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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포스팅 활동은 타인의 관심을 얻고 인정 욕구를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동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정보 개방성과 명품 콘텐츠의 대중적 확산은 

명품이 점차 특정 집단에서만 향유되는 제한된 소비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소비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명품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일상적인 이용으로 명품에 대한 관심과 탐색 행동 자체가 

청소년 생활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과시하는 경향은 타인의 관

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과 같은 인정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

로, 소셜 미디어에서 오가는 비언어적 소통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명품에 반영된 희소성이나 독자성, 

차별성과 같은 암묵적인 사회 기호는 청소년의 정체성 개발이나 개성과 

연결될 수 있고 특별한 소비재를 소유한 것에 대한 우월감이나 과시, 쾌

락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명품을 사용하는 준거 집단 내부에서

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단서로 기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인정 욕

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명품 구매 경험이 있고 이

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한 경험이 있는 국내 남녀 청소년 26명을 대상으

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

와 여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도출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해소

하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발현되고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인

정 욕구 간 관계를 논의하였으며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각도에서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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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사이에서는 희

소가치가 높은 한정판 명품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과 외모, 정체성 차별을 추구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명품의 

구매 경로가 온라인 채널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이 명품을 쉽게 구입하고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혜택이 구매 동기와 관련이 있었

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모방과 동조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과거와 달리 또래가 구매

하는 브랜드 동조보다 명품 구매를 위한 사전 지식이나 혜택 공유와 같

은 정보적 동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명품 브랜드에 관한 

경험재를 함께 소비하며 명품 구매의 쾌락적 동기가 더욱 강화되는 측면

이다. 청소년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명품 매장이나 관련 장소에 방문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기록하는 즐거움을 강조했으며, 명품 구매와는 

별개로 체험적 요소를 통해 쾌락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었다.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은 브랜드 

간 협업이나 한정판으로 제작된 개성있는 디자인, 신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며 일반적인 청소년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외모와 개성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품 구매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또래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저축, 중고 거래와 같은 독립된 의사 결정과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 욕구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또래 집단이나 소셜 미디어 내 불특정 

타인의 명품 소비에 동조함으로써 준거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얻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은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해시태

그 사용 전략, 부정적 피드백을 고려한 별도의 계정 운영, 분위기 연출

과 피드 차별화에 사용되는 명품 이미지, 그리고 정품 구매 능력이 반영

된 명품 구매 인증으로 구분되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주목이나 관심을 

얻고자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거나 계정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해

시태그를 사용했으며, 차별화된 피드 디자인을 위해 명품의 이미지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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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다.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여 명품 게시물의 수를 조절하거나 

부계정을 운영한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었다. 이외에도 게시물 편집 과정

에서 일정한 규칙을 갖고 명품 구매를 인증하고 있었으며, 정품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본인이 직접 구매한 명품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다소 의

무적인 포스팅 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충족되는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로부터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에 대한 

인정을 얻는 측면이다. 이는 본인의 스타일로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빠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또래로부터 얻는 인정 외에도 직접 제작한 명품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에

서 공신력 있는 정보나 유용한 콘텐츠가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때, 패

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얻게 되는 평판이 새로운 분야에서 달

성하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며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에서 일시적인 유명세를 얻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명품 포스팅 활동은 

또래나 불특정 타인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

과 교류하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참여자들은 또래가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피드백을 얻거나 인기를 누리며 본인의 영향력을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에게 명품 포스팅 활동은 가상 공간에서 명성

을 쌓고 본인의 영향력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제 활동으로 구매한 명품을 인증하거나 고급 취

향이 반영된 게시물은 청소년 사이에서 성인 사회로의 빠른 진입을 보여

주는 능력의 과시이며, 학업과는 별개로 명품 리셀이나 인플루언서, 명

품 감정과 같이 어른들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역할로서 얻는 

인정이 존재했다. 여기에는 비교적 일찍 성취한 부의 과시라는 측면이 

결합하여 또래와 비교했을 때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기 인정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최신 스타일과 유행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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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경로이며, 동시에 명품 포스

팅으로 대인 관계를 발전시켜 본인이 인정받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

하는 사회화의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일상적인 이용

과 결합한 청소년의 소비문화를 이들의 명품 구매와 포스팅 경험에 비추

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과거 청소년의 과시적 소비 성향을 또래 집

단이나 부모님, 전통 매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하였으며, 청소년의 명품에 대한 인식 형성과 모방, 구매, 구매 

후 포스팅 활동이라는 전 단계에 걸쳐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다각도에

서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정 욕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

리적 특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학업 활동이나 

교우 관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인정 욕구 이론을 이들의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에 적용하여 명품 

포스팅이 청소년의 인정 욕구를 여러 측면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에 청소년이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과 공간의 변화를 

학업 활동에서 명품 소비로, 교우 관계에서 인스타그램의 취향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는 함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명품 소비, 인정 욕구, 소비자 사회화, 소셜 미디어,  

포스팅 행동 

학  번 : 2019-3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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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세계적으로 30% 이상의 명품 산업을 젊은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고 2025년에는 소비자 중 45% 이상을 차지하는 Z세대가 명품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상된다(Kapferer & Michaut, 

2019). 더불어 한국 청소년의 명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 매출이 23%가량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2021년 상반기 기준 125억 달러 이상의 명품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그중 MZ(millennial and generation Z)세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품 구매 환경과 함께 성장하며 명품 시장의 주 

고객으로 주목받고 있다(Lee, 2021).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은 10명당 6명꼴로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2,0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은 2020년 예상되는 한 해의 가장 큰 지출로 ‘명품 

구매’를 꼽았다(유진선, 2020). 현재 최대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17~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60% 이상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명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김기범, 2020).  

청소년이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 활발한 소셜 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한 명품 콘텐츠 노출의 영향이 크며, 자기 만족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YOLO(you only live once) 라이프스타일의 추세가 

더해져 명품 선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COVID-19 팬데믹이 

더해져 사회적 고립과 어려운 학업 조건에 놓인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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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으로부터 쉽게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명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Jun et al., 2021). 과거 젊은 층의 명품 선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가계 수준이나 직업, 학력과 같은 지표에 기반하여 

명품 구매 행동과 의도를 예측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매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명품에 열광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또한 청소년에게 친근한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이들을 소비자로 포섭하고 있다.  

오늘날 명품 브랜드는 제품의 기능적, 실용적 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비의 ‘과정’, 그 속에서 브랜드의 ‘체험’, 이에 따른 ‘유희’ 증대와 같

은 보이지 않는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Pronay & Hetesi, 2016; 

Southgate, 2017). 기존에 명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험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직영 매장(DOS: directly operated store) 마케팅에 주력

하거나 오프라인의 독자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명품 브랜드는 IT 산업과 결합하여 소비의 디지털 경

험 기회를 증가시켰고, 이는 명품의 대중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이제 

명품 브랜드는 품질이나 디자인과 같이 물리적인 속성을 전면에 내세우

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럭셔리한 경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브랜드

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밀한 커뮤니케이

션 전략을 취하고 있다(Schembri et al., 2010).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

는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친근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나 

MZ세대가 열광하는 K-POP 스타를 브랜드 엠버서더(ambassador)로 

발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품을 쉽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나 중고 명품 거래소, 명품 랜탈 서비스, 메타버스(metaverse)에

서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의 간접 체험 전략으로 청소년 소비자가 주요

하게 이용하는 매체로의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  

명품은 소비 행동에서 지속해서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뛰

어나거나 훌륭한 물건을 말한다.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상품적인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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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성을 축적해온 브랜드의 고급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19세기 사회학자 베블런에 따르면 사치품에는 ‘사회적 지위 부

여’라는 상징성이 반영되며 개인의 금전력을 과시하고 낭비하려는 이면

의 의도가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라는 비합리적 소비 

행동을 촉발한다(Veblen, 1899). 경제학자인 Mason(1981) 역시 고가

의 제품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과시’하려

는 욕망이 명품 구매의 주된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한편 부르디외

(Bourdieu)는 개인의 취향과 소비가 사회 계급을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명품을 구매하는 심리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로 구분되는 계급, 소

속을 ‘구별 짓기(distinction)’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Bourdieu, 1979/2005). 특히 의복이나 여가 활동이라는 가시적인 소

비재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문화적 양식과 취향이 어우러져 상징적인 

정보가 되기에, 명품의 사회적 기호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 구성을 위

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Grace & Griffin, 2009).  

그러나 오늘날의 명품 소비는 부유층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향유되었던 

전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변동 아래에서 많은 의미를 파생

시키고 있다. 현대 소비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극에 달한 가운데 

소비자 취향은 점차 미분화되고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사 브랜드의 범람

과 풍부한 상품 정보로 제품의 선택 기준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 

결과, 독자적인 디자인과 희소가치라는 명품의 속성이 청소년의 개성과 

차별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의 소비문화는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과도기 과정에서 

집단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소비 패턴을 형성한다. 국내 청소년의 명

품 소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2000년대에 수행되었으며 청소년기의 

소비자 사회화 과정에서 명품에 대한 인식 형성은 주로 부모님의 소비 

가치관이나 가계 수준, TV 광고, 학교의 준거 집단과 같은 지역사회 구

성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명품 시장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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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또래 집단보다는 소

셜 미디어의 일상적인 이용과 명품 브랜드에 대한 반복적인 광고 노출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세계 

2위이며 10대부터 30대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조사된다(이영호, 2021).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서 10대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을 정보 습득부터 영상 시청, 제품 구매, 커뮤니케

이션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2019년 대비 15.3%의 수치로 가장 

급격한 이용자 수 증가율을 달성한 소셜 미디어이기도 하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20). 따라서 인스타그램의 주요 이용자

인 청소년은 명품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거

나 성인 이용자들이 생산한 명품 관련 게시물도 빈번하게 접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Z세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명품 구매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다(Eastman et al., 2018). 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강한 의복 동조성으

로 특정 명품 브랜드를 일률적으로 선호해 온 과거 청소년과는 달리 신

규 디자이너 제품의 ‘희소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며, 유행보다 디자인

을 고려한 소비, 혹은 개성을 중요시하여 개인의 취향에 기반하여 브랜

드를 선택한다(Cho et al., 2022). 이에 최근 청소년들 또한 명품을 이용

한 ‘부의 과시’보다 희소가치가 높은 명품을 소유한 사실을 인증하며 소

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얻거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식의 새로

운 명품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범용화와 명품을 체험하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전시하는 

행동은 일상의 기록이자 타인의 관심을 얻어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Bazarova & Choi, 2014; Nemoto & Fujimoto, 2019). 인정 

욕구란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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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청소년의 자기 노출이나 과시적 표현은 불특정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부의 피드백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과 인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McCrae et al., 2017). 특히 Z세대는 소셜 미디어에서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는다. 이들은 

셀피(selfie)나 소비재에 관한 이미지를 심미적으로 편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게시물에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각, 연출 능력을 

함축시켜 이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인정 욕구를 해소한다(배영달, 2021).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기로 

소셜 미디어를 본인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사용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추구하거나 외부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타인과 본인의 외모 및 

사회 비교가 빈번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Nesi & Prinstein, 2015).  

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소비 경험을 인증하는 행위가 

‘플렉스(Flex)를 하다’라는 놀이 문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플렉스 

행위에는 부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품부터 취미,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 자료가 동원된다(박주하 & 전재훈, 2021). 

더불어 브랜드의 여가 공간이나 체험 요소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경험재 전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명품 

소비와 표현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Bronner & Hoog, 2018).  

청소년 사이에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명품을 구매하고 이를 

게시물로 인증하는 플렉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명품 구매 후기부터 명품 착장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을 담은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이나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노출하며 사회적 승인을 얻는다(Duan & Dholakia, 

2017). 청소년 또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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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소비에 동참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얻고자 소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5).  

그러나 최근까지 명품 소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매력이 있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명품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명품의 사회적 

기호가 부의 과시나 지위의 반영이라는 당위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Ghosh & Varshney, 2013; Sahin & Nasir, 2021; Cho et al., 2022).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과시적 소비의 동기를 자기표현이나 또래 

동조(Kohan, 2014), 쾌락적 소비(Ardelet et al., 2015), 그리고 자기 

보상(Holmqvist et al., 2020)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는 인정 욕구가 청소년의 명품 구매와 

관련이 있음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청소년의 

명품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나 그 속에서 청소년이 명품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을 학문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인정 욕구의 관

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정 욕구가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

어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명품 구매로 인정 욕구

가 충족되는 과정을 명품 포스팅 활동 경험에 비추어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해 14~24세에 해당하는 국내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반구

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청소년의 명

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를 조사하여 명품 사용 과정에서 이들이 얻고

자 하는 타인의 인정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명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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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과 구매 후 명품 포스팅,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이르기까

지 인스타그램 활동 전반에 관한 구술 및 시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명품 

포스팅 활동과 타인의 반응을 얻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어떻

게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연구 문제1.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2.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경험에 기반하여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문제3.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어떻게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해  

충족되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가 소셜 미디어 포스팅 활동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본 연구

는 인스타그램을 명품에 관한 담론 형성이나 청소년의 인정 욕구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청소년의 명품 소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들의 명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거

시적으로 접근하거나 미디어의 단순 노출로 인한 구매 의도를 살펴본 정

량적 자료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

용자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재생산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기

에, 타인으로부터 얻는 반응이 일상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에 청소년의 명품 소비를 또래 동조 차원에서 명품 포스팅이라는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소비문화에 있어 소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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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영향력을 다각도에서 고찰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에 명품 구매 동기로 부의 과시나 계급의 구별 짓기라는 논

의가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Z세대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포스팅 활동에 

내재된 심리적 기제를 인정 욕구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와 차별된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의 학업 행동이나 성취 능력 고취

를 목적으로 타인의 피드백을 살펴본 데 그치고 있다. 인정을 얻는 대상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최근 청소년은 특정 소비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인정받고자 하는 타인의 범위 또한 가상 공간의 불

특정 타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Z세대는 명품 구매와 함께 브랜드 

전시나 이벤트 참여, 가상 체험, 오락 경험과 같이 비(非)물질적인 경험

을 함께 소비하는 집단이다. 이에 명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얻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집단에서 명품이 유행이자 이들의 의복 행동의 일부가 

된 현 상황을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근간하여 살펴보는 본 연구

는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에서 변화하는 청소년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공유되

는 패션 취향이나 유행 전반을 조사하고 명품 구매 동기를 살펴보므로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에서 청소년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의 명품 소비에는 본인만의 취향과 개성이 반

영되어 있으며, 이들은 명품뿐만 아니라 일반 패션 브랜드나 뷰티 제품 

탐색에도 적극적이며 외모 가꾸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연구

를 통해 궁극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 모색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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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에 반영된 인정 욕구

를 이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1절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인정 욕구 이론에 대한 접근으로, Z세대 

소비자와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오늘날 청소년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비자 사회화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의 명품 소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품의 사회적인 의미 변화와 소비자 범위가 확대된 

배경으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명품 소비가 반영된 소셜 미디어 문화의 흐름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인정 욕구가 충

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관

심 추구 행동의 일부인 명품 포스팅이 어떻게 청소년의 인정 욕구 충족

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제 1 절 청소년의 특성과 인정 욕구 

 

 

1. 청소년의 특성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미성숙한 자아 개념으로 또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청

소년은 타인의 외모 관리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유행을 추종하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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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기에, 청소년 집단은 소비자 연구에서 비

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라 여겨진다. 국내에서 청소년 연령은 법규와 선행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장 넓은 범위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

는 연령은 만 9~24세이다. 김지경 외(2015)는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초기 청소년기를 만 9~14세, 중기를 만 15~18세, 그

리고 후기 청소년기를 만 19~24세로 정의한다. 일부 소비자 연구에서

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기점으로 14~24세 사이의 연령을 청소년 소비

자로 특정한다(Youth policy, 2008; 김문태, 2021). 본 연구에서는 중학

교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14~24세 사이를 청소년 소비자로 보았다.  

청소년(adolescent)이라는 언어의 근원은 ‘adolescere’의 성숙한 사

람으로 성장되어 간다(to grow into maturity)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

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McLean, 2021). Marcia(1980)는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으로부

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의 

단계이다. 다음으로 정체성의 확립과 혼란 사이에서 자아의 다양한 역할 

실험이 이루어지는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 시기는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에는 정체성 확립 자체에 관심이 없고 본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를 혼동하는 무기력 상태의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마침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나름대로 확

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를 이루어 

낸다.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 단계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아 심리적, 인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정하성 & 

유진이, 2012), 자아 정체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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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1981)은 청소년이 불완전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자신의 신

체 변화와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보았다. Stuart(2008)는 청소년기에 높은 외모 의식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은 외모 관리를 위한 정보 전반에 관

심이 높아 개성 강한 의복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특성이 두드러진

다(김상진 외., 2019).  

소비자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소비 지향성이다(Pinto 

et al., 2017). 청소년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생애과정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에 참여한다. Belk(1988)는 청소년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반복적

인 행동으로 자아 정체성을 탐색한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Z세대는 물질

주의 가치관과 낙관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으며(김난도 외., 2020), 이

들을 자극하는 디지털 미디어와의 친숙성이 소비 지향적인 문화 형성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김문태, 2021). 청소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미디어로부터 소비를 통한 자기표현의 충동을 느끼고 당대의 사회 

분위기나 환경, 특수한 상황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이들만의 소비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정하성 & 유진이, 2012). 위와 같이 자아 정체

성이 불완전한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나 미디어, 사회 분위기와 같은 외

부의 자극을 받아 소비 습관을 형성하며, 이는 성인 이후 특정한 소비자 

유형으로 발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연령으로 구분되는 청소년 집

단의 생활 양식은 세대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부터 출

발하여 독특한 의식이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주로 구성원들 사이에

서만 공유되는 언어나 상징, 그리고 패션과 같이 집단의 신념을 표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스타일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이종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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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청소년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사용이 이들에

게 일상이 되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속에서 형성된 다양

한 디지털 콘텐츠가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 이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도 불리는 Z세대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의 적응력에 기반하여 문화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 자신을 표

현하는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Wijaya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청소년의 특성을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라이프스타일과 물질주의적 

성향, 또래 동조 문화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Z세대는 성장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접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출생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며 성장한 세대이

다. 더불어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를 살아가는 

독특한 환경에 놓인 집단이다.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24시간 노출되

어 있으며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술적 관점에서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스마트 폰과 함께 

진화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호명된

다(Cho, 2019). 과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음성과 텍스트에 기반하였다

면 오늘날 청소년에게는 언어를 대체하는 이미지와 영상의 활용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학습하는 데 익숙하며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습득한다(Bhatia, 2021). 따라서 디지털 매

체의 영향력은 각종 서비스 이용이나 정보 탐색, 여가, 게임, 쇼핑,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인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전

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Kesici & Tunc, 2018).  

특히 한국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친구 소식을 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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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를 탐색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등 소통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청

소년은 페이스북(Facebook)을 다소 낡은 미디어로 인식하며 주로 정보

를 습득하거나 이슈 관련 콘텐츠를 소비한다. 반면에 스냅챗(Snapchat)

은 가식 없는 직설적인 콘텐츠가 오가는 플랫폼으로 여기며, 인스타그램

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정체성, 가치, 브랜

드에 관한 경험을 사진과 글로 편집하여 모아 놓은 공간으로 간주한다

(Dorsey & Villa, 2020). 위와 같이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를 각자의 목

적에 맞게 이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가 높으며, 명품에 대한 

정보 습득부터 이를 주제로 한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소셜 미디어가 이

들의 주요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물질주의적 성향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성향은 소비에 대한 태도와 구매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질주의(materialism)란 소비를 통해 본인의 정서를 만

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지속해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재 혹은 소

유물에 애착을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Belk, 1984). 나아가 소유물을 끊

임없이 획득하려는 방식과 소비를 고려하는 관념 전반이 개인의 생활방

식을 통제한다. 이러한 소비 행동에는 개인이 소비 열병을 해소하며 얻

고자 하는 ‘성공한 이미지의 반영’이나 물질을 지속해서 축적하려는 ‘소

유 욕구’, 혹은 타인이 가진 물질적 재화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해소

하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있다(Richins & Dawson, 1992). 

최근 젊은 층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경제관이나 신념, 가치관과 같은 

자아 정체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Dorsey & Villa, 2020). 더불

어 본인의 외모를 특별하게 만들고자 특정 제품을 선택하거나 타인과 자

기 비교 과정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크게 반영된다(김혜선 외., 2013).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자기 과시적 성향은 남들과 차별되는 본인만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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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는데, 한국 청소년의 경우 특히 

높은 가격대나 해외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식의 자아도취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소비를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Belk, 1999; Gil et al., 2012; 

정하성 & 유진이, 2012). 

