다(Miller et al., 2017).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로 인해 구직 상황

에서의 인터뷰(Susan, 2001)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협업, 

혹은 온라인상의 업무(Zixiu et al, 2009)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사용된 탓에 이미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보편화되었다. 이렇듯 CMC가 대

중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

라, 면대면이 아닌 CMC에서만 주어지는 CMC 고유의 특성들이 커

뮤니케이션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Lee,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텍스트 기반 CMC에서 주요하게 연구되

었던 SIDE 모델을 최근 폭증하고 있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연구로, 외양적 요소들에 관한 자기 인식, 즉 

타인이 자신의 외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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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집단 내 유사점을 강하게 지각한 

것을 보여주었다. 유사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본 연구는, 제한된 단서만이 남아 있는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 

정체성이 부각되었을 때 실제로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

하는 무수히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이는 간과된 채 

공유된 집단 정체성에 근거한 유사성이 과장된다는 선행 연구를 따

른다(Postmes, Spears, Lea, 1999; 이은주, 2008). 그러나 텍스트 기

반 커뮤니케이션에서 SIDE 모델을 다루었던 기존의 정보 노출의 차

이에 따라 집단 정체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

였기 때문에 SIDE이론이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도 그대로 적

용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시각적인 자극이 강

하게 제시되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외양적 요소

에 관한 공적 자기 인식이 집단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SIDE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 개인들은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도 내 

의견이 어떻게 지각될지 등의 인지적인 요소보다 타인에게 비춰질 

본인의 행동이나 외양 등 시각적인 요소들에 치중한 의식을 높게 

보였다. Walther의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이론에 따르면

(Walther, 1992) 사회적 맥락이나 단서가 제한된 CMC 환경에서 사

람들은 주어진 단서에만 집중하고 다른 요소들은 비교적 등한시하

게 되는데,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이를 적용했을 때, 개

인을 시각적 단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CMC는 그 특성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드러내고, 숨기고 싶은 부분은 숨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자기표현’을 용이하게 한다(Walth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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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택적 자기표현은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보다 쉽게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CMC에서는 대면 상황과는 달리 자신이 선택적으로 정보의 노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정보

가 아닌 단순 ‘자신의 얼굴’ 만을 노출하는 것은 자신이 정보를 능

동적으로 공개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노출’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노출이라고 자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한계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인 ‘위험 선택에 관한 딜레마적 상황’은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발언에 관련한 평가가 고려 

사항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회성 단기 과제였기 때문에 개인들로 하여금 추후 장기 프로젝트 

등을 염두에 두지 않게 했고, 그에 따라 개인으로 하여금 더욱 타인

에게 비춰질 단순 외양적 정보들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고려 사

항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시된다.  

또,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에 별다른 통제를 두지 않고 

무작위 배정을 했는데, 집단이 동성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나 이성으

로 이루어졌을 때의 조합에서 오는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조합을 통제 변인으로 두어 보다 다

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 수가 적고 실험 대상이 20-30대로 제한되어 있

어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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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수를 늘리고 실험 대상에 다양성을 두어 보다 많은 표본 수

를 확보한다면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노출대상이 

개인의 공적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화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차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넷째,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을 측정할 때,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검사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자기 인식과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는 검사지들의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도

치 않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어감의 차이 등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원본 설문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

뢰도 검사를 마친 설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념이나 

용어 상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마친 설문지를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노출 대상에 관련해 그 대

상을 타인과 본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특성상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나 청각 기반 

커뮤니케이션보다 시각적 자극이 강하게 자극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따른 집단 

정체성과 공적 자기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

어, 개인 정보의 노출을 구두로만 말하는 방식과, 그것을 시각적으

로 보여 주는 방식 등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SIDE 모델의 효과를 다대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접목시켜 정보 노출 대상에 따른 자기 인식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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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다대다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하고, 이는 곧 유사점에 관련한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매체·채널 간의 단순 비교를 넘어, CMC 의 어떤 

속성이 특정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Lee,  2004). 이처럼,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한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탐구하여 효율적인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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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험 선택에 관한 딜레마 과제 

 

 

 

 

 

 

 

 

 

 

 

 

 

 

 

 

반드시 X를 선택해야 한다 

X를 선택해야 한다 

X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Y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Y를 선택해야 한다 

반드시 Y를 선택해야 한다 

F 씨는 현재 대학 4학년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화학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X대학과 Y대학에 모두 합

격했는데, X 대학은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으로, X 대학의 학위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반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학위 지원자의 극

히 일부만이 실제로 학위를 받습니다. 반면 Y대학은 X대학에 

비해 화학에 대한 명성이 훨씬 떨어지지만, 진학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X대학에 상응하는 학위보다 훨씬 덜한 명성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이 때, 당신

이 F씨라면,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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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한다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한다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위험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위험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한다 

반드시 위험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한다 

D씨는 X대학교의 축구부 주장입니다. X 대학교는 전통적인 라

이벌인 Y 대학교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

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D씨의 팀인 X 대학이 점수에서 뒤쳐

져 있습니다. X 대학에게는 작전을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이 있습니다. 주장인 D씨는 효과가 거의 확실한 플레이로 동점 