국내 패션 트렌드 조사 기업인 PFIN에서 실시한 국내 청소년 14,424

명 대상의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관심사 1순위인 진학·취업에 

뒤이어 2위에서 4위까지가 모두 패션과 뷰티(피부·미용), 몸매인 것으로 

집계된다. 나아가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70.3%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며 외모 관리를 위한 

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FIN, 2020). 

이처럼 Z세대는 소비재 중에서도 특히 패션 제품과 외모 관리 전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패션의 소비 방식과 이를 통한 가치관 표출이 자신

이 옹호하는 집단이나 사회적 대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 세대이다

(Dorsey & Villa, 2020). 이에 Z세대 청소년은 소비 행동을 통해 자신

의 정보 수집 능력이나 개성, 취향을 표현하고 여기에 본인만의 특별성

을 부여하며, 소비 행동을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부

로 여긴다고 해석할 수 있다(Francis & Hoefel, 2018).  

 

3) 또래 동조와 압력  

 

청소년기에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그들 만

의 청소년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또래 집단은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돕고 사회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래 집단 자체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란 청소년 개인이 특정 생각이나 행

동을 결정함에 있어 또래 집단의 암묵적인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또래의 행동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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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hbrook, 2000). 혹은 또래로부터 긍정 혹은 부정적인 특정 행위를 

함께 하도록 종용받는 느낌으로 정의된다(Barkin et al., 2002). 이에 또

래 집단은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화 대리자로 

볼 수 있으며, 소비 대상에 대한 인식 형성과 신념, 그리고 구매 행동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 et al., 2017). 

청소년은 새로운 상황이나 사회적 긴장감에서 오는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인 또래 

행동에 동조한다. 자아 개념에 미치는 준거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 또

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 반발심, 비합

리적 소비와 같은 문제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브랜드(the right brands)’가 문화별로 존재하고 

청소년은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명품 구매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이 집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한다(Gil et al., 2012). 이는 청

소년이 고가이거나 한정판 제품, 혹은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소비재를 소

유함으로써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부터 자아 개념이 고양

된다고 여기는 경향과도 관련된다(정하성 & 유진이, 2012). 이러한 경

향은 청소년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 명품 구매의 주된 이유를 또래 친구

들의 ‘인정’을 얻거나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김주현, 2020).  

한편 최근 청소년의 명품 소비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하는 사회 구

성원이나 유명인들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강한 유대를 맺으

며, 전문적인 집단과 깊은 관계 형성이나 친목 도모로 소속감을 얻고자 

그들과 유사한 소비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Jain, 2017).   

한국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으로부터 승인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이 강해 의복 동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신선미 & 위은하, 2014). 또

한 브랜드 정보에 대한 동조와 또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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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규범적 동조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전대근 & 김세

희, 2010). Islam and Singh(2020)의 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이 명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래 간 사회적 비교가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가 착용하는 패

션 스타일이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 강하게 동조하는 의복 

행동이 나타난다. 나아가 오늘날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관련해서는 또래

의 영향만큼이나 소셜 미디어 내에서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나 준거 

집단의 영향력 또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인정 욕구 

 

1) 인정 욕구의 개념  

 

인정 욕구(need for approval)란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

한다. 반대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반감(disapproval)은 피하려는 인

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Maslow, 1943; Martin, 1984). 인정 욕구

는 개인의 생활 언어나 대인 관계 행동에 숨은 의도, 혹은 내면의 심리

를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이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Rege 

& Telle, 2004; Gruenenfelder-Steiger et al., 2016; Wagner et al., 

2021).  

한편 소셜 미디어가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인정 욕구 

이론은 점차 온라인 이용 동기나 소셜 미디어에서 잠재된 자아실현의 과

정을 살펴보는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되는 추세이다(Cao et al., 2013). 

인정 욕구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본능적으로 필요한 심리 성향으

로, 생존에 동원되는 필수적인 욕구(need)와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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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필요한 욕구(desire)로 구분될 수 있다(이도열 & 곽기영, 2021). 

인정 욕구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가 주장한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로, 주로 식욕

이나 휴식, 육체적 안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이다. 이는 외부의 위험이나 

공포로부터 해방되려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로 해석되기도 한다(Maslow, 

1943; McLeod, 2018).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혹은 관계의 욕구(relationship 

needs)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여러 집단에 소속되거나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네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정 욕구 

충족을 통한 자아 존중의 단계(esteem needs)로, 소속된 구성원으로부

터 긍정적인 확인을 얻어 인정과 존경의 욕구를 해소하는 단계이다. 이

는 집단 내에서 특정 지위나 신분을 획득하고 본인이 관심의 대상이 되

기를 바라는 심리와 관련된다.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로, 본인의 잠재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Maslow, 

1943). 여기서 인정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일정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회적 욕구로 볼 수 있다.  

 

2) 인정 욕구의 충족 대상과 확인 

 

인정 욕구는 아동기에 본능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여 주로 밀접하게 

관계하는 부모님을 통해 해소되며,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또래나 부모님,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타인을 통해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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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Rudolph et al., 2006). Honneth(1992/2011)는 인정 이론의 

관점에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활동은 사회의 질서 유지

와 더불어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엄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을 타인에게 보여주려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Rudolph et al., 200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대인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절 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다. 이는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인정은 추구하는 반면에 비난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염려하는 심리 상태

를 말한다. 그 결과, 청소년은 외부의 거절과 관련된 자극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호감을 주려는 행동을 수반한

다. Downey and Feldman(1996)에 따르면 청소년의 거절 민감성이 높

을 경우 과민 반응이나 불안, 우울한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이 어릴수록 타인의 인정 여부가 자기 가치(self-worth)

를 판단하는 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Rudolph et al., 

2006). 여기에는 인정 욕구를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의 거절은 회피하고

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다(김민정 & 이동귀, 2008).  

인정 욕구는 가까운 가족 외에도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한 친분이나 우

정,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발현된다. 

여기서 인정에 대한 확인은 사랑과 권리, 연대와 같이 형식화될 수 있으

며(Honneth, 1992/2011),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수용, 표현 또한 

인정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Rege & Telle, 2004). 개

인은 타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개성, 그리고 자신의 특

수한 가치라는 구체적인 인정을 갈망하며(김정아, 2019), 이는 청소년이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불안정한 시기로, 또래 행동에 동조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형태로 외부의 인정을 얻는다(Mangllebur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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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따라서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주로 또래로부터의 인정(peer 

approval)을 통해 해소되며, 또래는 곧 사회적 준거 집단이므로 집단 내

부에서 ‘인기’와 ‘호감’의 정도에 따라 채워질 수 있다(Fend, 1998). 나

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여기서 얻는 타인의 인정은 개인의 감정 발달

을 돕고 상호성(reciprocity)을 고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부심을 느

끼게 하거나 본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아 존중감(self-esteem)

의 향상, 혹은 사회적 유능성(social-competence)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Rudolph et al., 2006; Gruenenfelder-Steiger et al., 2016). 

이에 타인의 인정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에 중요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lark and Steer(1996)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얻는 인정을 지

나치게 중요시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존

재와 가치를 지속해서 외부로부터 확인하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결

과적으로 청소년의 이상 행동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나 비

이상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Steers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높을수록 관계 지향적인 

상호작용의 중요도를 더욱 크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반감이나 거부,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더 높은 우울감이나 불안

을 느끼도록 한다. 

 

3) 자기 인정 추구 

 

인정 욕구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승인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려

는 심리 상태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을 고양하려는 욕구로 해석되기도 한다(Fend, 1998; 김나래 & 이

기학, 2016). 한편 매슬로우는 인정 욕구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요한 객체로 다루는 ‘타인’으로부터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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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정이다. 주로 존경(respect)이나 지위(status), 명성(reputation), 

위신(prestige)과 같이 사회적 평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

다(McLeod, 2018). 반면에 후자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정’으로, 자

아 존엄성(dignity)에 대한 자기 존중이나 성취감(achievement), 숙련

(mastery), 독립(independence)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Wei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인정 욕구를 타인 인정 추구

(validation from others)와 자기 인정 추구(validation from self)인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전자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받고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욕구이다. 이

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good person)’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Chiba et al., 2009). 이와는 다소 반대되는 개념인 

자기 인정 추구는 본인의 내면으로부터 자기 인정을 추구하고 자아 개념

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강화(self-reinforcement)로 

해석된다(Wei et al., 2005). 자기 강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설정

한 목표나 발전을 이루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기 인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주체성과 행동

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의 영향을 

작게 받는 일종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비자 사회화 
 

 

1. 명품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명품의 정의 

   

명품(luxury, 名品)의 어원은 라틴어의 ‘luxus’와 ‘luxuria’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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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혹은 작품을 말한다(Salehzadeh & Pool, 

2017). 명품은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소유 행위가 개인의 정서 

충족에 기여하며, 다수가 ‘갖고자 열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대표적인 

기호품이다(Angshuman & Sanjeev, 2013). 명품은 그 희소가치로 인해 

비범하거나(extraordinariness), 고품질(high quality), 품격(prestige), 

장인 정신(craftmanship), 높은 가격(high price)과 같은 속성으로 구성

된 소비재이다(Kapferer, 2012). 기존에 명품은 음식이나 옷, 예술품과 

같이 생활품을 중심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상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

로 사용되었다(Walters & Carr, 2019).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명품의 

의미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지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그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명품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제품이 지닌 속성보다는 명품을 생산

하는 고가의 브랜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명품 브랜드란 생산자 

관점에서 정의되는 용어로, 샤넬(Chanel)이나 루이비통(Louis Vuitton), 

프라다(Prada)와 같이 글로벌 수준에서 독자적인 스타일과 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하며, 정교하게 제작되어 브랜드화된 제품을 말한다(Ko et 

al., 2016; Kauppinen-Raisanen et al., 2019). 여기에는 여러 신생 브

랜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명품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명품의 정의가 확장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사

회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명품에 반영된 계급의 상징성은 브랜드 정

체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소비자가 지향하는 자아 이미지에 

반영되어 명품의 효용 가치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명

품 소비는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아 정체

성을 상품으로 시각화하는 ‘창의적 활동’ 측면이 강조된다(Escalas & 

Bettman, 2005).  

 

 



 

22 

 

2) 명품의 상징성 

 

1950년대에 처음으로 소비재의 상징적 측면을 개념화한 Levy(1981)

는 상징적 소비를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에 기반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내

리기보다는 제품에 담겨있는 사회적, 주관적, 정서적 의미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로 정의하였다. Assael(1992)은 개인의 내적 욕망이나 환

상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제품 구매 동기가 되는 현상을 소비의 상징성이

라 여겼다. Blumberg(1974)는 현대 산업사회 이후 소비재의 상징성이 

‘지위의 상징’으로 이용되던 효용가치가 상실되고 개인의 정체성이나 문

화적 취향, 안목, 취미와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가 지위의 상징성을 대체

할 것으로 보았다.  

특정 제품을 소유하는 행위에는 소유자 혹은 타인에게 심오한 상징적 

의미가 내포될 수 있으며, 제품의 상징성은 자신의 정체성 표현과 더불

어 타인을 인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 이유는 소비 행동의 이면에는 사

회적 지위와 신분, 성격, 지위, 계층, 연령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담

겨있기 때문이다(Kaiser, 1994).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오랜 기간에 걸

쳐 소비의 사회(consuming society)에서 타인을 파악하는 단서 역할을 

하며 문화 형성에도 기여해왔다(Baudrillard, 1970/1992). 따라서, 개인

이 선택하는 소비재에 근간하여 소비자의 행동 기제와 심리를 추론하는 

연구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보편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Solomon, 1983).  

종합해보면, 명품의 구매 동기 이면에 존재하는 상징성은 시대적인 배

경과 소비자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 맞게 새로운 해석 과정을 거칠 필

요가 있다. Ghosh and Varshney(2013)를 포함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명품의 상징성을 크게 ‘자기표현’과 ‘과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쾌락’

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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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을 이용한 자기표현  

첫 번째로 명품의 상징성에는 명품의 이미지를 본인에게 투영하여 자

기표현이나 정체성 구축, 개성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아의 확장(possessions as 

extended self) 과정에서 소비란 자아 이미지를 반영하는 행위로 해석

된다(Belk, 1988). 벨크는 상징적 소비 행동을 과시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의 ‘구별’과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Livingstone 

and Lunt(1992) 또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행위에는 자신을 사회에 드

러내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Ball and Tasaki(1992)는 

특정 물건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확장된다고 여겼는

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관, 신념, 취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단서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Kaiser, 1994). 반

면에 착용자가 아닌 관찰자 입장에서 패션으로 가시화되는 상대방의 스

타일은 전반적인 첫인상과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패션은 자아의 

외적 표현임과 동시에 물성을 활용한 전인격(全人格)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자기표현 과정에서 본인만의 독특성을 추구하는 내적 충동은 

명품의 구매 동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Cho et al., 2022), 특히 청소

년은 본인만의 차별성과 자아 효능감 달성, 그리고 자아표현과 같은 내

적 동기를 해소하고자 명품을 구매한다고 알려져 있다(Kohan, 2014). 

 

(2) 명품을 이용한 과시 

다음으로 명품의 속성에 암묵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이

를 활용한 부의 과시가 명품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Ghosh and 

Varshney(2013)는 명품과 과시의 동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

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명품은 다수가 소유할 수 없고 그 자체가 희

소성 있는 소비재인 만큼, 명품의 ‘독자성(exclusivity)’이라는 속성이 

자기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명품이 타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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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거나 정의(seen or identified by others)’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

품 소비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lomon(1983)도 명품의 사회적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인상관리나 욕구 충족의 측면이고, 나머지는 명품이 타인

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블런(Veblen, 1899)은 명품 소비를 부를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채움으

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는 잉

여 자본을 고가의 제품을 획득하는 데 낭비하면서 본인의 여가 수준을 

보여줄 수 있기에, 비생산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과시적인 표현이 되

는 것이다(Ghosh & Varshney, 2013). 따라서 명품 소비에는 자신의 부

를 과시하려는 브랜드 신호(brand-signal)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Sahin & Nasir, 2021).  

Giovannini et al.(2015)는 부의 과시라는 동기가 명품에 대한 열망을 

이끈다고 보았으며, 명품은 그 자체로 고품질이며 독자적인 차별성, 높

은 가격대, 사회적인 가시성을 가진 재화인 만큼 사용자가 위신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고 보았다. 최선형(2001)도 명품 자체의 속성이 명품을 

소유하려는 심리를 자극하여 준거 집단에서 ‘우월감을 획득’하거나 부를 

‘전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자기 과

시 심리를 광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그 예로 명품은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을 인상해 희소가치를 높이고 가

격이 올라갈수록 소비자의 과시적 동기는 자극을 받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를 들 수 있다(Eastman et al., 2018). 

이처럼 집단의 동조 소비로 극대화되는 베블런 효과는 부의 과시를 통한 

사회적 승인이나 준거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려는 Z세대의 명품 구매 

동기로 논의되기도 한다(Tsai et al., 2013; Cho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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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품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는 명품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물(상품)과의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 

문화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영역에 속해있다(Sahlins, 1976). 여기서 명

품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갖는 상징성은 소비 대상이 국가나 문화, 사회, 혹은 집단 내부

에서 공유되는 유행체계나 광고의 영향을 흡수한 것으로(McCracken, 

1988), 여기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광고는 상품에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지속해서 부여하는 상품의 ‘의미 전달자(communicator)’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Jhally, 1990). 

따라서 소비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속한 집단에서 향유되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대상과 상징은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을 통해 시대별, 문화별, 집단별로 새롭게 재생산될 

수 있다(Assael, 1992). 덧붙여 소비가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

라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소비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 소산물

로 여기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품의 상징성을 새롭게 논의한다

(Veblen, 1899; Baudrillard, 1970/1992). George H(1934)는 개인이 

사회에서 한 명의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돕

는 부모님, 친구,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화 대리자(socialization agents)

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에 

동원되는 필요 지식이나 규범, 가치관을 습득하고 사회에서 상징성을 갖

는 대상의 의미 체계를 학습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Moschis & 

Churchill, 1978). 따라서 개인의 명품 소비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을 지향하는 동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며, 소비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

거나 사회적으로 승인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Elliott & Wattanasuw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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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품을 이용한 쾌락 충족   

마지막으로 명품의 품질이나 기능보다 대상을 소비하며 얻게 되는 감

각적 체험이나 즐거움, 재미와 같은 쾌락적 동기가 명품의 상징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는 명품을 사용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일시적

인 기분전환이나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만족감을 소비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Mano & Oliver, 1993). 쾌락적 소비는 대상의 상징적 

의미와 쾌락적 반응, 소비 과정에서 심미적 영역을 인식하는 주관적 감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Hirschman & Holbrook, 1982). 이에 명품 구매

의 주된 동기가 명품의 소유와 더불어 구매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거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식의 심리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명품은 특별한 자기 선물(self-gifting)이 될 수 

있으며, 명품 구매를 위한 여정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스트레스 해

소와 같은 정서 환기에 도움이 된다(Holmqvist et al., 2020). 이는 명품

의 월등한 품질과 디자인 특징이 개인의 취향이나 세련된 패션 코드, 기

쁨, 행복, 독창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Belk, 1999).  

한편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의 댓글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제품 평가, 브랜드를 추종하는 소비자와의 관

계 형성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명품을 소비하는 집단 내부에

서는 유희적 상호작용으로 재미나 오락, 즐거움을 얻고 명품에 대한 관

여도를 높이거나 명품을 지속해서 구매하는 식이다(Martin-Consuegra 

et al., 2019). 위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에서 명품은 이를 구매하고 사용

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분위기와 정서가 강조되며, 개인의 정서 충족을 

위한 상징적인 언어가 되었다(Baudrillard, 1970/1992). 일찍이 대중은 

물질을 획득하는 것 보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을 연출하려는 제품의 문화

적 측면을 더욱 중시했으며, 궁극적으로 명품이라는 소비재를 통해 정서 

충족이나 만족감, 자기실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박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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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명품 소비 

 

1) 명품의 사회적 의미 변화 

 

명품은 당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문화별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의미

와 가치를 부여해 왔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명품은 사치품으로 통용되

었으며 소비문화를 해석하는 틀의 관점에서도 명품을 향유하는 능력은 

사회 계급이나 부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헤게모니(hegemony)에 근거하

여 발전해 왔다. 따라서 부르디외(Bourdieu, 1979/2005)에게 명품은 

자아 정체성의 표현이면서 개인이 속한 계급을 구별하는 수단이다. 보드

리야르(Baudrillard, 1970/1992)에게는 명품 소비가 아닌 명품에 담긴 

‘기호의 소비’에 가까우며, 베블런에게는 상류층의 여유로운 생활 양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낭비 문화로(Veblen, 1899), 자기 과시

를 목적으로 삼는 소수 집단이 사치품에 열광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베블런은 그의 저서「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에서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흥 부유 세력이 자신의 사회

적 지위를 높이고자 귀족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는 행동을 과시적 소비라 

칭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재화의 가치를 물리적 속성에 국한하지 않고 

재화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와 지위를 계급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에 주로 논의된 과시적 표현은 비생산적인 활동 중에서도 

세련된 취미를 갖거나 여가 활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Dunlap, 2010). 종합해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생산성이 전반

적으로 향상된 산업화 시기 이전에는 귀족과 소수 부유층이 절대적인 소

비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기에 ‘계급과 구조’라는 사회 체계가 대중의 명

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명품의 의미 변화는 고도화된 소

비사회 아래에서 요약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준거 집단을 주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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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서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는 과정에 자아 이미지를 투영하며, 이

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는 자기 지향적인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 또한 명품의 실질적인 효용성보다 재화의 획득과 사

용 과정에서 얻는 ‘감정’과 같은 추상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험 사회

(experience society)’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Trentmann, 2017), 

2000년대에 들어서는 명품 소비를 통한 자기 계발이나 내면의 심리적 

욕구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postmordenism)이후라는 시대성의 반영과 

다문화 현상,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명품의 의미는 점차 ‘뉴 럭셔리(new luxury)’로 변화하고 있

다(Belk, 2013). 뉴 럭셔리는 기존과 달리 명품의 합리성이나 명품의 대

중 산업화를 반영한 용어로, 과거와 달리 사회 계급과 명품의 상징성이 

어느 정도 분리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Silverstein(2003)은 

뉴 럭셔리를 수준 높은 품질은 유지하되 강한 취향이 반영되어 ‘비싸지 

않게 획득할 수 있는 제품과 경험’으로 정의한다. L’ Oreal.(2017)은 명

품의 전통적인 가치인 헤리티지(heritage)와 수공예 측면이 디지털 공간

에 집중된 표현 전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친숙한 뉴 럭셔

리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유행인 ‘Luxury-lite’라고 불리는 명품 소비 문

화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명품(affordable luxury)’이나 ‘소소한(smaller) 

재화’, 다소 ‘저렴하게(lower price)’ 인식되는 명품을 구매하며 일상에

서 작은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여기에는 자기 만족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소비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Wang & Qiao, 2020).  

이처럼 이제 명품 브랜드는 점차 소비자 범위를 넓혀 대중적이고 포용

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존에 희소성과 배타성을 추구해 온 

명품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진입이나 대량 생산, 사업 분야 확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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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파괴는 명품의 대중화로 이어져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젊은 층의 명품 소비는 ‘부의 과시’라는 상징성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자기표현’이나 ‘개성’, ‘취향’의 동기로 명품

을 구매하는 개인적 의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문화 

 

최근 Z세대는 제품의 심미성과 더불어 브랜드 경험으로부터 얻는 재

미와 오락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한다(Southgate, 2017). 이에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은 브랜드의 자본주의에 근간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기

업이 조작적으로 생산하는 문화 산업의 구조 속에서 명품 소비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전략은 명품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노출로 인한 명품

에 대한 관심과 탐색 행동 자체가 청소년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Islam 

& Singh, 2020). Z세대는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가 자신에게 친구처럼 

반응하기를 원하며 명품 브랜드와는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소유만

큼이나 브랜드와 연결된 의미 있는 경험을 선호한다(Chandon et al., 

2017). 더불어 셀피를 위한 특별한 장소나 여가 문화를 탐색하는 활동

이 Z세대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

과,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소비 경험이나 주장, 행동을 증명하

기 위해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인증 활동이 청소년의 주요한 소통 방

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김태윤 & 김상규, 2020).   

Z세대 청소년 소비자의 소셜 미디어 활용법을 살펴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후 이를 인스타그램 스토

리나 피드, 트위터에 인증하는 형태로 구매 후기를 공유한다(20slab, 

2020). 소셜 미디어에 소비와 관련된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활동은 본인

이 구매한 제품이나 취향을 주제로 타인의 주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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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Duan 

& Dholakia, 2017). 그리고 이러한 행동 양식은 소셜 미디어에서 고가

의 명품이나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게시물로 인증하는 ‘플렉스’라는 

소비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박주하 & 전재훈, 2021). 플렉스는 자신의 

특별한 소비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전시하는 활동 전반을 지칭한다. 청

소년들 또한 소비와 관련된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활동을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전략이라 여긴다(Kim et al., 2016).  

한편 맥킨지(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부터 호텔, 리조트, 

음식, 레스토랑 등 전 분야에 걸쳐 ‘럭셔리한 경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품 브랜드에 관한 경험 또한 물질의 소유나 부의 과시라는 맥락

보다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래머블한 순간(Instagrammable moments)’

을 기록하고 타인의 반응을 얻는 것이 개인에게 큰 행복감을 준다고 알

려져 있다(Francis & Hoefel, 2018; Michaelidou et al., 2021). 소셜 미

디어 이용자의 게시물 변화를 약 1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대 초반에는 물질적인 재화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동원되었지만 

2011년 이후에는 여행이나 성취, 특별한 경험, 취미 활동과 같이 전시

의 대상이 점차 비물질적으로 변하고 있다(Bronner & Hoog, 2018).  

나아가 플렉스 문화의 영향으로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는 청소년이 명

품을 쇼핑하고 이를 소개하는 언박싱(unboxing)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Jun et al., 2021). 

예를 들어 청소년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착용한 명품 브랜드 명을 맞추는 

‘룩개팅(룩과 소개팅의 합성어)’ 콘텐츠가 유행이다. 이는 상대방의 차림

새로 이상형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조회수 52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명품 착용이 청소년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하수정, 2021). 

젊은 층의 플렉스라는 소비문화는 패션 마케팅과 대중문화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럭셔리한 취향을 소셜 미디어에 전시할 수 있

는 명품 브랜드의 경험재가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정판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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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명품으로 일부 소비자에게만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드롭(drop)이나 

추첨식 복권과 유사한 래플(raffle) 마케팅에 청소년이 열광하는 사례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만 형성된 소비문화라고 볼 수 있다(Kang, 2021). 

이외에도 명품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사 디자인을 전유하거

나 모방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며 명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친숙

함을 극대화한다(Skjulstad, 2020).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 축적된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와 의도적인 부조화, 패러디, 유머 코드는 Z세대

의 오락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고광열, 2021). 그 결과, 브랜드에 관

한 유희적 콘텐츠의 전염은 집단주의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차원의 밈

(Meme)과 같은 파급력이 생기며 이는 브랜드의 친숙성을 높인다. 

이처럼 젊은 층이 주목하는 소비재는 이제 물질적인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경험 이미지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의 사

회로 진입하고 있다. 명품이라는 재화 또한 소유 그 자체보다 명품과 관

련된 럭셔리한 경험과 이를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소셜 미디어 활동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Nicolao et al., 2009). 이에 소셜 미디어에서 본인

의 소비 경험을 인증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높은 외모 관심과 소비 지향

적인 성향이 결합하여 플렉스 문화로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 

 

소비자 사회화(consumer socialization)란 청소년기를 거쳐 독립적인 

성인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 주변의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을 거치는 사

회학습과정을 말하며, 소비를 위한 적절한 기능이나 지식, 태도를 습득

하는 과정을 말한다(Ward, 1974). 청소년이 특정한 소비 행동을 학습하

는 과정에는 소비자 사회화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이 크며, 대리인으로는 

부모님과 또래 집단, 학교, 그리고 미디어가 대표적이다. 학습자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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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회화 대리인의 행동을 모방(modeling)하고 이후 과거의 소비 경험

에 비추어 특정한 소비 행동을 반복하고 강화(reinforcement)한다. 그

리고 마침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과정을 거쳐 

본인만의 소비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Moschis & Churchill, 1978).  

특히 청소년 소비자에게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건설적인 

소비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대리인이다(Moschis & Moore, 

1984). 허정경(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명

품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며,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명품에 대

한 허용적 태도가 높아 명품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고 보았다. 한성희와 

강이주(2009)도 청소년의 과시적 소비는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학력 수

준에 따른 소비 습관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수입 제품 선호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Gil et al.(2017)은 청소년 집단에서 명품 유행이 개인에게 또래 압력

으로 작용하여 소비 행동을 모방하게 만든다고 본다. Kim and 

Lee(2016)는 청소년 사이에서 명품의 가격에 준하는 고가의 아웃도어

가 유행하게 된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청소년이 

고가의 아웃도어를 구매하는 배경에는 미디어와 또래 집단, 부모님의 영

향이 주요했으며, 구매 동기 이면에는 또래 사이에서 의복으로 구별되는 

암묵적인 ‘계급’이 존재하고 이에 동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명품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소셜 미

디어가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로 명품 브랜드의 정보를 습득하거나 제품을 쉽

게 비교할 수 있게 된 편의성은 소비자의 명품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Abzari et al., 2014),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 브랜드에 관한 

커뮤니티 이용과 광고 노출 또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구매 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19).  

위와 같은 결과는 더욱 넓은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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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변화에 있어 필수적으로 미디어가 매개하는 미디어화 현상을 단

편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미디어화(mediatization)는 미디어가 공

적 공간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투하여 자아 정체성 형성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Livingstone, 2009). 

Couldry(2004)에 따르면 미디어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의 

장이며, 미디어 속에서도 사회적 구별 짓기나 위계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미시적으로는 미디어화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주

도하고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거시적으로는 미디어가 현실과 대인 관계 

자체를 재구성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Shakargy, 2021). 

Rocamora(2017)는 특히 패션 산업 분야에서 생산과 소비, 배분, 확산, 

그리고 패셔너블한 자아(fashionable self)의 표현에 있어 소셜 미디어

를 통한 미디어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았다. 

개방적인 디지털 마켓 환경과 글로벌화된 패션 시장의 도래로 젊은 층

은 패션 산업에서 더욱 막대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

다(Lanvin & Evans, 2015).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시각적인 요

소를 가장 중요시하며 브랜드나 기업이 관리하는 게시물을 접한 후 제품 

구매에 영향을 받는 등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소비하

고 이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하는 집단이다(Park & Chun, 2020). 이에 

오해섭과 문호영(2020)은 한국 청소년이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

에 관한 태도나 지식, 방법을 습득하는 소비자 사회화를 경험한다고 보

았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희소성과 독특성이 강조되는 패션 스타일

을 대거 탐색할 수 있고 준거 집단과의 소통 기능이 청소년이 인스타그

램 활동에 열광하도록 만든다. 이에 Z세대는 인스타그램에서 취향 탐색

의 편의성과 준거 집단과의 소통 기능, 유명인에 대한 모방 욕구의 영향

으로 소비자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채희주 & 이진숙, 2020).  

한편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셜 미디어에서 포스팅 활동이나 리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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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 경험 공유와 같은 이용자들 간 여러 상호작용을 탐색하기보다는 

정보 이용이나 광고에 대한 인식과 같은 콘텐츠 노출과 이로 인한 영향 

측면을 제한적으로 다룬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소

셜 미디어 활동으로 명품 소비라는 모방 욕구의 자극을 받아 명품에 대

한 긍정적인 조망을 형성하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

치는 과정에서 소비자 사회화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제 3 절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인정 욕구 

 

 

1. 인스타그램의 특성    

 

소셜 미디어는 2004년 크리스 시플리(Chris Shipley)가 사회관계망이

자 참여 미디어라는 의미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Chen et al., 2018). 다중 매체 시대의 도래

로 소셜 미디어의 대중적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인 간 가상의 네트

워크 활동은 다양한 생활 양식과 문화를 창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개인의 프로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적(私的) 공간임과 동시에 TV 

정보나 뉴스, 인쇄물, 구전 등 재매개된 정보가 공유되는 공적(公的) 공

간이 공존하는 특수한 가상의 커뮤니티이다(Dijck & Poell, 2013).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텍스트나 사운드, 이미지, 영상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 미디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핵심 동력은 사람들 간 표현과 

공유, 관계, 소통과 같은 이용자들 간의 연결성이며, 이는 점차 넓은 지

역 구성원의 차원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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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시각 자료를 업로드하고 댓글이나 메시지 교환, 이미지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타인과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이다(Djafarova & 

Trofimenko, 2019). 인스타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제작할 때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텍스트를 입력하

는 면적은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송현정 & 이상선, 2014). 인스타그램

의 주된 이미지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연상하게 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사

진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동영상 업로드나 숏 폼(short 

form) 제작, 24시간만 유지되는 스토리 기능, 이미지 보정 및 편집 기능, 

해시태그(Hashtag)생성 및 검색, 친구 맺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김선아 & 송지성, 2015).  

최근 인스타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소셜 미디어 공

간에서 유명한 인물을 지칭하는 ‘인스타 페이머스(Insta-famous)’라는 

용어가 탄생했으며,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 분야 없이도 많은 인기를 누

릴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Djafarova & Trofimenko, 

2019). 이는 인스타그램에서의 명성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회 활동은 타인의 인정을 얻거나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Chiang & Suen, 201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환경을 이해하

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논의한 Livingstone(2009)과 Boyd and 

Ellision(2007), Zheng and Zheng(2014)과 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참여와 상호작용성,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개방성과 

담론 형성, 정보의 조작성과 가시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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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와 상호작용성  

 

첫 번째 인스타그램의 특성은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participation)와 

상호작용성(connectedness)이다. 벨크는 소유물에 대한 표현과 이를 

통한 자아의 확장(extended self)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Belk, 2013). 벨크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넓은 범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Durkheim(1995)도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동일한 분위기에 공감하고 몰입하면서 이를 오락적으로 소비할 때 가상 

집단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았다. 오늘날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의 기록에 관한 콘텐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주제이다(강한나 & 김보름, 2016).   

소셜 미디어에 본인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전시하는 행위는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활동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재정의하거나 정체성의 영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Castells, 

2009). Rich(2008)는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이 관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결속의 촉진제(a catalyst for cohesion)’라 칭했고, 소셜 미디어라는 

가상 공간에서 공유되는 은어나 양식, 상징적인 표식을 통해 상호작용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참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은 관심사나 키워드 검색이 수월하고 여기에 인물 추천 

기능이 더해져 새로운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대표 미디어이다(장성준, 

2016). 나아가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호감 반응을 의미하는 ‘좋아요’ 

버튼의 수나 피드백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응답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 구매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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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자발적인 제품 평가나 타인의 댓글, 

‘좋아요’ 버튼, 정보 공유와 같은 상호작용은 브랜드 관여도를 더욱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Martin-Consuegra et al., 2019). 

 

2) 개방성과 담론 형성  

 

두 번째로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

방성(openness)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형성되는 

담론(conversation)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파급

력을 갖게된다(Zheng & Zheng, 2014). 최근 인스타그램은 명품 브랜드

가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주요 전략 채널로 사용되며, 브랜드는 자사

의 계정에 스토리텔링이나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지속해서 관리하며 명성을 쌓고 있다.  

한편 10대의 소셜 미디어 관계망을 살펴보면, 이들의 오프라인 네트

워크 관계망은 대략 125개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반면에 온라인 네트

워크는 대략 300개 이상의 관계가 형성된다(Hill & Dunbar, 2003). 소

셜 미디어에서는 브랜드 정보를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기에, 

브랜드 정보의 양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도 담론이 확산되는 규모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Sashi, 2012). 소셜 미디어에서 인맥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담론은 개념이나 아이디어, 문화를 아우르며 이는 콘텐츠 공유라

는 집단행동을 거치며 확산된다. 김상배와 황주성(2014)은 특히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시공간의 제약으로 어려웠던 ‘공감’이라는 

집단행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위와 같이 소셜 미디어의 감성적인 콘텐츠는 집단 감성을 더욱 쉽고 

빠르게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청소년 집단에서 상호 소통의 밀도

를 높이거나 집단만이 공유하는 문화 양식 발달에 기여한다. Nguyen 

Steers et al.(2014)는 Z세대 청소년들만의 소통 방식을 제로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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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zero-communication)이라 칭하면서, 이들이 시각적으로 함축된 

자료 하나에 복합적인 상황 설명과 감정, 맥락을 반영한다는 중요한 특

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 참여와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 또한 높기에, Fromm and Read(2018)는 이들을 경험 

수집가라 칭하며 ‘자신의 가장 멋있는 버전’만을 인스타그램에 노출하는 

집단이자 경험 조각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인기와 명성을 유지한다

고 보았다.  

 

3) 정보의 조작성과 가시성  

 

세 번째로 소셜 미디어에서는 여러 편집 기능으로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조작성과 가시성(editability and visibility)의 특성이 강조된다

(Treem & Leonardi, 2013). 이용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본

인에 관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정교하게 다듬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라이프스타일과 특별한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때는 본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전시하려는 의

도가 반영되어 있다(Michaelidou et al., 2021). Wachenfeldt(2021)는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양한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을 명품의 스토

리텔링을 위한 물질적인 몸(material bodies)으로 만든다고 보았으며, 

이는 명품 브랜드의 콘텐츠가 더욱 매력적인 자기 연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개인과 타인, 그리고 브랜드 간 유희적 상호작용을 촉

진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구성하

기 유리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프로필을 정교하게 다듬어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경우,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자아 연출이 가능하다. 개인은 소

셜 미디어 활동으로 평소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어 온 타인들로부터 자

신에 대한 평가를 흡수하고, 흩어져 있는 온라인상의 ‘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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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수집하고 가용함으로써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아를 

만든다(Turkle, 2005). Livingstone(2009)은 특히 청소년이 스타일화 

된 그래픽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정을 심미적으로 구성하는 일에 적극적

인 집단으로 보았으며, Parry and Battista(2019)는 이들이 시각 자료를 

동원하여 자신과 관계한 인물이나 패션 브랜드와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시각적인 자기 연출에 최적화된 소셜 미디어는 점차 

이용자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나 소비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특

수성을 띠게 되었다(Sheldon & Bryant, 2016).  

 

 

2.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정 욕구 충족 

 

1) 소셜 미디어에서 관심 추구 행동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버튼이나 댓글에 기반한 사람들의 관심 추구 

행동을 촉발하였고 이용자들이 점차 긍정적인 피드백과 관심을 얻는 활

동에 몰두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

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를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관종

(관심종자(關心從者)의 줄임말)’이라는 용어가 소셜 미디어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전홍진, 2017).  

개인의 인정 욕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관심 추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Sung et al., 2016). 소셜 미디어에서 관심 추구 행동(attention 

seeking behavior)은 자신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이로부터 타인의 긍정

적인 반응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용자는 게시물을 올리고 

타인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Hao et al., 2021).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외부의 관심으로 자아를 고양하거나 

자기 인정을 재확인하고자 타인의 인정을 갈망한다(Hawk et al., 2019). 



 

40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 특정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동은 타인의 긍정적

인 피드백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추후 게시물의 

방향을 정하거나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만 존재하는 공적 페르소나

(public persona)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Khamis et al., 2017).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 관심 추구 행동은 사회적 거절(social rejection)

을 경험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Hawk et 

al., 2019). 그 이유는 소셜 미디어에서만큼은 특별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Walsh et al., 2010). 소셜 

미디어에서는 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타인의 인정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김연주 & 강내원, 2019). 페이스북 이용자의 게시물 업로드 활

동과 이에 대한 ‘좋아요’ 버튼의 개수와 긍정적인 피드백의 영향력을 살

펴본 Burrow and Rainone(2017)의 연구에 따르면, 두 형태의 반응 모

두 개인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청소년의 관심 추구 행동은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나 명품 구매와 같은 소비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Neave 

et al., 2020). 이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주류 

문화나 유행하는 패션을 추종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명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Tsai et al.(2013)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주목과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명품을 구매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될 확률이 높은 유행이나 명품 소비

에 동참하며 인정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소비 경험을 전

시하는 관심 추구 행동은 자신의 이미지와 온라인 정체성을 더욱더 호의

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Taylor & Strutton, 2016; Duan 

& Dholaki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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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미디어에서 인정 욕구 충족의 대상과 확인 

 

오프라인에서 인정 욕구의 해소는 언어적 요소와 눈맞춤을 통해 이루

어지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 확인과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배치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Rosenberg, 1985). 인정 욕구는 타인에

게 호감을 얻거나 준거 집단에 수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람들

이 특정 집단에 어울리는 행동 양식이나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한다

(Taylor et al., 2015).  

반면에 최근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인정 욕구를 해소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활동 전반이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Walsh et al., 2010).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 게

시물에 대해 타인의 반응이나 호감, 칭찬을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불특

정 타인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게시

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15).  

한편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소셜 미디어의 주

된 이용 동기로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Sciara et al., 2021; Chen et al., 

2021).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얻는 관심이나 인기는 인정 욕구를 해소

하는 지표가 되며, 온∙오프라인에서 현재 본인의 위치와 사회적 인기 정

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McCrae et al., 2017). 그 결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자 소셜 미디어 정보를 관리하고 통

제한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 참여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욕구를 빠르게 해소시켜준다(Kim et 

al., 2016). 소셜 미디어에서 인정 욕구는 타인의 호의나 감사와 같은 언

어적 피드백이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과 

같은 기록을 근거삼아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프로필 관리와 유

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iare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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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 얻는 타인의 인정은 보상(reward)의 성격이 강해 시

각 자료를 고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편집하는 활동이 순수한 재미와 같은 

미디어 이용 동기가 되며(Wagner et al., 2021), 여기서 얻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Burrow & Rainone, 

2017). 더불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사회적 인정을 얻은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거나 공적 게시물을 생산할 

의도가 높아진다(Sciara et al., 2021). 따라서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조작

성과 가시성은 이용자들이 더욱 인상 관리에 몰두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고려한 과시적 정보를 생산하게 만들며(Taylor & Strutton, 2016), 개인

은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sufficient reward)’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하게 된다(Gorea, 2021).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활동은 이용자 본인의 긍정

적인 측면만을 표현하도록 만들기에(Meeus et al., 2019), 인스타그램에

서 얻는 타인의 피드백은 이용자의 자기표현 방식이나 프로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iare et al., 2021). 즉, 타인의 인정 추구라는 소

셜 미디어 이용 동기는 인스타그램에서만 존재하는 자아 정체성을 자유

롭게 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Chen et al., 2021). 구체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려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편집할지 고려하거나 의도적인 이미지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변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소셜 미디어에서 청소년은 타인과의 비교가 빈번하며, 이상적인 모습

을 전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으려는 욕구가 높다(Nesi & Prinstein, 

2015). 원소희와 서경현(2016)은 고등학생들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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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에게 수용되고자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소비의 관점에서도 청소년은 외모를 관

리하는 데 관심이 많고 자기 이미지나 스타일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집단이다.  