스코어에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공하면 승리를 가져오겠

지만 실패하면 패배하게 될 더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을 시도하

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신이 D씨라면,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54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최소 10분의 1은 되어야 

스타트업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최소 10분의 3은 되어야 

스타트업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최소 10분의 5는 되어야 

스타트업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최소 10분의 7은 되어야 

스타트업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최소 10분의 9는 되어야 

스타트업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전기공학자 A씨는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상태로 5년 전 대학

을 졸업한 뒤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은 은퇴할 때까지 적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은퇴 이후에는 자유

연금을 받는 보장된 평생 직장입니다. 반면 은퇴 전까지 연봉이 

많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던 중, 컨벤션에 참석

하게 된 A씨는 미래가 불투명한 신생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많은 연

봉을 제안했고 만약 그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소유권에 대한 몫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했습니다. 이 때 당신이 A씨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면, 어떻

게 말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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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기 인식 측정 문항 

 

문항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현재, 나는 내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있

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나의 내부 감정들(속

마음)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가 어떻게 인식되

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보

일지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 주위에서 어떤 일

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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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려하

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현재, 나는 내 주변의 모든 대상

들을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

른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외모, 

말투, 억양 등)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팀

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아

무도 나에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느꼈다. R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나

의 외모를 의식하였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내

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식하였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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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

일까에 대해 신경을 썼다.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

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었

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

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느꼈

다. 

1 2 3 4 5 6 7 

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

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경쓰

지 않았다. R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에서 다른 참가자

들이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걱정했다.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에서 다른 참가자

들이 나에게 비우호적인 표현을 

하면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 중 내가 다른 참

가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 걱정이 들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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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상회의 중 다른 참가자

들이 나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1 2 3 4 5 6 7 

화상회의 중 나의 행동/ 발언에 

대한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다. R 

1 2 3 4 5 6 7 

화상회의 중 내가 다른 참가자

들에게 말을 할 때, 참가자들이 

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염려되었다. 

1 2 3 4 5 6 7 

화상회의 중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발언을 할 것 같아 걱정했

다.  

1 2 3 4 5 6 7 

화상회의 중 나는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 

염려되지 않았다. R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나

의 마음 속 일들에 대해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나 

자신이 내 기분의 변화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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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내 

자신이 내 안의 감정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내

가 나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내

가 내 자신을 알아내려 한다고 

느꼈다. 

1 2 3 4 5 6 7 

 

 

 

 

 

 

 

 

 

 

 

 

 

 

 



60 

[부록 3] 집단 정체성 측정 문항 

 

문항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나는 이 그룹과 유대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나는 이 그룹에 연대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나는 이 그룹과 함께 한다고 느낀

다 
1 2 3 4 5 6 7 

나는 이 태스크를 이 그룹과 함께 

해서 즐거웠다 
1 2 3 4 5 6 7 

나는 이 그룹이 자랑스럽다고 느

낀다 
1 2 3 4 5 6 7 

나는 내가 이 그룹이어서 즐겁다 1 2 3 4 5 6 7 

이 그룹과 태스크를 함께 하는 것

은 좋은 경험이었다 
1 2 3 4 5 6 7 

나는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6 7 

이 그룹과 함께 한 것은 내가 이 

(태스크에 대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2 3 4 5 6 7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통해 나는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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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이 그룹의 평균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나는 이 그룹의 평균과 비슷한 것 

같다 
1 2 3 4 5 6 7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공통점

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6 7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것 같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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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formation 

Exposure and Self-awareness 

on Group Identification in Video 

based Communication 

 

Sori Jo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demand for video-based communication has 

surged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 -19). However, 

video-based communication has not been researched on as 

intensively as text-based communication despite how differently 

it can affect the group member and communication itself. Because 

of that, we apply the SIDE model, a model that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existing text-based communication, to video-based 

communication. Using the SIDE model, a model that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limited social cue that arises from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on the group identifica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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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vestigates three research questions: 1)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dividual group identification based 

on the target of information exposure? 2)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dividual self-awareness based on the target of 

information exposure? and 3)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vidual group identification based on individual self-awareness? 

Since most of video communication system are able to control the 

target of information exposure, we measured group identification 

by running a 2X2 mixed experimental design combining the 

lack/exposure of individual's information toward oneself and 

others. In addition, we measured self-awareness through the 

same experimental design using on the ability to see the images 

of oneself and others during video-based communication.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we concluded that there was no direc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up identification based on 

the target of information exposure, bu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lf-awareness of personal appearance and the 

target of information exposure. We also concluded that individuals 

with high self awareness of personal appearance have a higher 

level of group identification based on group similarity.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on studying video-based communication by 

identifying factors of video-based communication and exploring 

their effects to see how these factors can be used to make video 

based communication more effective. 

 

Keywords : Video Communication, SIDE Model, Self Awareness, 

Group Identification  

Student Number : 2019-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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