고가의 재화 소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

기에 명품 소비는 인정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인정에 대한 

갈망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특정 소비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Zhan & He, 2012). 명품은 우수한 디자인과 품

질, 가격, 희소성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자기 연출이 가능한 여러 상징성

이 반영되어 있다. Bian and Forysthe(2012)는 인정 욕구가 명품 구매 

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며, 명품 구매나 사용에 관한 경험 이미지 또

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확장된 자아 이미지

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온라인 

대화나 디지털 자아(digital self) 형성을 위해 명품의 이미지를 도구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다(Jain, 2017). 특히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좋아요’ 

반응이나 친구 맺기, 댓글 소통, 메시지를 교환하며 여러 형태의 정체성

으로 분화할 수 있다(Jones, 2015).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점에

서 콘텐츠의 생산과 해석, 그리고 영향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는 소비 경

험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활동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유용한 단서

가 될 수 있다(Wachenfeldt, 2021). 

Kastanakis and Balabanis(2012)는 Z세대가 명품을 사용하며 준거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낌과 동시에 독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Cho et al.(2022)는 인정 욕구 변인이 Z세대의 명품 구매 의

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수진과 김난도(2020)는 소셜 

미디어의 과시재는 현실과는 달리 탈물질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점을 강

조하며 소셜 미디어 활동은 실질적인 이득이나 대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인정이나 긍정적인 반응만으로도 자기 만족감을 쉽게 채워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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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셜 미디어 이용은 손상된 자아 회복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소속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으로 고가의 명품에 대한 관심

이나 비이상적인 구매 행동을 일삼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Wilcox et al., 2011). 예를 들어 청소년은 부유함을 과시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될수록 개인의 사회적 비교는 점차 높아

지게 되고 자아 존중감은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wang & 

Jeong, 2019). 이처럼 이미지 기반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럭셔리한 라이

프스타일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반면에 가시적인 단서로 타인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즉각적인 본인과의 비교나 자아 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에게 명품 소비 경험은 자신이 의도하

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

의 인정이나 부러움, 동경, 질투와 같은 반응을 얻고 자기 개념을 긍정

적으로 고양할 수 있다(Neave et al., 2020).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서 타

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명품 소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Zhan & He, 

2012), 외부의 긍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혜택은 명품 소유 

자체에 대한 만족감 보다 더욱 클 수 있다(Eastma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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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소비문화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개인의 경험을 면밀하

게 들여다보는 일상으로부터의 접근이 가장 기초적이며 소비 경험이라는 

현상을 통해 사회 문화를 이해하려는 현장 조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Padgett, 1998/2001). 현상학적 연구에서 지칭하는 ‘현상(現象)’은 객

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물질 혹은 비물질적 대상과의 상호작용과 행

동 양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lick, 2002). 즉, 특수한 경험에 

내재된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중심 현상에 기술적(descriptive)

으로 접근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자가 깊게 해석하는 방

법이다(김영천 & 정상원, 2017). 개인의 일상 경험에 기반한 자료 수집

은 연구 주제에 관한 사회적 시사점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Hesse-Biber & Leavy, 2007), 연구 대상의 ‘생활’과 ‘경험’ 자료로 소

비의 의미와 새로운 관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Z세대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의 디지털 광고에 일상적으로 노출

되어 생활하며 하루에 최소 다섯 번 이상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해비 

유저(heavy user)로 알려져 있다(Vitelar, 2019). 국내 청소년 또한 여

러 미디어 중 인스타그램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높으며(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20), 인스타그램을 자신의 보여주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Dorsey & Villa,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명품을 구매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활동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라는 민감한 시기와 충동적인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터뷰 형태로 이들의 명품 구매와 인스타

그램 참여 경험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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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목적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으로 참여자를 모

집하였다. 참여자는 청소년 법과 청소년 소비자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2022년 기준 14~24세에 해당하는 국내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명품 의류 및 잡화를 지난 2년간 1회 이상 구매하였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경험이 있는 26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명품 브랜드의 범위는 Kauppinen-Raisanen et al.(2019)과 Ko et 

al.(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샤넬이나 루이비통, 프라다와 같이 글

로벌 수준에서 독자적인 패션과 잡화를 생산해 온 수입 명품 브랜드와 

명품의 확장 사업인 세컨드 브랜드(second brand)를 주요 대상으로 삼

았으며,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머스트 잇(Must It)의 카테고리에서 

제시하는 명품 브랜드를 추가하여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패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 문건을 배포했으며 인터뷰는 1:1 반구조화 형태로 진행되었

다. 반구조화 인터뷰의 목적은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현상에 대한 구체

적이고 면밀한 서술을 도출하는 것이다(Giorgi, 1997). 반구조화 인터뷰

는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질문 제시가 가능하여 구조화 인

터뷰가 가지지 못하는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민감한 응답에 대한 접근

이 가능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명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동에 내재된 복잡한 심리 

상태, 그리고 고가의 명품 구매라는 응답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인터뷰 

형태의 자료 수집이 적합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표본으로 심도 있는 

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Karanika & Hogg, 2010). 

질문지의 구성은 소셜 미디어와 인정 욕구의 관계를 살펴본 Sciara et 

al.(2021)와 게시물에 반영된 인정 욕구의 표현 양식을 고찰한 Nemoto 



 

47 

 

and Fujimoto(201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더불어 명품과 과시적 소비

를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Dubois et al.(2005)와 Bronner and 

Hoog(2018)의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욕구는 척도 문

항을 개발한 Martin(1984)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

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질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지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은 성인 인터뷰의 진행 과정과 다소 차별된다. Guy(1987)는 청

소년 면담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연령에 맞는 언어적 대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 친밀감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친구를 맺었으며, 인터뷰 전 최소 2회 이상 안부 

인사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적당한 친밀감을 유지하였다. 청소년은 취약

한 연구 참여자 군에 해당하는 만큼 참여자 모집 방법이나 질문지 내용

의 민감성, 제공받은 사진 사용과 가공, 보관에 대한 전 과정을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2201/004-007). 연구 참여자 모집과 심층 인터뷰는 2022년 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수행되었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30~50분으로, 인터뷰 시작 시점

으로부터 40분가량이 지난 시점에 10분 가량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갔다. 연구 참여 중 인터뷰를 중단한 참여자는 없었으며, 

자료 수집 후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녹음된 음

성 기록은 텍스트 자동 변환 프로그램인 클로바 노트(CLOVA Note)를 

사용하여 1차 전사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워드(Word)에 옮겨 오역이

나 누락된 단어를 보완하는 2차 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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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반구조화 질문지  

구분 질문지 세부 내용 

개인적 특성 -성별, 나이, 직업, 월 소득(용돈) 

-구매한 명품의 수와 가격 

-명품 구매 경로와 자금 마련 방법 

-명품 관련 게시물 수, 팔로우&팔로잉 수 

명품 구매  

행동과 명품  

구매 동기 

 

✓명품에 대한 인식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명품을 대하는 주변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명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또래나 주변인의 명품 구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 

-본인이 명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명품이 있다면 대상과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명품을 위한 자금 마련과 구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엇이 나의 명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명품 구매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명품 구매 목적 외에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방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했나요? 

명품 사용과 

인정 욕구 

✓명품 사용 

-명품을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본인만의 특별한 명품 사용 방법이 있나요? 

-명품을 사용하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명품 사용은 본인의 이미지나 가치관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인정 욕구  

-본인의 명품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명품 구매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명품을 사용하며 본인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명품을 사용하며 얻은 가장 큰 만족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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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명품 포스팅 활동  

-명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포스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명품 포스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명품 포스팅 시 본인만의 규칙이 있나요? 

-명품 포스팅으로 남에게 특별히 보여주고자(감추는)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품 게시물은 일반 게시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명품 포스팅 

활동과 

인정 욕구 

✓명품 포스팅에 대한 타인의 반응 

-명품 포스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일상에서 반응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타인의 반응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명품 포스팅에 대해 본인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 반응을 기대하나요? 

-명품 포스팅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나요? 

-당시 내용과 기분을 말씀해주세요.  

-왜 그 기억이 특별한가요? 

-나의 명품 게시물을 통해 알아줬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한가요? 

✓명품 포스팅 활동과 인정 욕구  

-본인이 명품을 포스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얻는 만족감은 무엇인가요?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얻는 혜택이 있나요? 

-인스타그램 상의 본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명품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인스타그램의 삶과 현실의 본인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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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위해 개인의 경험에 관한 

시각 자료가 인터뷰 과정에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전체적인 이야

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미지가 호소하는 바를 해석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Kohon & Carder,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셀피나 명품 의류, 명품 브

랜드에 관한 각종 시각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명품을 ‘입는 

것’에서 용도 변경한 명품 매장 사진이나 명품 브랜드 전시 방문, 이벤

트 및 체험 참여와 같은 경험재 전반을 시각 자료에 포함하였다.  

이후 수집된 게시물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소

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분석은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Lai et al., 2015), 자료에 

보이는 패턴과 빈도를 파악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핵심 개념을 식별할 

수 있다(Plessis, 2017). 연구에서는 인터뷰 사전에 동의를 얻어 2019

년 1월 이후 명품 포스팅에 관한 게시물을 참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서 수집한 후, 이를 PPT(Power Point)에 정리하였다. 그 후 인터뷰 과

정에서 사진을 함께 보며 연구 사용에 동의(비동의)하는 선별 작업을 거

쳤다. 참여자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명품 관련 게시물의 수는 한 

명당 최소 2장에서 최대 140장까지 사진 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에 

제공된 사진은 참여자 당 최소 1장에서 최대 13장으로, 최종적으로 

163장이 연구 자료에 사용되었다.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와 식별정보 보

호를 위해 얼굴과 계정, 공개 댓글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프로필과 2022년 인터뷰 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구매한 명품 구매 히스토리는 <표 2>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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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의 프로필 (N=26) 

*소득: 만 단위 이하는 절삭함  

*게시물 수: 인스타그램 내 공개 계정 및 스토리 게시물의 수  

 

참여자 
 

 

연령 

 

성별 

 

직업 
월 평균 

소득(용돈)* 

 

게시물 수* 
팔로워/ 

팔로잉 수 

 

좋아하는 

브랜드 

A 24 여 대학생 20 (80) 10장 이상 282/1011 발렌시아가 

B 23 남 직장인 200 50장 이상 12000/2222 프라다 

C 23 여 대학생 150 30장 이상 1162/695 디올 

D 23 여 대학생 120 7장 831/227 구찌, 맥퀸 

E 22 여 대학생 100 5장 862/681 디올 

F 21 여 대학생 40 (50) 20장 이상 1435/931 로저비비에 

G 20 남 직장인 230 10장 이상 985/352 루이비통 

H 19 남 고등학생 (20) 3장 2174/839 입생로랑 

I 19 남 고등학생 - 100장 이상 9624/421 루이비통 

J 19 남 고등학생 250 140장 이상 12000/487 디올 

K 19 남 고등학생 35 (12) 4장 125/145 입생로랑 

L 19 남 고등학생 180 (36) 40장 이상 607/412 프라다 

M 19 남 고등학생 (15) 70장 이상 1058/517 마르지엘라 

N 19 남 고등학생 1000 100장 이상 4337/853 톰 브라운 

O 19 여 고등학생 20 (60) 20장 이상 558/177 구찌 

P 19 남 고등학생 300 60장 이상 1836/149 고야드 

Q 18 남 고등학생 40 (20) 5장 10000/562 스톤 아일랜드 

R 18 남 고등학생 100 15장 이상 410/307 디올 

S 18 여 고등학생 10 (15) 4장 820/411 루이비통 

T 18 여 고등학생 40 (29) 30장 이상 96000/148 입생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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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7 여 고등학생 180 6장 11000/162 프라다 

V 17 남 고등학생 120 10장 1562/820 구찌 

W 16 남 중학생 50 (10) 3장 510/420 루이비통 

X 16 여 중학생 (10) 2장 170/170 샤넬 

Y 15 여 중학생 (10) 3장 348/132 샤넬 

Z 15 여 중학생 (5) 7장 306/55 비비안 웨스트우드 

 

[표 3] 연구 참여자의 명품 구매 히스토리 (N=26) 

*총구매액: 만 원, 천 원 단위는 절삭함 

(연구 참여일 기준 지난 2년간 구매한 명품의 대략적 금액) 

*X 는 브랜드와 브랜드가 협업한 제품을 의미함 

 

참여자 

 

대표 구매 목록 
총 구매액 

(구매 횟수)* 

 

구매 방법 

A 

버버리백 & 파우치, 발렌티노 지갑, 프라다 재킷, 

이세이 미야케 가방, 구찌 목걸이, 

발렌시아가X구찌 지갑 

400 (10) 부모님 

B 

루이비통 클러치백, 보테가 베네타 크로스백, 프라다 

호보백, Y프로젝트X캐나다 구스 패딩, 

발렌시아가 바지, 선글라스, 부츠 

2000 (30) 본인 수입 

C 
까르띠에 시계,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디올백, 구찌 반지 
4000 (37) 

부모님+본인 

수입 

D 
티파니 목걸이, 구찌백,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3켤레 
1000 (13) 본인 수입 

E 디올 구두, 구찌 샌들, 지갑, 벨트, 에르메스 팔찌 700 (7) 본인 수입 

F 

에르노 패딩, 버버리 패딩, 모이나 레잔백,  

로저비비에 스니커즈, 구찌 목도리, 프라다 러닝화, 

토즈 스니커즈 

1500 (15) 부모님 

G 

루이비통 장 지갑, 머니 클립, 머플러, 키링, 티셔츠, 

구찌 스니커즈, 구두, 겐조 티셔츠, 클러치, 프라다 

스니커즈, 크로스백 

750 (15) 본인 수입 

H 루이비통 크로스백 220 (1)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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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루이비통 밍크 재킷, 크로스백, 무스탕, 디올X조던 

스니커즈, 디올 새들백,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프라다 부츠 

50000 (80) 부모님 

J 
디올 새들백, 발렌시아가 패딩, 

발렌시아가 재킷, 명품 브랜드X조던 6켤레 
1000 (40) 본인 수입 

K 구찌 반지, 마르지엘라 스니커즈 70 (2) 본인 수입 

L 

크롬하츠 반지, 귀걸이, 모자, 프라다 넥타이, 지갑, 

구찌 벨트, 무스너클 패딩, CP 외투, 명품 

브랜드X조던 4켤레 

1000 (20) 
용돈+본인 

수입 

M 

발렌시아가 후드티, 지방시 티셔츠,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스톤 아일랜드 티셔츠, 

아미 티셔츠, 명품 브랜드X아디다스 스니커즈 

800 (30) 용돈 

N 

버버리 스니커즈, 톰 브라운 후드 집업,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스톤 아일랜드 티셔츠, 

몽클레어 티셔츠, CP 외투 

200 (30) 본인 수입 

O 
구찌 스니커즈, 오프 화이트 후드, 

톰 브라운 패딩, 미우미우 핸드백 
1000 (10) 용돈 

P 

고야드 지갑 2개, 겐조 클러치 백, 무스너클 패딩 

4개,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구찌 지갑 2개, 

입생로랑 클러치, 루이비통 지갑 2개, 디올 지갑, 

오프 화이트 티셔츠 

800 (40) 본인 수입 

Q 무스너클 패딩,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패딩 250 (3) 본인 수입 

R 
구찌 스니커즈 2켤레, 지갑, 톰 브라운 가디건, 

입생로랑 지갑, 몽클레어 재킷 
700 (20) 본인 수입 

S 루이비통 스카프, 구찌 구두, CP 컴퍼니 패딩 310 (3) 용돈 

T 

입생로랑 핸드백, 지갑, 파우치, 구찌 반지, 에르메스 

팔찌, 무스너클 패딩, 몽클레어 패딩, 스톤 아일랜드 

후드, 맨투맨, 톰 브라운 가디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1300 (15) 본인 수입 

U 
루이비통 핸드백, 프라다 크로스백, 코트, 

구찌 지갑 
800 (6) 본인 수입 

V 구찌 지갑, 스니커즈, 반지, 목걸이, 시계 2개 560 (5) 본인 수입 

W 
무스너클 패딩, 루이비통 가방, 맨투맨,   

아크네 코트 
500 (4) 본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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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구찌 핸드백, 지갑, 샤넬, 디올, 

맥, 입생로랑 등 명품 화장품 10개 이상 
300 (13) 용돈 

Y 
구찌 핸드백, 지갑,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명품 화장품 및 향수 30개 이상 
550 (35) 부모님 

Z 비비안 웨스트우드 초커, 목걸이 30 (2) 부모님 

 

 

제 2 절 자료 해석 

 

 

김영천과 정상원(2017)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Smith

나 Colaizzi, Giorgi 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해석 단계를 축소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Giorgi(2009)의 네 가지 단계이다.  

첫 번째 절차는 경험에 대한 기술을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하는 단계

로, 각 원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진술 자료에 대한 반복적 읽기를 

수행한다. 두 번째는 인터뷰 자료 속에 있는 의미를 연구자가 의미 단위

별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는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선

이해는 배재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각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시 문구나 문장을 

추출하며, 이를 별도로 강조 표시 후 메모하고 의미별로 묶거나 재배치

하는 식으로 의미 그룹을 형성한다. 세 번째는 병합된 의미 단위의 진술

을 학문적인 언어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원자료에 대한 

여러 변형이 일어나며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서 하

위 범주를 추출하고 제목을 명명한다. 마지막은 앞선 절차에서 도출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의 구조화 단계로, 상위 범주를 명명하면서 개인의 

체험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연구자의 해석

적 글쓰기로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자료의 

범주화 과정 일부를 예시로 작성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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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자료의 범주화 과정 예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원 자료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 

추구 

 

 

 

 

또래와는 

다른 나만의 

명품 취향 

희소성 있는 

명품 탐색 

희소성 있고 남들이 못 구하는 그런 걸 

가졌을 때 더 좋음(J) 

 당첨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래플 

명품을 가진 것의 가치가 높음(I) 

남들이 못 구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혼자서 뿌듯함(N) 

조금 더 희소성 있고 일반적인  

명품 로고가 아닌 게 저만의 가치를 

높이는 스타일링 포인트(P) 

소수만이 

알아보는  

특별한 명품 

선호 

우연히 알아 봐주는 것, 굳이 말 안 

했는데 뭐야, 이거 명품이었어?  

이런 게 더 좋아요(A) 

남이 못 알아보는 걸 혼자 샀는데 

알아봐 줬을 때 그런 게 뿌듯(M) 

명품을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 로고 

과시보다 은근히 구두 바닥에 로고가 

작게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거(G) 

로고가 없는 

명품의 특별함 

톰 브라운인데 사선 한 장  

안 박힌 걸로 입고 다녀요. 원래 톰 

브라운이랑 다르게 보이니까(L)  

발렌시아가라고 적혀 있어도 이걸 누가 

알아봐요. 진짜 옷이 예뻐서 산 거죠(M) 

로고가 확실히 없어야 진짜  

희소가치가 올라가는 명품(G) 

 

 

 

 

명품의 높은 

가격은 곧 

차별성 

 

나만의 특별함을 위해서 더 남들이  

안 쓰는 특이하고 비싼 명품을 선택(L) 

너무 대중적이고 저렴하면 개성 없어 

보이는데 비싸면 다르니까(C) 

살 만한 걸 엄선해 봤더니 내가 산 

디올이랑 루이비통이 남아있고 그런 건 

일반적으로 비싸서 다들 못 사니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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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명품 거부와 

유행의 

의도적 회피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 

회피와 착용 

중지 

유행을 진짜 너무 싫어하는 편이라서 

뭔가 유행하면 오히려 더 안 사게 됨(O) 

차라리 다른 거 유행 안 타고 남들이 

안 쓰는 걸 찾아봄(X) 

명품이 유행하면 절대 안 사는 것 같고 

너무 흔해지는 게 싫음(A) 

초등학생들이 입는 무스너클을 같이 

입는 건 좀 창피함(W) 

명품의 연출 

방식 차별화 

명품 

스타일링을 위한 

시각 자료 수집 

발렌시아가 코디 전에 인스타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는지 먼저 보고요(M)  

독특하고 색다르겠다 싶은  

명품 스타일 자료는 킵하죠(V)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를 참조

해서 모델이 입은 느낌으로만  

입으려고 해요(L) 

명품 스타일링 

과정의 즐거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스타일링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M) 

브랜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 즐거움(I) 

제가 생각하는 명품 스타일링 포인트를 

고민하는 과정과 연출이 진짜 재미죠(J) 

자신의 외적 

모습 변화와 

만족감 

명품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이것저것 

해보고 약간 바비 인형 꾸미듯이  

자신을 꾸며본 모습이 좋음(F) 

생각한 그 룩에 내가 너무 찰떡이고 잘 

어울리면 딱 봤을 때 역시 나의 안목(C) 

톰 브라운 수트 입었을 때 비율이 좋게 

나오고 나의 격이 높아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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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를 살펴보았다. 1절

에서는 또래 관계나 주변에서 명품을 대하는 분위기, 명품 유행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명품 구매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도출하기 위해 명품 구

매 이유와 사용 과정,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대체로 명품을 본인의 ‘노력’으로 구매하였거나 

부모님의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명품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또래 사이에서 ‘명품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지’에는 참여자 

전원이 학교에서 오가는 또래 간 대화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명

품 소비가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다.  

명품이 또래 집단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은 주로 중학

생 시기로,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가 명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품 브랜드

의 종류나 가격대, 구매 방법에 관한 정보 수집이 활발하였고 우연으로 

노출된 명품 광고나 주변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서도 명품에 대

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고등

학교에 진학하며 명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목표를 세우거나 충

분하게 저축된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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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단계에서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을 명품에 대한 인지, 탐색 과정, 

명품 구매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또래 집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품의 유행 인지 

 

최근 Z세대 청소년은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

아 낙관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

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김난도 외., 2020). 2000년대 청소년의 

명품 선호와 201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고가의 아웃도어 열풍과 비교했

을 때, 현재 청소년의 명품 소비는 부모님의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려는 

과시적 소비나 또래 압력으로 소속감을 얻고자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하

는 모방 소비보다는 전반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또래 집단

이나 어른,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을 대하는 열광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

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솔직히 TV 광고나 인터넷, 소셜 미디어, 연예인, 또 길거리 등등 하나

씩 떠올려보면 요즘은 명품이랑 관련 없는 게 찾기 힘들 정도라서 이런 

상황에서 나만 없는 게 괜찮다고 정신 승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해

야 하나?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참여자 E) 

 

일단 명품 관심 없는 애는 없고 사고 싶어 하는 애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관심 없던 애들도 한 번 보면 다 관심 갖게 되는 분위기예요. 무

스너클이랑 톰 브라운도 학생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제 일진 친구들

이 특히 많이 입고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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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대부분이 최소한 명품 브랜드의 지갑은 하나 이

상 지니고 있으며, 또래가 교복과 함께 명품 신발이나 외투를 착용한 모

습을 일상적으로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5명 중의 4명은 명품 써요. 저도 명품 중에서 진짜 예쁘다고 느껴

져서 산 제품도 많아요. 예전에는 약간 샤넬이나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은 어딘가 어른 브랜드 같이 느껴졌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다 각자 사고 싶은 브랜드를 사는 느낌. (참여자 S) 

 

어떻게 보면 패션 트렌드 중에서 명품 유행이 학교에서는 좀 다르니까

요. 지금은 무스너클이나 맥캔지, CP 컴퍼니 같은 명품 브랜드가 학교에

서 유행인 거죠. (참여자 M) 

 

약간 가을에 사람들이 떡볶이 코트나 트렌치코트를 입는 것처럼 명품을 

사서 입고 쓰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느껴요. 주말에 친

구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구찌나 톰 브라운, 프라다, 샤넬 같은 명품 입고 

오고 쓰는 명품 브랜드도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참여자 U) 

 

거의 가방이나 신발은 하나씩은 다 갖고 있고 반에서 10명 중에서 

6~7명은 명품 사용했어요. (참여자 F) 

 

나아가 명품에 대한 가격 비교나 접근성을 높이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콘텐츠는 주로 패션 인플루언서

가 제작한 명품 구매 후기(언박싱, 하울, 명품 쇼핑)나 불특정 타인의 

명품 구매 게시물(알고리즘으로 인한 자동 노출), 연령대별 추천 명품 

콘텐츠, 그리고 명품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게시물과 같이 다양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에 관한 정보를 빈번하게 탐색할수록 유사한 콘텐

츠 노출이 더욱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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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참여자들은 명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몇 번의 정보를 검색해본 

후,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노출되는 추천 제

품이나 광고 대부분이 명품 관련 게시물로 재구성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일상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이나 온

라인 명품 플랫폼 접속으로 명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가한다고 응

답했으며, 이는 실제 명품 구매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구독을 하면 명품 하울 자체가 요즘 대세 콘텐츠잖아요. 그러니

까 이제 자연스럽게 명품 게시물을 보게 되는거죠. (참여자 C)  

 

인스타그램 피드에 계속 좀 저장하죠. 명품 신발이나 요즘 나오는 새로

운 명품 그런 거 저장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피드가 명품으로 도배되고 

그중에 또 하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해서 괜히 더 명품 쇼핑몰 

구경하고 사고 그냥 쿠팡 보듯이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E) 

 

소셜 미디어만 봐도 광고가 요즘은 일반 브랜드는 거의 없고 비싼 거만 

주로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사는 거죠. 머스트 잇에 보통 명품 가격대 비

교하려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명품에 더 눈이 가는 거죠. 일주

일에 한 세 번 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참여자 V)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 틱

톡(TikTok)과 같은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명품 콘텐츠에 달

리는 댓글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인플루

언서의 명품 착용과 댓글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관심이나 부러움, 주목과 

같은 긍정적 반응은 참여자들이 타인의 반응을 참조하여 명품을 구매하

는 타인 지향적인 소비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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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들 명품 입고 나온 거 보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애들 

다 아니까 ‘예쁘다’ 걔가 어떤 명품을 들고나왔는지 이야기하고요. 유튜브 

자주 보면서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서는 

명품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사람들 반응도 뜨거우니까. (참여자 W) 

 

필요 없어도 봤을 때 예쁘고 댓글만 봐도 남들 다 갖고 싶어 하는 거니

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갖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

으면 괜히 우월감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남이 안 가진 게 있으면 희소

성이 있다는 거죠. (참여자 X) 

 

오해섭과 문호영(2020)은 청소년이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에 

관한 태도나 지식을 습득하는 소비자 사회화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며 능숙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였으며,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대

중의 관심을 얻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외모나 스타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명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2.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명품 정보 탐색 

 

참여자들은 주로 소셜 미디어에서 새로운 명품 브랜드나 신제품을 탐

색하며 관련 콘텐츠를 개인 계정에 수집하고 있었으며, 명품 구매 시 보

관된 정보를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주로 유튜브에서 명품을 다루는 인플루언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인스타그

램, 페이스북, 블로그(Blog)의 키워드 검색으로 새로운 명품 소식이나 

연출 스타일에 관한 시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머스트 잇이나 트렌비(Trenbe), 발란(Balaan)과 같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접속하여 여러 디자인 중에서 본인의 취향을 탐색하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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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경험을 즐겼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구매를 희망하는 명품의 입고 소식이나 이벤트, 할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추적하며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을 장기간

에 걸쳐 모색했으며, 합리적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

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에게 명품 구매 과정이 과업 달성이 

아닌 소셜 미디어 이용과 결합한 여가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부분이다. 청소년에게 온라인 경로를 통한 명품 탐색과 구매 과정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의 일부이자 반복되는 일상에서 활

력소가 되는 생산적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명품 하울은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독하면서 아무거나 봐

도 꼭 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봐요. 그리고 살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이랑 실제 구성품 확인하고 유튜브 착용 샷을 보고 이제 모

조품 안 팔고 실제 착용 샷만 있는 콘텐츠만 추려서 본 다음에 최종 결정

하는 게 전 재미있고 뿌듯하고 잘 샀다는 안심이 들어요. (참여자 C)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머스트 잇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봤죠. 계속 

구경하는 게 이제 취미라서 예쁘거나 프로모션이 있으면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또 싸거든요. 백화점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요. 뭔가 보석 같은 걸 

발굴하는 느낌으로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폰에 저장

해두고 계속 그게 떠오르면 결국 사는 거죠.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으니까 

실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참여자 S) 

 

발란이 특히 되게 보기 쉽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자주 하나씩 볼 때

마다 너무 다 예쁘고 개성 있고 특이하니까 구경하는 자체가 재미있어서 

시간 보내는 방법이 된 거죠.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일반 브랜드랑 비교하

게 되고 눈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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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적 소비 활동이 반영된 명품 구매와 인증 

 

청소년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

가 증가하는 시기로, 소비 의사 결정에서도 주체적인 선택을 선호하며 

의존적인 소비 행동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성이 강해진다(문성애 & 김영

신, 1993). 참여자들은 명품의 획득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직접 명

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일부의 응답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명품을 착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수저’나 ‘등골 브레이커’, 부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

을 구매하는 ‘관종’이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고, 이는 무리한 

명품 구매나 사치를 부린다는 식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

였다. 연구 참여자 중 11명이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얻어 명품을 구

매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참여자 중

에서 완전히 부모님을 통해서만 명품을 구매하는 참여자는 5명에 불과

하다는 참여자 특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명품 구매는 독립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님을 통한 구매보다 본인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획

득한 명품에 더욱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착같이 일했어요. 주말 낮에는 택배 알바하고 밤에는 치킨 튀기고 그

래서 디올 새들백을 제일 큰돈 주고 샀고, 한 400만 원어치 조던 신발을 

6켤레 샀어요. 17살 때 알바 좀 해서 명품 좀 사고 18살 때 잠깐 쉬고 

또 지금 계속하고 있죠. (참여자 J)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거나 용돈을 꾸준하게 저축했거든요. 한 달에 알바 

한 두 종류 하면 5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고 한 300만 

원 정도 모아서 이번에 학년 올라갈 즈음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로 루이

비통 가방을 산 거 고요. (참여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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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지난 2년간 명품에 지출한 금액은 500~1,000만 원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 장

기적으로 명품을 구매해 온 참여자도 5명(B, D, J, L, T)으로 조사되었다. 

용돈을 장기간에 걸쳐 저금하고 현금으로 명품을 구매한 참여자의 경우, 

생활에서 필수적인 교통비나 식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구매하고자 계

획한 명품을 위해서는 고액을 한 번에 지출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

었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들이 명품에 지출하는 금액 단위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소비하는 명품 브랜드의 종류 또한 명품에 관한 

정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며 더욱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진짜 영끌해서(영혼까지 돈을 끌어 모아) 사서 지금 30만 원

이 있으면 다음 달 용돈 15만 원을 조금만 빨리 달라고 해서 50만 원이 

되죠. 또 밖에서 솔직히 밥 안 먹으면 돈을 엄청 모아요. 제가 매번 밖에

서 밥 안 먹고 그 돈으로 명품이든 그냥 옷을 샀어요. 좀 서글프긴 하죠.  

(참여자 M) 

 

주말마다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쓰

는 통장이고 하나는 알바 통장이라 절대 안 쓰고 계속 저금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모았을 때 제가 딱 갖고 싶었던 입생로랑 가방이 있었거든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석달 정도 했으니까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정

도는 사도 되겠다, 나한테 투자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한 6~700만 

원 모았는데 거기서 275만 원을 현금 일시불로 쓴 거죠. (참여자 T) 

 

참여자 대부분은 명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스트레스 없는 ‘명품 공부’라고 응답하였다. 일부 참여

자는 저축한 돈을 특별히 쓸 곳이 없을 때, 명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면서 명품을 관상용으로 구매하거나 비어 있는 명품 보관 케이스와 향수 

공병, 화장품류를 수집하는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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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명품 공부를 해요. 패션은 취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활력소 같은 거죠. 사실 제가 그냥 무개념

으로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있거든요. 진짜 목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명품 

하나 사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성취감도 생기고 옷 잘 입는 애로 관심

도 많이 받기 시작해서 저에게는 이제 큰 취미가 된 거죠. (참여자 M) 

 

명품을 사기 위한 계좌가 있어요. 우선 평소에 명품 사는 데 말고는 돈

을 다 아끼는 편이라서 최대한 버스 타고 다니고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

는 게 저의 취미이기도 하니까. (참여자 L) 

 

돈 모아서 뭐 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차나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까 나름 소소한 즐거움이 명품 구경하고 사는 거. (참여자 E) 

 

돈이 얼마 없는데도 사치를 부리고 명품을 사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일하는 데 원동력이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는 

명품이 삶의 긍정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H) 

 

나아가 참여자들은 반복적으로 명품을 구매하며 목표 달성에서 오는 

‘쾌감’이나 ‘뿌듯함’, ‘흐뭇함’과 같은 작은 성취감을 언급하였으며, 명품 

구매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자 경제 활동을 위한 동

기 부여가 되고 있었다. 이는 김장현과 이유림(2021)의 Z세대의 명품 

구매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명품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목표 달성

으로 얻는 ‘만족감’ 측면이 청소년들이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활동에 심

리적인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나씩 모을 때마다 제 방을 채워가는 희열감이 있어요. 하나씩 쌓여가

니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취미 같은 거에요.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명품 

산 걸 예쁘게 진열하는. (참여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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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집에서 차라리 하나씩 전시해 놓고 배치를 바

꿔보거나 그런 게 더 재미있어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좋아하는 명품 

하나씩 사 모으는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참여자 G) 

 

명품 신발 두 개는 한두 번밖에 안 신었어요. 학교에 신고 가서 더러워

지고 좀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슈즈 박스에 올려놓고 저는 그냥 보거든

요. 보는 거에 대한 자기만족이 좀 크고 심하다고 해야 하나? 제 돈으로 

일해서 산 신발이니까 집에서 거의 일주일에 6번은 봐요. (참여자 K) 

 

한편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은 구매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공유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특별한 명품 구매 경험을 타인에게 알리고 이를 주제로 소통을 추구

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의 개인 피드 공간을 ‘추억 

저장소’나 ‘일기장’으로 여겼으며,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기반하여 

피드를 감각적으로 꾸밀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대로 이미지나 색감이 딱 맞춰지면 그게 또 그렇게 재미있어

요. 명품이면 자주 올리는 게시물이랑 좀 차별되기도 하니까 특별한 추

억도 삼을 겸. (참여자 V)  

 

여기 구경 와서 명품 샀다? 특별한 날 이니까 같이 봐줘. 그런 이유로 

올려요. (참여자 S)  

 

내가 직접 사서 이 명품이 진짜 이제 내 거다. 이런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물처럼 찍어 올리는 거죠. (참여자 K) 

 

예쁜 사진 모아 놓은 거 보면 힐링이 되잖아요. 노력을 해서 산 것들

에 대해서 추억도하고 다시 보기도 하니까 일기장처럼. (참여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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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자의 명품 구매 동기를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12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상위 범주로 구분되

었다.  

 

[표 5]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 분석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 추구 

또래와는 다른 나만의 명품 취향 

대중적인 명품 거부와 유행의 의도적 회피 

명품의 연출 방식 차별화 

명품 구매로 인한 

경제적 혜택 

명품 리셀이라는 투자를 위한 지출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정보 수집 능력 

제품 수명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동조와 모방 소비 

또래 사이에서 명품 정보에 대한 동조 

소셜 미디어 유행 동조와 인플루언서 모방 욕구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우려 

자존감 유지와 자기 보호의 방법 

명품 브랜드의 체험  

요소와 쾌락 

고급 취향이 반영된 청소년의 여가 생활 

명품 브랜드 경험을 인증하는 즐거움 

 

먼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을 추구하는 동

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명품 유행이라는 큰 흐름 속에

서 더욱 고가이거나 희소가치가 높은 명품, 혹은 소수만이 사용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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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소유 욕구가 높았다. 다음으로 명품을 최초로 구매한 후 가격

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점은 명품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내기 위한 구매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을 느끼

기 위해 명품 구매에 동조하려는 동기로, 청소년은 또래 집단이나 소셜 

미디어 인물, 유행으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명품을 구매한다고 응답

하였다. 마지막은 쾌락적 소비 동기로, 쾌락적 소비의 대상이 명품이라

는 재화에서 경험재로 확장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1.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 추구 

 

청소년 사이에서는 희소가치가 높은 명품을 구매하면서 본인만의 차별

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존에 청소

년의 명품 소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샤넬이나 루이비통, 구찌와 같이 

특정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향된 경향을 보이거나(길수영 & 이승희, 

2011), 강한 또래 동조성으로 특정 브랜드의 모방 소비가 지속되었다

(신선미 & 위은하, 2014).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명품 브랜

드는 점차 취향에 기반하여 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소셜 미디어의 

래플 이벤트에 참여하여 구매자가 제한된 명품이나 비싼 가격으로 인해 

동일한 착용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한정판 명품에 대한 강한 소유 

욕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해외의 개성 강한 디자이너 브랜드나 수입이 

현저하게 제한된 명품, 해외 직구, 래플(랜덤 추첨)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명품, 한정판, 프리 뷰(preview: 대중 공개의 전 단계) 기간에 

출시된 명품을 선호했으며, 본인의 외모 차별성과 개성을 위해 또래가 

사용하는 명품의 가격대보다 더욱더 고가이거나 구매하기 힘든 명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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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래와는 다른 나만의 명품 취향 

 

참여자들은 또래 동조로 명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

지만, 실제 명품 구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양했

으며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 또한 명품의 사회적 유행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명품은 특정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응

답이 도출되었다. 주로 디올(Dior)이나 루이비통, 구찌(Gucci), 프라다, 

생 로랑(Saint Laurent)과 같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선호하는 명품 브

랜드로 3회 이상 언급되었다. 반면에 샤넬이나 고야드(Goyard),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로저비비에(Rogervivier), 비비안 웨스

트우드(Vivienne Westwood), 크롬하츠(Chrome Hearts), 알렉산더 맥

퀸(Alexander McQueen)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

작한 명품 브랜드도 선호한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구매하는 명품의 아이템 또한 교복에 함께 착용할 수 있는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의류나 가방, 신발, 시계, 반지,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스카프, 넥타이,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기프트를 중고 

거래로 구매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명품 

액세서리의 경우 교복과 함께 착용하거나 매일 지니는 소장품과 같이 사

용한다는 참여자도 다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브랜드 조던(Jordan)이 

최근 명품 브랜드와 협업 제품을 출시해왔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희

소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조던이 명품 브랜

드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명품의 급이 사회 계급을 반영하는 수준에 따라 위

계적으로 나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청소년은 본인의 취향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명품을 선택하고 명품을 정의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품 소비에 ‘개인적 취향’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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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소비’가 강조되는 뉴 럭셔리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Silverstein, 2003; Wang & Qiao, 2020).  

 

만약에 몇십만 원을 쓰더라도 좀 SPA 브랜드도 티셔츠 요즘 막 

10~2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통 애들이 다 입

거든요. 다 입는 건데 가격이 좀 있으니까 저는 좀 돈을 더 주고 명품을 

사는 게 낫죠. 예쁘면 달라 보이니까. (참여자 S) 

 

저는 옷 보다 오히려 명품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은 많이

들 사는데 액세서리는 애들이 잘 안 쓰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있

으면 난 명품을 사지만 너네랑은 다른 브랜드와 종류의 아이템을 산다, 

이 돈을 주고 너희가 안 사는 걸 산다 그런 느낌으로. (참여자 V) 

 

아무래도 다른 애들은 과시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나는 

이런 희귀 명품 아이템이 있는 사람이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대중적인 걸 

사면 결국 다 따라 사고 그러면 또 유행이라 길에서 마주치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명품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코트 같은 건 일단 물

량이 적으니까 저의 개성을 찾는 데 돈을 쓰는 거죠. (참여자 W) 

 

2) 대중적인 명품 거부와 유행의 의도적 회피 

 

참여자 대부분은 명품이 사회적인 유행임을 인지하면서도 대중적인 명

품은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명품을 선택하고 있

었으며, 나아가서는 특정 브랜드에 동조하는 또래 친구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무스너클(Moose Knuckles)이나 스

톤 아일랜드(Stone Island), 톰 브라운(Thom Browne)과 같은 일부 명

품 브랜드는 ‘급식 패션(급식: 미성년자를 비하하는 용어)’이나 ‘양아치 

패션’, ‘일진의 증거’, ‘등골 브레이커’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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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이에 또래 집단에서 지나친 유행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되었거나 더 이상 신선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의 경우에, 이를 모

방하기보다는 소수 사이에서만 인지도 있는 명품이나 신생 명품 브랜드, 

혹은 또래가 사용하는 것 보다 높은 금액대의 명품을 선호하고 있었다. 

 

톰 브라운은 명품계의 유니클로처럼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입으니까 굳이 그 브랜드 말고 나만 아는 명품이 좋아요. 그렇게 희소한 

제품을 나만 갖고 있다는 걸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도 있고 명

품을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런 거요. (참여자 G) 

 

약간 디자인도 예쁜데 저는 인식이 좀 좋아야 해요. 사회적 인식이 좀 

안 좋은 브랜드면 너무 애들이 막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서 엄선해 봤더니 지금 디올이랑 루이비통, 입생로랑이 일단 남아있어요. 

그런 건 일반적으로 비싸서 다들 못 사니까. (참여자 T) 

 

저는 처음에 무스너클이 유행하기 전에 입었는데 유행하면서 심지어 초

등학생까지 입은 걸 보고서는 제가 입은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 입어야겠다 싶었죠. (참여자 W) 

 

일단 원하는 걸 살 때는 부모님과 절대 같이 사러 안 가고 또 친구들이

랑 브랜드나 디자인이 너무 겹치면 남을 따라 하는 거랑 다름없고 그럼 

안 좋게 보이니까 굳이 비슷한 명품을 안 사려는 거 같아요. (참여자 S) 

 

인식이 안 좋은 브랜드는 일진 친구들이 입고 다니면서 막 자기 과시하

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스너클 같이 유행하는 브랜드 살 바에 더 

차별화되려고 점점 더 비싼 명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참여자 V) 

 

나아가 명품 구매 과정에서 ‘자기만족’이나 ‘디자인 취향’에 초점을 두

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주로 로고가 없는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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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 본인만이 아는 표식이 있는 

명품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구매한 명품을 학교에서는 전혀 착용

하지 않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만 인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학교에 가져갈 만한 건 없어요. 디올 새들백을 교복에 들면 이상하니까

은밀하게 인스타에서만 착샷(착용한 사진)올리니까 제가 가진 명품을 애

들이 다 알지는 않죠. (참여자 J) 

  

저는 고등학교 때 너희들은 그런 명품 입어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

을래 그랬어요. 애들이 다 너무 명품을 따라가니까 저는 일부러 그걸 거

부한 측면도 있어요.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

람들이 많이 안 쓰는 명품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어요. (참여자 F) 

 

사실 과시를 원했으면 다 로고 플레이된 옷만 사죠. 얘도 보면(발렌시

아가 맨투맨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로고인지 사람들이 누가 알아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진짜 옷이 예뻐서 산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돈 많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쁘다 이런 명품.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브랜

드 로고랑 내가 산 발렌시아가 후드는 다르다. 친구들은 전혀 안 입는 명

품을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참여자 M) 

 

남이 못 구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제품 자체가 서울에서도 몇 개밖에 

없는 옷인데 그럼 그걸 입은 사람을 거의 만날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그

런 걸 가졌다는 만족감이 있어요. 루이비통 재킷 중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건 입은 사람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혼자 약간 뿌듯. (참여자 N) 

 

막 로고 과시보다 학생들이 잘 안 신는 구두 바닥에 은근히 로고가 작

게 있거나 모노그램도 옅게 있고 저는 그렇게 티 안 나는 거 좋아하거든

요. 더 귀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 특이한 명품만 좋

아해요. 남들이 안 입고 많이 안 신는 거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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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품의 연출 방식 차별화 

  

명품을 사용하며 추구하는 외모 차별에 대한 욕구는 또래와의 자기 비

교에서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 최신 트렌드나 유사한 연령대 인물의 스

타일을 지속해서 추적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명품

으로 연출한 스타일 관련 게시물이나 컬렉션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본

인의 스타일에 응용하며 외모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Wang et al.(2019)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 브랜드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거나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명품의 구매 의도는 증가한다. 

참여자들 또한 불특정 타인이 구매한 명품이나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꾸

준하게 수집하면서 지나치게 대중적인 스타일은 회피하고자 새로운 명품

을 탐색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한 게시

물이 청소년의 명품 선택과 구매 행동에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 됨을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또래 간 외모 비교는 청소

년의 활발한 소셜 미디어 참여로 인해 가상 공간의 불특정 타인이나 넓

은 연령대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저에게 소셜 미디어가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에 뭔가 

좀 올릴 때마다 핫 한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생각했을 때

는 무난한 명품 보다는 확실히 저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명품을 

일부러 골라서 구매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추천 피드에 학생인지 어른인지 아무튼 다 

저랑 똑같은 패션 스타일로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별로다 싶어서 

이제 특이한 명품을 사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지금의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참여자 L) 

 

소셜 미디어에서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나 자체의 느낌보다는 어떤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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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거나 스타일링을 해서 약간 튄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참여자 O) 

 

참여자들은 본인만의 외모 차별성과 개성을 위해 특정 명품을 선택하

는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연출하거나 명

품 브랜드가 제시하는 완벽한 이미지에 맞게 명품을 착용하는 과정 전반

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또래는 톰 브라운을 교

복에 착용하거나 슬리퍼와 함께 착용하는 반면에, 본인은 명품 브랜드의 

고유한 이미지나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명품을 착

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자 I는 이를 ‘진지한 취미 활동’이라고 진술

하였다. 더불어 E, H, J, L, M, S, W는 명품을 구매한 후 소셜 미디어나 

브랜드의 공식 계정에 접속하여 명품의 착용 방법이나 규칙, 규범, 예의, 

어울리는 색감, 조화로운 아이템을 추가로 고려하면서 청소년의 신분이

라는 정체성이 반영된 스타일이 아닌, 명품 브랜드의 격과 수준에 걸맞

게 본인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예시로 톰 브라운 가디건은 댄디한 무드로 입어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트레이닝 팬츠에 입거나 이상한 식으로 코디해서 스타일링이 브랜드 분

위기 자체랑 안 맞게 입으니까 막 이미지를 망쳐 놨다 싶죠. 백화점 가서 

명품 입은 사람 보면 10명 중에 한 7명은 옷 못 입어요. (참여자 I) 

 

저는 진짜 명품을 명품처럼 슬랙스나 좀 정장 느낌으로 많이 입는 편

이거든요. 그래서 교복에는 잘 안 입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교복 위에 가

디건 하나 걸치고 청바지랑 입는다던지 저는 일부러 공식 홈페이지나 인

스타그램에서 모델이 입은 느낌으로만 입거든요. (참여자 L) 

 

참여자들은 주로 명품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서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어른들이 연출한 명품 스타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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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스타일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다. 또한 주기적

으로 명품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브랜드의 공식 계정과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잉하며 유명인들의 명품 연출 방식을 참고하고 있었다.  

 

명품은 코디하기 빡세고 명품을 조금 더 예쁘게 입는 게 좋잖아요. 발

렌시아가 후드 티 코디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는지 먼저 봐요. 좀 브랜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입거나 전체

적으로 완벽하게 스타일링하고 싶고 그렇게 스타일링 한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럼 그날은 내 사진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죠. (참여자 M) 

 

뭔가 명품을 약간 이렇게 포인트 주는 코디 과정이 일반 옷 입을 때와

는 좀 달라요. 그 과정이 재미있죠. 보통 새로 산 거 집에 와서 이것저것 

코디해서 입어 보고 명품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랑 스타일대로 한번 입어 보고 그런 활동으로 저 스스로

에 집중하게 되니까 좋거든요. (참여자 V) 

 

 

2. 명품 구매로 인한 경제적 혜택 

 

다음으로 명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다 이를 중고 명품으로 되팔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측면이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와 관련

이 있었다. 명품의 구매 경로가 온라인 채널로 확대되면서 명품을 쉽게 

구입하고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청소년의 소비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명품 리셀(resell)은 말 그대로 명품을 구매한 

후 가격을 붙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명

품을 사용하다 온라인 명품 판매나 중고 명품의 교환 거래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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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 리셀이라는 투자를 위한 지출  

 

먼저 참여자들은 명품 리셀 활동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나 경제 활동

으로 이어지는 집단과 일회적인 명품 중고 거래에 그치는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전자의 경우 명품의 착용 목적보다 이를 되팔거나 교환해서 사

용하는 온라인 거래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명품 리셀 과정에서 새로운 

명품을 접하는 즐거움이나 금전적 이득이 명품 구매의 주된 동기였다.  

실제로 일부 참여자들은 중고 명품을 구입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되팔아 

월 100만 원부터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참여

자 N, P, R은 명품 리셀을 학업 외의 경제 활동으로 여기는 초기 단계의 

‘리셀러(re-seller)’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명품 의류에서 점차 더

욱 고가의 재화인 명품 시계나 슈퍼카에 대한 소유 욕구를 표현하였으며, 

설정한 목표 금액만큼 돈을 모으기 위해 명품 리셀 활동에 더욱 몰두하

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스톤 아일랜드 티를 입다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10분 만에 누가 바로 

사 갔어요. 제가 26만 원에 판 거니까 13만 원을 더 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용돈을 계속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후로 아마 명품을 입

고 나서 무조건 되파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N) 

 

명품을 다시 되팔려고 계속 사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제 돈으로 리셀해서 실착(실제 착용) 하다가 팔리면 다

시 새로운 걸 사는 식으로 진행해요. 번개장터나 페이스북이나 당근마켓 

이렇게 3개를 주로 활용하고요. (참여자 R) 

 

한편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한정

판 명품 거래소인 크림(Kream)이나 네이버 정품 샵, 당근마켓, 번개장

터, 중고 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고 명품 거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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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 중 F, O, Q, U, W, Y, Y에 해당하는 7

명 만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편집샵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명품을 구매

했으며, 이 중 4명은 부모님이 명품 쇼핑에 동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참

여자들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명품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소비자에게 명품은 구매 후에도 언제

든지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새로운 명품을 구매하는 유동

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동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명품을 쓰다가 온라인으로 다시 파는데 차익이 생기네? 예쁜데 돈도 되

는구나 하면서 쓰다가 팔기 시작한 게 소소한 돈벌이가 된 거죠. 이게 스

페셜 컬러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은 그냥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니까 묻

지 마로 쟁여 놓는 게 이득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당근마켓에서 가

격 협상하고 팔고 또 저는 그 돈으로 더 괜찮은 물건 있는지 보고 명품

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참여자 G) 

 

저는 명품을 세척하고 가죽 다루는 법을 알아요. 고야드가 저에게 오면 

사용하다가 이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후에 제가 그거를 닦아서 완

전 새것처럼 만들어서 팔아요. (참여자 P) 

 

집에 있는 모든 명품은 몇 번 입어 보고 다 팔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데 안 입으면 짐이고 어차피 프리미엄 가격도 붙었겠다 팔면 좋겠다 싶어

서요. 수익도 나고 필요 없는 명품 처분도 하고요. (참여자 V) 

 

2)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정보 수집 능력   

 

대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경제 활동의 기회가 많지만 미성년자는 상황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부모님에 의존한 소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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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서는 미성년자 중 5명(C, H, M, X, Y, Z)이 부모님으로부터 

평균 12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이를 저축한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있

었으며, 명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진술

했다. 특히 여기서는 제한된 학생 신분으로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품의 정보력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연구에서는 한정판 명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뜨거운 가운데 이

를 먼저 알아보고 소유하는 ‘명품에 대한 정보력’이 청소년의 주요한 수

입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측면임이 확인되었다. 

 

제가 늘 신상 명품을 찾아보니까 정보력이랑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명품 진짜 유행할 것 같다 하면 그냥 미리 두 벌 세 벌을 사서 하나는 

제가 입고 나머지는 팔아서 돈을 모으는 거죠. (참여자 B) 

 

인스타 보면 이제 빈티지 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곳 뒤져보면 되게 

싸고 괜찮은 게 많아요. 어차피 한 장에 만 원이니까 부담 없이 사서 편

하게 입다가 얼마 뒤에 다시 번개장터에 한 3만 원에 올리면 한 장당 2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돈이 좀 모이면 저는 명품을 사는 거죠. 고1 

때부터 시작해서 나날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참여자 Q) 

 

샤넬에서 한 달에 백몇만 원인가 제품 구매를 하면 스노우 볼을 선물로 

준대요. 제가 그 사실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고 VIP 블랙 레벨에게만 증

정하는 스노우 볼을 3만 원에 사 와서 18만 원에 되팔았어요. 샤넬이 박

힌 스노우 볼인데 또 예쁘다 이건 못 참죠. 로고도 그렇고 예쁘기도 하고 

멋도 나고 이제 자유롭게 뽐낼 수 있으니까. (참여자 P) 

 

명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중고를 남들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약간 득템해서 사용하는 뿌듯함이랑 재미가 있죠. 나만의 노하우

도 있고 이제 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법을 좀 아는구나! (참여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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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명품 종이백이나 박스, 포장 끈, 기프트를 온라인에 재판매

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참여자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소 번거롭고 독특한 거래 방식이나 청소년들 사이

에서는 소소한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

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명품의 구성품에도 희소가치가 반영되어 수

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명품 종이 가방 그게 은근히 모으면 용돈이 되거든요. 엄청 연락 많이 

와요. 종이 가방 하나에 막 샤넬이나 구찌 같은 건 5천 원씩에 판 적도 

있어요.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더 없냐고. 중고로 팔 때도 케이스가 있어

야 정품인 것 같기도 하니까요. (참여자 S) 

 

명품을 단품으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

에 사용하다가 되 팔 때 박스랑 쇼핑백을 똑같은 걸 사서 구색을 갖춘 

다음 팔아야 돈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가까이 더 붙거든요. (참여자 N) 

 

3) 제품 수명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참여자들은 명품이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일

반 패션 제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 간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명품은 단순히 과시나 사회적 유행으로 인한 충

동적 소비가 아닌, 제품 수명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패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 대부분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 가시성이나 유행을 따르

기보다 옷의 재질이나 마감 처리와 같은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명품을 탐색하고자 주로 두 가지 이상의 소셜 미디

어나 관련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본인의 수입이

나 장기간에 걸쳐 저축한 용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만큼, 명품을 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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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매하기보다 면밀하게 해당 제품에 관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

고 여러 구매 경로를 비교한 후 신중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명품은 평생 투자에다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살 때 항상 신중해요.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슬로우 패션

에 속해 있는 것들 자체가 하이 브랜드가 대부분이니까. (참여자 D) 

 

명품은 굳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입고 싶을 때 언제나 입을 수 있

는 느낌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나 환경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아요. (참여자 O) 

 

청소년 사이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 정책이나 윤리 소비와 같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명품을 구매하는 구체적인 소비 가치관이 존재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의생활 속에서 명품은 ‘실용성’과 유행을 타지 않

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속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

되고 있었다. 이는 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청소년은 제품의 디

자인과 함께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

이 증가했다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오해섭 & 문호영, 2020).  

응답 중에서는 명품 구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저가 의류를 

소비하는 월 지출 비용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

션이 출시되는 주기에 맞춰 1년에 분기별, 혹은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두 번의 계절에 걸쳐 작은 횟수의 질 좋은 명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의류 

소비 패턴이 변화한 참여자도 있었다. 더불어 명품을 사용하다 되팔아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명품의 주된 가치로 삼았으며, 결과적

으로 명품은 가격에 걸맞게 높은 품질은 갖추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까

지 갖춘 재화로 평가되고 있었다.  

 

확실히 중고 거래할 때도 명품이 훨씬 더 잘 팔리고 매물 반응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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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거든요. 또 오히려 명품은 유행 지난 걸 입어도 클래식하게 인식되는 

분위기라서 버려지는 걸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고. (참여자 G) 

 

디자인의 시초인 명품이 좋은 거죠. 박음질이나 디자인 그리고 재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옷 재질은 금방 해지고 막 그러는데 명품은 그럴 

일이 없고 거의 평생 입는다고 보면 되죠. 지금 명품도 거의 3년 넘게 입

고 다닌 것도 많거든요. (참여자 L) 

 

일반 브랜드 가방을 쓰면 금방 망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근

데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오래 쓸 수 있어서 명

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T)  

 

 

3.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동조와 모방 소비  

  

세 번째는 여러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또래 동조가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항상 또래 동조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브랜드’가 문화별로 존재하고, 이들은 유행하는 

명품 구매에 동조하면서 자신이 적절한 방식으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

을 확인한다(Gil et al., 2012). 나아가 개인은 유행 속에서 심리적인 안

정감을 느끼고자 모방 행동에 동조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유지한다(Thelen et al., 1981).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또래가 사용하는 명품 브랜드나 제품의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명품을 사용하

는 이용자 게시물을 접하며 명품이 사회적 차원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본인만 뒤처지거나 주류의 소비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기분을 해소하고자 

명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다수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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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래 사이에서 명품 정보에 대한 동조 

  

한국 청소년은 또래 다수가 착용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의복 동조

성이나 공유되는 브랜드 정보에 대한 동조, 그리고 또래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려는 규범적 동조가 전반적으로 높다(전대근& 김세희, 

2010). 그러나 최근 청소년은 신생 명품 브랜드나 신규 디자이너를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특정 명품 

브랜드에 대한 강한 동조보다는 명품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구매 상황에서 명품을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또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보에 대한 동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스타일이 좋은 친구’나 ‘노는 친구’, 혹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명품을 착용한 모습을 접한 후 명품 구매

에 동조하게 되지만, 스타일 면에서는 또래들과 차별될 수 있는 명품 브

랜드를 탐색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다. 

 

진짜 친구들이랑은 밥 먹으면서 계속 명품 이야기만 해요. 집 갈 때까

지요. 명품에 관한 정보를 주로 공유하고 이번 달에 새로운 이런 브랜드

나 무슨 아이템이 나온다. 명품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친구

들 있어요. (참여자 J) 

 

저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아는 친구가 바로 저한테 게시

물 공유하면서 버버리 팝업 스토어 생겼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사진 

찍기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친구랑 찾아갔죠. (참여자 L) 

 

애들이 어디서 다 아는지 가품 구별하는 방법도 알고 텍으로 구분하고 

진짜 빠삭해요. 도움 될 만한 정보들도 좀 있거든요. 할인 같은 거 언제 

하는지, 살 때 덜 기다리는 매장도 가본 애들만 아는 거니까 그런 애들한

테서 정보를 얻고 저도 또 주고. (참여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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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너클이나 맥캔지, CP 컴퍼니 같은 외투는 가오용(과시용)이고 좀 

잘나가는 애들만 입어요. 저도 고1 때는 그런 집단에 속하고 싶어서 구매

했는데 지금은 팔아버렸어요. 지금 제가 입는 메종 키츠네나 아미 같은 

브랜드는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야기 나오는 브랜드니까 다들 

잘 모르고 그래서 제 만족으로 사는 거라 할 수 있죠. (참여자 M) 

 

2) 소셜 미디어 유행 동조와 인플루언서 모방 욕구 

 

소셜 미디어의 유행 동조는 또래 집단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과 ‘참여’ 

자체가 이미 유행이고, 이것이 청소년에게는 다소 압박으로 작용하는 환

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출발한다(심용출 & 신경미, 2017). 소셜 미디어에

서는 유사한 패션 스타일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특정 집단과의 친목 도모나 유명인과의 관계 형성 욕구는 제

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in, 2017).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에

서 우연으로 노출되는 명품 콘텐츠와 이를 착용한 인플루언서로부터 명

품 유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소비 행동을 모방하

려는 이면에는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명품을 실제 착용하고 홍보하는 연예인이나 또래 집단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의 스타일에 대한 모방 욕구가 청소년들이 명품 구

매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10대 인플루언서나 청소년 연령의 

아이돌, 고등학생 힙합 가수들이 매체 속에서 빈번하게 착용하고 등장하

는 명품과 이를 광고하는 청소년 콘텐츠의 영향도 받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 이미지를 계속 보다가 이제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명품을 좀 사야겠다는 식으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보면서 나도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야 할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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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처럼 입어보는 게 꼭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된 것 같은 느

낌? 명품 말고 화장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걸 다 따라 해

보는 거죠. 예쁘고 인기가 많으니까. (참여자 S) 

 

인스타그램에서는 알고리즘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노출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처음 셀럽들한테 협찬해서 제품을 

선보이거나 아니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구매하면 그걸 올리니까 저도 처

음 접하게 되고 점점 유행이나 최신 트렌드 흐름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3)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우려 

 

위와 같은 결과는 또래의 명품 소비에 동조하는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명품 선호 현상이나 관계한 어른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원만하게 따르고자 하는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여

자들이 최소한 하나의 명품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또래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본인만이 유행이라는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불안한 심리와 관련이 있었다. 

 

뭔가 명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

각하는 것 같아요. 명품이 없다고 하면 좀 이제 약간 얕잡아 보고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다 보면 저도 사고 싶게 되는 거죠. 다들 하

나씩 또 다들 명품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겠다. (참여자 K) 

 

저는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명품을 좀 명품답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그러고 밖에 나가면 누구든 간에 한 번씩 쳐다보죠. 말은 걸지 않

아도 저 사람 스타일 좋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느낌.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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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명품을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입기도 해서 더 구매하고 싶었고 주변에서 막 그런 거 입다 보니까 

저도 안 입을 수 없더라고요. 안 입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참여자 S) 

 

참여자들은 주로 호텔이나 백화점, 전시회, 혹은 명품을 사용하는 사

람이 많은 특정 장소에 방문할 때, 명품을 착용하는 것이 본인이 준거 

집단이나 방문 장소에 적합한 사람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또래 구성원

이나 인스타그램 상의 인물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과 관련되

며, 궁극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와도 관련된다(Stapleton et al., 

2017). 또래 집단에서는 명품의 사용뿐만 아니라 명품에 관한 최신 정

보나 동향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주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관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약간 호텔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명품 옷들이 좀 더 차

분하고 세련된 것 처럼 보이니까요. 저도 그 수준에 맞춰서 드레스 코드

를 입거나 할 때 명품이 필요한 거죠. (참여자 F) 

 

뒤처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도 그냥 너희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심리로 산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

에 맞게 옷을 입을 때는 확실히 명품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들의 집단 분위기에 맞춰서 명품을 사용하는 거죠. (참여자 D) 

 

명품을 꼭 입어야 하는 날이 있거든요. 어떤 장소에 놀러 가거나 친구

들 수준이랑 좀 비슷하게 입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명품을 입

고요. 명품이 확실히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입어서 어깨가 좀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참여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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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명품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인생 살면서 비싼 물건 하나

쯤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비싼 물건 사진이 하나 즈

음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자기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의 

수준이나 영향력을 그런 걸 보고 알아차릴 테니까요. (참여자 H) 

 

4) 자존감 유지와 자기 보호의 방법 

 

참여자들이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 방문 시에 명품을 사용하려는 이면

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인만 명품이 없을 경우 예측 불가한 부정적 

피드백을 얻게 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다. 청소년들

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품을 구매한다

고 응답했으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재화를 사용하며 소속감이라는 심리

적 안정을 느끼고자 명품 구매 경험을 또래 집단 혹은 소셜 미디어에 공

유하고 있었다. 이는 명품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징적 측면이 반영된 

소비 활동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 또한 암묵적으로 약속된 명품의 사회

적 기호를 소비하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lliott & Wattanasuwan, 1998).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랑 다른 느낌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명품

을 입어서 튀고 싶지 않아요. 옷이나 아이템 이런 것도 명품이면 무시

당하는 기분 자체를 느낄 확률이 낮아지니까 처음부터 그런 무시를 당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참여자 C) 

 

전 구찌 반지 사면서 스스로 약간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없던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이걸 끼

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소보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반지를 끼면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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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 입으면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막 굳이 맨날 막 학교에 입

고 가지는 않고요. 가끔 자존감이 떨어질 때 명품을 입으면 이게 좀 모

두가 가질 수 없는데 다들 좋아하는 걸 입었으니까 저 자체를 약간 보

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O) 

 

 

4. 명품 브랜드의 체험 요소와 쾌락 

 

경험 사회에서 명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구매 여정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여가 공간이나 체험과 같은 경험재

가 자신을 표현하고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Bronner 

& Hoog, 2018). 청소년들 또한 명품을 소유하는 것과는 별개로 명품의 

쇼핑 과정이나 팝업 스토어 방문과 같이 볼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만한 인증 사진을 기록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었다. 명품 구매라는 경험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와 

연결된 본인의 사진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즐거움이나 재미, 외모 만족

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 사이에서는 매력적인 명품을 실물로 

접하는 심미적이고 럭셔리한 경험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얻는 쾌락적 측

면이 명품 구매 동기의 한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고급 취향이 반영된 청소년의 여가 활동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과 외부 활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이에 참여자들에게 명품 브랜드와 관련된 이벤트 참여나 전시회, 

팝업 스토어, 명품 브랜드의 카페 방문 경험은 이들에게 고급 취향이 반

영된 여가 활동이자 또래와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

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명품 구매를 위한 여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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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자극을 얻는 경험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정서 환기에 도움이 된다는 Holmqvist et 

al.(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명품 브랜드의 매장 방문과 감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의 경험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기록하는 활동에 특히 열성

적이었다. 이는 Livingstone(2009)이 청소년들은 스타일화 된 그래픽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정을 심미적으로 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Z세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나 소셜 미디어에서 패션 브랜드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Parry and Battista(2019)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루이비통이 이제 뭔가 고급스럽고 남성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

서 매장가서 구경하는 것도 그 분위기에 취하면서 하나씩 예쁜 걸 구경하

면 엔도르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만의 

취미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참여자 W) 

 

명품 팝업 스토어나 패션쇼 같은 거 재밌거든요. 사진도 찍고 또 그 시

즌에만 볼 수 있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게 꾸며 놓은 장소에서 찍는 사

진은 딱 한 번이고 또 브랜드에서 만든 기프트도 주고요. (참여자 I) 

 

학원 뺑뺑이 인생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는 게 칙칙해요. 명품 구경하

는 이유가 예쁜 게 주변에 없어요. 근데 막 예쁜 옷 입은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 곳에 가니까 향수도 주고 팝업 스토어 줄 서는데도 구경할 게 

너무 많고 막 세상이 아름답고. 또 돈도 안 들잖아요. (참여자 S) 

 

친구랑 버버리 팝업 스토어에 가서 버버리 신제품도 입어 보고 버버리 

스티커 북도 받고 사진 찍고 카페도 갔어요. 그게 이제 노는 방법이 된 

거예요. 딱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카페인데 버버리 로고 찍힌 커피 두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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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디저트 한 개 먹었는데 4만 원 나오더라고요. 돈 아까웠죠. 그래도 좀 

특별한 경험이니까 언제 가보겠어라고 생각하고 사 먹은 거죠. (참여자 L) 

 

2) 명품 브랜드 경험을 인증하는 즐거움  

 

기존에는 명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이나 행복감이 명품 

구매의 주된 동기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명품 구매 과정에서 정서

가 환기되는 오락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브랜드와의 유희적 상호작용

으로부터 얻는 재미나 즐거움이 주된 구매 동기가 되기도 한다(Martin-

Consuegra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인스타

그램에 명품 브랜드에 관한 이미지나 경험재를 기록하는 활동이 명품 구

매 동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테가 베네타 행사가 예약제였는데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예약이 싹 

다 차버렸었거든요. 근데 알음알음 알아서 미친 듯이 예약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왔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면 성취감이랑 재미가 있

고 또 남들이 쉽게 못 가는 곳에 갔으니까 인스타 팔로우랑 ‘좋아요’ 버

튼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참여자 A) 

 

위와 같은 결과는 물질의 소유나 부의 과시라는 명품 구매 동기보다 

가상 공간에서 인스타그래머블한 순간을 기록하며 만족감이나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Michaelidou et al.(2021)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어디 명품 파티 갔다 왔다 이런 게시물이 

많고 애들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저 또한 그냥 노는 것보다 명품을 사는 

장소나 행사에 가서 게시물을 올리는 게 솔직히 방문 이유죠. (참여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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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가 베나타 전시회에서 한정판 가방을 샀어요. 가서 옷 보고 친구들

이랑 그런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가서 사진도 찍고 매장이 예쁘니

까. 그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나의 모습이 좋고 또 명품 매장에서 사진 

찍으면 일단 배경이 예뻐서 분위기 있게 나오니까 필수죠. (참여자 M) 

 

참여자 중 ‘소셜 미디어 기록’만을 목적으로 명품 매장이나 관련 장소

에 방문한다고 응답한 A나 E, S, M 참여자의 경우, 원하는 만큼 명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백화점 내 명품관이나 편집샵을 구경하는 것이 ‘대

리 만족’이나 ‘특별한 경험’이며, 현장에서 수집하는 심미적인 이미지들

은 참여자의 재미 충족이나 기분 전환이라는 감정적 측면과 연결되고 있

었다. 이는 럭셔리한 경험을 포스팅하는 활동이 심리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Duan and Dholakia(2017)연구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원하는 만큼 다 사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고 또 하나 

사면 질릴 수 있는데 구경하러 가서 사진으로 남기면 약간 간접 체험도 

되고 그게 명품 산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예쁜 사진으로 남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건 똑같거든요. (참여자 S) 

 

사실 사는 건 잠깐이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물건 사진보다 매장 사진도 

찍고 거기서 제 사진도 찍고. 아무튼 예쁜 거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

씩 인스타그램에 풀면 이목이 쏠리니까요. (참여자 E)  

 

따라서 과거 명품 구매 상황에서 얻는 소유의 즐거움과 쾌락적 측면은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일시적이고 특별한 명품의 경험재를 전시하는 

활동과 연결되어 더욱 극대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쾌락적 구

매 동기는 명품에 관한 럭셔리한 경험 공간을 자기 연출을 위해 적극적

으로 차용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기록하는 활동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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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 
 

 

기존에 타인의 인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랑 표현이나 권리 획득, 소

속감의 확인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이며(Honneth, 1992/2011), 외부의 

긍정적인 의견이나 표현 또한 인정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Rege & Telle, 2004). 또한 개인은 일상에서 개성이나 본인만의 특수

한 가치라는 구체적인 인정을 갈망하기도 한다(김정아, 2019). 본 절에

서는 청소년이 명품을 구매하는 심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내재

된 인정 욕구를 논의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참여자들이 명품 중에서도 희소가치가 강조되거나 더

욱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이면에는 본인의 외모 차별성을 더욱 극대화

하고자 하는 차별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래 집단 내부에서 명품 구

매에 대한 동조 심리는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명품 브랜

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합리적인 명품 구매 방식을 학습하고 있었

다. 그러나 유행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흔하지 않은 명품이나 소셜 미디

어에서만 일찍 유행하기 시작한 명품을 먼저 사용하며 ‘외모 차별성’이

나 ‘정보력’, ‘본인만의 스타일’, ‘개성’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런 반응보다 남들이 못 구하는 걸 방법을 찾아내서 

가졌을 때, 그래서 내가 달라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좋

더라고요. 그래서 디올 새들백을 산 것도 있거든요. 힘들게 구했어요.  

(참여자 J)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품을 사서 우연히 알아봐 주는 게 좋아요. 굳이 

말 안 했는데 뭐야 이거 이 브랜드 거였어? 이런 거. 그럼 훗 나의 진가

를 이제 알아봐 주는 군. 나의 아이템을 이제 알아봐 주는 군 싶죠.  

(참여자 A) 



 

92 

 

얘 뭔가 좀 그냥 청소년이랑은 다르다. 일반 보세 대신 명품을 착용해

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의 이미지를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O) 

 

제가 사실 중학생 때는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명품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옷을 잘 입는다고 평가받기 시작했는데 그런 칭찬

이 계속 명품으로 스타일을 구축하게 만든거죠. (참여자 I) 

 

여기에는 부의 과시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

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며, 타인의 인정은 추구하는 반면 거절은 

회피하려는 청소년의 거절 민감성이 동시에 발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오히려 명품으로 부를 과시하기보다 디자인만의 ‘특별함’과 

‘희소성의 가치’를 본인에게 투영하는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저는 전시회나 브랜드 팝업 스토어 아니면 브랜드 런칭하는 곳에 많이 

가니까 명품을 좀 명품 답게 개성과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해서 입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죠. 물론 말은 걸

지 않아도 저 사람 스타일 좋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느낌. (참여자 B) 

 

사람들이 관심을 줄 때 뿌듯하고 저를 좀 좋아하게 되었어요. 좀 특이

하고 좋은 명품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패션 리더처럼. (참여자 N) 

 

다음으로 명품의 구매 경로가 온라인 채널로 확대되면서 명품의 구매 

편의성이 청소년의 재테크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명품 구매와 이에 관한 소셜 미디어 정보를 사회 참여의 수단으로 활용

했으며, 여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독립된 소비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명품 

리셀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중고 거래, 혹은 재화의 교환으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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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과 동시에 판매자로 활동하며 명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 한정판 명품 구매에 응모하는 

래플이나 각종 할인 이벤트, 서포터즈와 같은 브랜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명품을 구매할 적당한 시기와 정보를 탐색하는 부지런함을 보

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인내심과 오랜 기다림으로 어렵게 획득한 명품, 

중고 거래나 아르바이트, 저축과 같이 본인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거쳐 

주체적인 자금 조달로 명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예쁘면서 재력을 뽐내니까 환장하죠. 민짜(미성년자)인데 돈이 많으면

서 일반 보세가 아니고 좀 특이한 명품으로 코디까지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기분이 완전 좋은거죠. (참여자 P)   

 

저는 스타일링해서 포스팅 할 때 명품 하나쯤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사요. 명품이 하나의 포인트니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번 능력으로 명품 걸치면서 산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칭찬들이 좋아요. (참여자 J)  

 

디올 구두 살 때만 해도 하루는 백화점 웨이팅해서 신어보고 또 인터넷

에서 가격 비교하고 어디가 가품을 파는 곳인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살 때는 할인 쿠폰을 밤 12시인가 막 뿌려요. 그래서 그거 

적용한 가격을 한번 보고 매장에서 샀을 때 포인트 적립이랑 비교해보고. 

아무튼 제 치밀함이랑 노력을 제 친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인정해줬어요. 

그때 좋았죠. 뭘 해도 대충 안 하는 게 바로 내 성격이다. (참여자 E)  

 

청소년 사이에서는 본인의 주체적인 경제 활동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것

이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얻는 위험성은 낮추고,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정당한 방식’으로 명품 구매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가 조성되어 있었다. 명품 구매 상황에서 일부는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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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하거나 학업 목표 달성과 같은 조건에 한해 부모님으로부터 

명품을 획득하는 또래들이 있는 만큼, 참여자들은 명품 구매 시 본인의 

의사 결정과 독립된 경제 활동을 ‘능력’으로 여겼으며, 이로부터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성년자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학생보다 경제 활동의 기회가 현저히 적고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노동보다 장기간 저축한 용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만큼, 본인

의 노력으로 명품을 획득한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관심을 일단 가져줬을 때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

서 열심히 해서 산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제 가방을 보고 되

게 예쁘다고 이야기를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산 거다 자랑

을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이 사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스스로 일단 자랑스

러운거죠. (참여자 T) 

  

 부모님이 사 주신 건 이제 부끄러워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도 못하잖아

요. 죽도록 노력해서 내가 이 비싼 걸 샀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죠. 나 이거 고생해서 샀다? 봐줘. (참여자 E) 

 

부모님이 명품 사주는 애들은 중학교 때나 인기 있지 지금은 왜 저러고 

살지 그런 느낌이라서. 본인이 벌어서 사는 게 오히려 애들이 부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내가 벌어서 샀다는 자부심이 있고 뿌듯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샀냐 물어보면 알바해서 샀다고 말해요. 그게 부모님이 사주신 건 

아니니까 난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참여자 K) 

 

세 번째로 청소년은 명품이 유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하려는 자기 보호의 동기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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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또래 집단과 소셜 미디어로부터 유행을 

파악하고 이에 동조하며,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얻으며 사회적 소속감

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었다. 주로 명품을 사용하며 사교 활

동에 원만하게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와 본인이 잘 융화되고 있음을 

확인받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명품을 사용하며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를 쉽게 얻는 유명인의 소비 행동

을 모방하려는 욕구로 연결되고 있었다.  

 

인싸라는 걸 보여주는 건 사실 남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저도 몸담고 

있는 거잖아요. 막 유행 이야기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쭈구리 같아 보

이는 거처럼 명품을 다들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있으면 유치하지만 

그 이야기에 인싸처럼 끼는거죠. (참여자 V)  

 

*인싸: 인사이더(insider)의 줄임말, 잘 놀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 이야기하면 거기서 대표되는 제품 번호나 명칭이 

줄줄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걸 나도 좀 알아서 너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대화에 잘 끼인다고 해야 하나? 비슷한 관심사니까 대화

가 통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 같은 거죠. (참여자 S)  

 

참여자들은 ‘유행을 잘 알거나 노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성공한 사람’은 매력적이고 사회적인 관심 또한 뜨겁

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비 행동을 모방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

거나 위와 같은 준거 집단으로부터 얻는 피드백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

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본인의 현재 위치와 상

황을 비교하고 인정을 얻는 인물의 범위를 소셜 미디어의 불특정 타인이

나 성인 소비자의 차원으로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96 

 

이제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디 명품 브랜드의 뮤즈가 됐다. 이런 말

도 많이 듣고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 다들 명품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이게 또 새로 나왔구나 더 잘 알게 되면

서 그 사람들처럼 입고 비슷한 반응을 얻고 싶은 거죠. (참여자 O) 

 

나아가 명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를 먼저 체험하고 기록하는 쾌락적 동기에도 인정 욕구가 

내재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명품 관련 장소나 이에 

관한 경험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단시간에 주목을 얻거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장소를 

먼저 방문하고 인증하는 활동에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로부터 

유행을 선두에서 혹은 적절하게 따라가고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었다.  

 

보테가 베네타 전시를 제가 먼저 갔다가 다른 애들도 간다고 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서도 연락 엄청나게 오고 

뿌듯했죠. 조회수도 제일 많아요 그 게시물이. (참여자 A)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주목받고 인기가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다들 티

를 안 내는데 제가 간 곳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가 봐도 저

를 따라간 듯한 상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얘가 내 게시물을 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절 따라하는 걸 즐기는 것도 있죠. (참여자 O) 

 

제가 간 곳 어디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뒤에 배경이 예뻐서.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맞 팔로우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곳에 내가 갔구나.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유행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받을 때 약간 우월감 같은 거죠. (참여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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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과 인정 욕구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함께 살펴본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 분석을 진

행하여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명품 포스팅 활동

으로 얻는 타인의 피드백이나 반응 경험을 조사하여 청소년이 명품 포스

팅을 통해 충족하는 인정 욕구는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1. 명품 포스팅의 유형 

 

먼저 연구에서는 명품 포스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의 게시

물은 텍스트보다는 현저하게 이미지나 은유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간결한 

맥락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사진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명품에 관한 게시물 유형은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대표 사례와 세부 

내용을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명품을 착용한 전신이나 셀피 게시물이 60장으로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기에는 명품을 사용하여 스타일링 방법을 제안

하는 게시물이나 셀피, 패션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인기 콘텐츠가 되거나 특정 브랜드의 공식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공유될 경우, 이를 다시 본인이 스크랩하여 포스팅하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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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명품 포스팅의 유형 (N=163) 

대 

표  

 

게 

시 

물 

명품 착장 및 셀피 (60) 

[그림 1] 

 

ㅇㅇㅇ 

[그림 

[그림  

명품 구매 인증 (56) 

[그림 2] 

 

 

 

 

     
세 

부 

내 

용 

∙명품을 착용한 셀피 

∙명품으로 전신을 코디한 게시물 

∙타 계정의 본인 게시물 재인증 

∙구매한 명품의 실물 게시물  

∙정품임을 증명하는 각종 이미지  

(주문서, 영수증, 보증서, 쇼핑백, 구매처)  

대 

표  

 

게 

시 

물 

명품 매장 방문 및 쇼핑 인증 (14) 

[그림 3] 

 

명품 관련 체험 참여 인증 (14) 

[그림 4] 

 

 

 
     

세 

부 

내 

용 

∙명품 쇼핑 과정 실시간 인증 

∙매장 방문과 현장 구매 인증 

(매장 내부, 진열대, 입구, 쇼윈도,  

파사드, 로고 배경의 게시물) 

∙일정 기간 운영되는 명품 브랜드의  

공간 및 장소 방문 

(전시, 팝업 스토어, 여가 공간 등) 

∙이벤트 참여 및 체험 인증 

대 

표  

 

게 

시 

물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 인용 (11) 

[그림 5] 

 

명품을 보관하는 방식과 공간 (8) 

[그림 6] 

 

      
세 

부 

내 

용 

∙명품 브랜드의 로고, 오브제,  

네임 택을 활용한 게시물 

∙명품 브랜드의 철학이나 문구를  

인용한 게시물 

∙명품을 진열해놓은 사적 공간에 

 관한 게시물    

∙명품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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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명품을 구매한 후 명품만을 돋보이게 촬영하거나 

명품 브랜드의 분위기를 고려한 연출 게시물이 56개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명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시물도 상당수 있었다. 

명품 쇼핑을 목적으로 매장 방문을 인증한 게시물이 14개 있었으며, 명

품 브랜드의 전시나 팝업 스토어, 브랜드의 여가 공간인 카페와 같이 일

시적으로 마련된 장소 방문을 인증한 게시물이 동일하게 1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명품의 실물이 아닌 브랜드의 로고나 네임 텍, 상

자, 쇼핑백과 같은 구성품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창의적으로 편집하거나 

명품의 이미지에 본인의 심리 상태나 해석이 필요한 문구를 삽입한 게시

물이 11개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사적 공간에서 명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증한 게시물이 8개로 집계되었다. 

 

 

2.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은 김선아와 송지성(2015), Djafarova and 

Trofimenko(2019)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분석 연구를 참조하였다. 선행

연구의 게시물 분석 기준을 따라 참여자들에게 사진 촬영 과정과 텍스트 

작성 과정, 피드 진열 및 관리 방식, 이모티콘 사용 유무, 이미지 보정 

및 편집, 해시태그(지오태그) 사용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20~30대의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포스팅 활동을 살펴본 Djafarova 

and Trofimenko(2019)는 소셜 미디어 활동 경험에서 연구 결과와 연

결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참여자의 응답으로부터 도출하여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참여자들의 명품 포스팅 활동 과정에서 특성으

로 드러난 주요 응답을 키워드로 정리하였고, 결과를 <표 7>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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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명품 포스팅 활동 특성의 키워드 도출  

 

*괄호 안의 알파벳은 참여자를 의미함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은 크게 피드 운영 방식과 이미지 

편집 활동으로 구분되었으며, 대표 예시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의 명품 포스팅 활동에는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 얻기, ‘공

감 얻기’, ‘계정 유입 증가’와 ‘인기’, 그리고 이를 통해 타인의 ‘모방의 



 

101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명품 포스팅은 일반 게시

물과 비교했을 때 주변인의 호응도가 현저하게 높으며 ‘좋아요’ 버튼의 

개수에도 차이가 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명품 포스팅 활동

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게시물과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은 의

도를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표 8]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포스팅 

활동 특성 

 

피드 운영 방식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해시태그  

사용 전략 

  

∙명품 관련 해시태그 과다 사용  

(브랜드 명, 유행 키워드, 인기 검색어 등)  

∙구매 장소를 인증하는 지오태그  

(백화점, 브랜드 명, 로드 샵 명칭 태그) 

∙패션 및 소통 관련 해시태그로 유사한 취향의 이용자 모으기 

∙게시물과 관련 없는 유행 키워드 탐색과 사용  

 

부정적  

피드백을  

고려한  

별도의 공간 

운영 

  

∙명품 전시를 위한 스토리 피드 운영  

(명칭: shopping, healing, 취미 등) 

∙명품 포스팅을 위한 부계정 운영  

∙명품 게시물에 익명의 질문받기(ask) 기능 사용 

포스팅 

활동 특성 

 

이미지 편집 활동 



 

102 

 

 

분위기 

연출과 피드 

차별화에  

사용되는 

명품  

이미지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게시물 디자인  

(포즈, 배경 및 장소, 스타일, 글씨체, 음악, 이모티콘, 스티커 사용 등)  

∙고급스러운 피드 구성을 위한 색감과 분위기 연출  

(게시물 재배치, 색감 보정, 필터 기능 사용) 

 

정품 구매  

능력이  

반영된  

명품 구매  

인증  

 

  

∙명품 쇼핑 과정의 실시간 인증 

∙정품임을 인증하는 자료 활용  

(보증서, 영수증, 고유 번호, 종이 상자 등) 

∙명품 구매를 위한 현금 다발이나 계좌 인증 

 

1)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해시태그 사용 전략 

 

첫 번째로 참여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포스팅 활동의 특

성은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시태그나 지오태그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Nemoto and Fujimoto(2019)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에서 타인의 관심을 추구하는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연구에서는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행동 양식으로 ‘해시태그의 

남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링크를 첨부’하는 행동을 꼽았다. 청소

년들 또한 주로 구매한 명품 브랜드의 명칭이나 구매 장소, 패션 스타일

을 취급하는 계정을 최소 1개에서 10개 이상 태그하고 있었다. 여기에

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브랜드 명칭을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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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라는 이유로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해시태그에는 #청소년 패션이나 #고등학생 ootd, #데일

리룩, #명품 코디, #20대 패션 추천, #30대 패션 추천, #대학생 코디, #

패션스타그램과 같은 키워드가 활용되었으며 여러 연령대를 함께 해시태

그 하여 불특정 타인에게 본인의 게시물을 노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

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맞팔로우, #선팔

로우, #좋아요 반사, #협찬 환영과 같은 개방적인 태도를 해시태그에 반

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명품 구매를 위해 방문한 장소나 현재 위치를 

명시적으로 노출하는 지오태그를 사용하여 명품의 구매 과정이나 흥분되

는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시물도 다수 업로드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참여자들은 해시태그를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이나 ‘나를 

알리는 방법’,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와 같은 이

유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이 유행하는 스타일에 관한 

해시태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동은 명품 게시물로 불특정 타인의 주

목을 받거나 본인의 피드 노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브랜드를 태그하면 자기네 스토리나 공식 홈페이지에 제 사진을 게시하

거나 제 게시물에 가끔 ‘좋아요’를 눌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보는 거죠. 저의 노출도 높아지고. (참여자 L) 

 

명품으로 뜨는 해시태그가 그때마다 있어요. 남이 잘 안 쓰는 거 계속 

검색하다보면 #명품 구매나 착용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명품 

누구누구 식으로 쓸 때 제 게시물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참여자 J) 

 

초기에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된 소셜 미디어 활동은 어느 순간에 외부

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댓글 수와 같은 피드백을 우선 고려하는 타인 중

심적인 활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Meeus et al., 2019). 청소년 사이에서

도 다소 타인의 반응과 관심 정도를 고려하는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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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참여자가 인스타그램의 

요약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Insight)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

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인기 검색어나 외부 이용자의 유입량을 높

일 수 있는 해시태그를 조사하고 본인의 게시물에 적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좋아요’ 수랑 팔로워 수를 늘려야 되니까 명품이어도 해시태

그에 #패션스타그램 해놓고 #패션 추천이나 #남친 룩 이런 거 연관되는 

키워드를 그냥 막 넣어요. 팔로워 수 늘리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내가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참여자 H)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명

품 관련해서 떠오르는 해시태그를 인사이트로 조사해서 사용하거나 계속 

인스타 유행을 키워드로 뽑아서 저의 스타일에 적용하는 거죠. (참여자 J) 

 

*인사이트: 인스타그램 계정 전체에 대한 요약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 

 

인사이트 통계 보면 확실히 해시태그를 뭘 쓰냐에 따라 유입량에 차이

가 나요. 명품이어도 #디스 이즈 네버 댓처럼 요즘 인기 있는 일반 브랜

드를 같이 태그하면 확실히 게시물 노출이 더 잘되는 것 같고. (참여자 Q) 

 

2) 부정적 피드백을 고려한 별도의 공간 운영 

 

두 번째 특성은 참여자 대부분이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자신의 

이미지가 명품 게시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인스타

그램 내에서도 명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이

다. 피드의 주제가 지나치게 명품에 국한될 경우, 참여자 A, B, F, I, L, 

T, U에 해당하는 7명이 명품 구매를 인증하는 ‘스토리 피드’를 별도로 

활성화해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C, D, L, M, P, R, T, V, Z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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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명 또한 명품 포스팅을 위한 계정과 비공개로 운영하는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명품 외의 게시물을 올리는 부계정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업로드할 

수 없는 사진’이나 ‘현실의 본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게시물이 포스팅된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개 계정에는 명품 게시물의 중복을 피하고자 

엄선된 명품 이미지만이 업로드 되었지만, 부계정에는 명품의 비교 과

정이나 구매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각 자료나 텍스트와 함께 

첨부되었으며, 이외에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나 꾸미지 않은 모습, 청소

년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게시물이 포스팅되고 있었다.  

 

명품 관련 게시물은 일부는 공개이고 일부는 비공개이거나 저의 부계정

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제가 산 걸 보고 돈 자랑하거나 금수저

라고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부터 피드 분위기가 그렇게 되

니까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올

리게 된 거예요. (참여자 C) 

 

사람들이 보는 계정에는 좀 예쁜 것만 딱 추려서 올리고 싶어요. 인스

타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안 꾸미는 제 모

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학원 갈 때 초라한 모습 같은 거. (참여자 Z) 

 

공개 계정과 부계정을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참여자의 경우, 부계

정에서는 청소년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거나 명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

는 현실적인 모습과는 달리, 공개 계정에서는 반복적인 명품 게시물로 

인해 본인의 고급 취향이나 어른스러운 분위기,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이

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피드의 분위기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기

대치나 반응을 고려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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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명품 하이엔드 의류를 많이 다루고 취급을 하는 사람으로 

영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

에요? 그래서 공개 계정에서는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명품을 많이 사

고 많이 입고 올리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활동할 것 같아요. (참여자 B) 

 

명품의 여러 아이템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제가 입은 아이템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해서 반응을 얻으면 자기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컬렉션 나오면 또 사서 게시물로 올리면 좋겠다 싶고. (참여자 J) 

 

혹은 매번 동일한 명품을 착용하고 중복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주

변인에게 본인이 매력이나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응답을 통해 참

여자들이 인스타그램의 명품 포스팅으로 형성되는 본인의 이미지를 현실

에서의 교우 관계 유지나 평판을 관리하는 활동의 연장선으로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살 때마다 울리면 너무 막 명품 밝히는 애처럼 보일까 봐 

계속 올리면 또 학교 애들이 돈 자랑한다는 식으로 기분 나쁜 질문을 보

낼까 봐. 그래서 애들이 많이 없을 만한 명품 샀을때만 가끔 올려요. 좀 

게시물 수를 조절해야겠다는 생각.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참여자 Y) 

 

너무 똑같은 명품은 안 올려요. 차라리 안 들고 찍고 말지. 너무 겹치

면 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친구들이 얘는 이 구찌 가방 하나

밖에 없나보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안 올리게 된 거죠. (참여자 D) 

 

3) 분위기 연출과 피드 차별화에 사용되는 명품 이미지 

 

세 번째는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나 로고, 색감, 슬로

건, 디자이너 명언, 철학과 같은 문구를 인용하여 이를 차별화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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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출에 동원하는 특성이다. Bronner and Hogg(2018)에 따르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는 재화를 소유하는 부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속성보다 비물질적인 대상이나 경험에 관한 이미지에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피드 디자인으로 주목성을 높이고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

고자 명품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한편, 이와는 반

대로 명품임을 유추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사진 자료나 문구를 간접적으

로 인용하는 등 저마다 창의성인 게시물을 제작하고 있었다. 명품을 촬

영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은 타인이 본인의 게시물을 통해 명품이거나 정

품임을 바로 연상할 수 있도록 명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장소 물색이나 

배경 고려, 포즈 설정, 보정 기능을 더해 수준 높은 게시물을 연출하고

자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피드를 구성할 때 샤넬을 배경으로 나 샤넬을 다녀왔다. 이런 걸 업로

드하면 한마디로 있어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은근히 피드를 고급스럽게 

만들면서 약간 저를 인싸로 만드는 거라 그런 이미지를 써요. (참여자 O) 

 

피드 관리하고 당연히 노력하죠. 명품을 꾸준히 올리고 해시태그 하고

요. 브랜드 태그하고 사진 퀄리티 높이려면 장소도 중요하고 예쁜 데 가

던지 좀 그 룩이랑 잘 맞는 곳을 일부러 검색해요. 루이비통 찍을 때 일

부러 강 이랑 호수 있는 카페 간 거예요. 집에서 안성이 거의 2시간 30

분인데 친구들이랑 노는 김에 만 따리(팔로워 만 명 단위) 한 번 진짜 

좀 해보자 싶어서. 주변 친구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참여자 I) 

 

명품을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놓고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정품으로 

보고 방문하겠어요? 그래서 배경을 종이 가방이랑 구성품 깔아 놓고 예쁘

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피드가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그 

에르메스의 급에 맞게 사진을 신경 쓰는 거죠. (참여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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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품 구매 능력이 반영된 명품 구매 인증 

 

마지막은 명품의 진위를 인증하는 게시물을 명품 구매 후 의례적인 인

스타그램 기록으로 남긴다는 특성이다. 여기에는 명품 구매처와 보증서, 

영수증, 구매 상자, 종이 가방과 같이 전형적으로 명품의 이미지를 구성

하기 위해 동원되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가품

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 여겼다. 주로 구매 직

후 특정 장소나 공간을 배경으로 명품 구매를 ‘인증’하는 행위까지를 실

제로 명품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최종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무리는 인증 사진이다라는 국 룰(국민 규칙). 이 명품이 정품이고 어

떻게 구매했는지를 게시물에 다 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명품 상자

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국 룰이니까. 그리고 그 기록은 영원하니까.   

(참여자 V) 

 

기계적이고 습관같이 된 거죠. 브랜드 명칭은 틀리면 무식자 같고 누군

가는 분명히 한 소리 할 테니까 인터넷에서 한 번 더 검색해서 올리고 

또 가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줄 때는 매장 사진만 한 게 없으니까 구매

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린다는 느낌으로. (참여자 E)  

 

보통 샀던 명품 하나하나 그리고 아이템 샀던 것들 전부 매장에서 사진

을 먼저 찍고 또 바로 집에 와서 전용 천 깔아 놓고 거기에 사진 하나 찍

고 구매 장소랑 뭐 샀는지 태그하고 오늘 나는 이걸 샀다라는 걸 알려주

고 확인하는 느낌. 입는 거랑은 또 다른 만족감이 있죠. (참여자 L) 

 

반면에 또래 사이에서는 명품의 중고 거래나 교환 거래보다 백화점에

서 본인의 돈으로 새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더욱 멋있거나 특별한 능력

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명품 포스팅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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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가품을 구매하는 또래와는 차별된 본인의 명

품 구매 방식에서 오는 자부심을 포스팅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정정당당하게 샀다. 이런 걸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정식 루트로 전액을 다 지불하고 샀다. 명품 충은 중고 나라에서 돌려 입

으니까 그런 거랑 나는 좀 다르게 백화점에서 당당하게 샀다. (참여자 M) 

 

저는 항상 정품인 걸 인증하려고 해요. 이렇게 짭(가짜)을 사는 애들이

랑 나는 다르다는 걸 인증하는 거에요. 얘는 막 고등학생이 돈도 없으면

서 이런 걸 사냐 다 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체를 그렇게 느

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애초에 완전히 방지하는 거죠. 일상에서는 굳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지만 인스타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꼭 기록으로 다 남겨요. (참여자 T) 

 

애들한테 말하면 속으로 자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인스타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올리는 거고 내가 민짜(미성년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요. 그래서 인증하는 게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 하나인 거고. (참여자 V)  

  

특히 위와 같은 활동 특성에는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

소년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었다. 본인이 구매한 명품이 정품임을 

인증하는 포스팅 활동에는 ‘가품’이나 ‘중고 거래’, ‘부모님을 통해 구매

한 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반영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매한 명품을 습관적으로 촬영하여 게시하거나 정

보 전달에 그치는 포스팅 활동에 다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결과

적으로 이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

지하거나 차단하려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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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한 인정 욕구 충족 
 

 

2절에서는 청소년의 인정 욕구가 어떻게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해 충

족되는지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의 응답을 범주화 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 9] 명품 포스팅을 통한 인정 욕구 충족 분석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에 대한 인정 

차별화된 스타일 게시물로 얻는 주목과 관심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 

직접 제작한 명품 게시물의 가치와 영향력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 

명품 포스팅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확장 

또래 집단에서 재평가되는 나의 인스타그램 정체성 

비슷한 패션 취향을 가진 팔로워들의 추종 

 

부의 과시와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 

개념과 능력을 고루 갖춘 Young & Rich 

어른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청소년 

 

연구를 통해 8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절은 청소년의 인정 욕구 충족을 3개의 상위 범주인 ‘패션 감각과 특별

한 안목에 대한 인정’,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 ‘부의 과시

와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이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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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에 대한 인정   
 

소셜 미디어에서는 본인만의 특별한 정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극대화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만

의 차별된 패션 스타일이나 외모 개성, 독특한 취향을 타인에게 알리고

자 명품 포스팅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게시물에 반응하는 대상은 또

래 친구나 불특정 타인, 명품 브랜드, 유명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다

양했으며 이들로부터 관심을 얻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으며 기쁨이나 

재미, 성취감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얻는 관심이나 인기는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 지

표가 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사회적 인기를 가

늠하는 기준이 된다(McCrae et al., 2017). 참여자들은 명품 포스팅에 

달리는 댓글이나 메시지, 팔로워 수의 증가와 같은 전반적인 관심 정도

가 본인이 유행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근거이며, 사회성 

좋은 이미지를 피력할 수 있고 이는 취업 스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응

답하였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 정도가 교우 

관계에서 선도력을 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

년들은 인스타그램의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매력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

는 공적인 디지털 자아를 만들고, 이를 주제 삼아 오프라인의 대인 관계

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취업하려고 하면 인스타 팔로우 수를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취업해야 하는 걱정 때문에 일단 팔로우를 모아야 하거든요.   

(참여자 A) 

 

명품을 입고 해시 태그를 했을 때 브랜드에서 저를 리그램을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피드를 올렸을 때 그분들이 이제 스토리로 리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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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 제가 브랜드 홍보에 쓰일 만한 스타일링을 했다는 거니까 좋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시대니까. (참여자 B) 

 

*리그램: 다른 사람이 나의 계정 출처를 밝히고 본인의 계정에 게시글을 다시  

업로드하는 활동 

 

유명해질 수 있다. 유명해지면 이제 협찬 같은 것도 받고 이벤트 같은 

것도 주도하고요.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팔로워 수

를 나열해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래플 이벤트 참여할 때도 영향을 

주니까 팔로워 수가 중요한 거죠. 게시물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요. 몇 

명이 조회를 눌렀고 몇 명이 게시물을 조회했는지. 근데 명품 관련 게시

물 조회 수가 유난히 높은 거예요. (참여자 H) 

 

오히려 제가 산 명품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진만 

보고 갑자기 애들 관심이 폭발한 거예요. 세상 평범한 애가 막 대학생 

아이템 샀다고요. 관심받는 그런 게 좋았죠. (참여자 S)   

 

참여자 대부분이 명품 포스팅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이유는 비록 인스타그램에서 얻는 관심은 느슨한 인맥 관계

에 기반해 있으나 이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역량을 알릴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

인하기 위해 타인의 호의나 인기 정도를 보여주는 ‘좋아요’ 버튼의 개수

와 댓글 활성화 정도, 팔로워 수치를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는다는 Sciare et al.(2021)연구와 일치한다. 이에 게시물의 종류에 따

른 타인의 반응 차이는 참여자들이 피드 일관성 유지하거나 후속 게시물

의 수준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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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화된 스타일 게시물로 얻는 주목과 관심 

  

성인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특정 브랜드나 명품을 명시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과시 행동으로 인식하여 이를 기피한다. 더불어 명품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게시물은 본인을 개성 없어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세련되지 못한 패션 취향’으로 여겨진다(김희영 &하지수, 2020).  

반면에 청소년은 명품 게시물을 주로 희소가치가 반영된 특별한 게시

물이라 표현하거나 개성 있는, 취향 반영, 독특함, 차별, 분위기, 느낌, 

감성과 같은 형용사적 표현과 연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명품 포

스팅 활동으로 남들보다 먼저 유행하는 대상을 알아보고 소비할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차별화된 스타일이나 감각적인 게시

물 편집 능력으로 일시적인 주목과 관심을 얻고 있었다.  

 

저는 원래 남들이 많이 안 쓰고 약간 일찍 명품을 사서 업로드하는 걸 

많이 신경 써요. 막 명품을 사서 입은 게 아니라 명품인데 좀 특이하고 

예쁘고 그런 걸 매치도 잘했네 이런 댓글이 기분 좋아요. 유행이지만 굉

장히 먼저 선두에서 입고 그 명품이 확 대중적으로 유행하면 다시 또 되

팔거나 잘 안 입고 새로운 명품을 사고 이런 거죠. (참여자 B) 

 

되게 예쁜 거 쏙쏙 골라서 잘 산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진짜 

약간 너한테 찰떡인 거 잘 샀네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보세 

샀을 때는 듣기 힘든 말이고요. 친구들이 그 디자인 그냥 지나쳤을 때는 

예쁘다고 생각 못 했는데 너 산 거 보니까 예쁘다는 이런 말을 메시지로 

보내줬을 때 기분 아주 좋았죠. (참여자 C) 

  

참여자들은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을 본인의 스타일로 흡수하거나 명품

브랜드의 화보처럼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촬영한 듯한 수준 높은 게시물 제작을 목표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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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즈와 연출 방식을 고민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과

는 달리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본인의 개성과 연결하며, 

명품이 가미된 스타일이 차별화된 청소년 이미지를 만들고 이로부터 관

심을 얻어 인정 욕구를 해소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명품으로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을 강조한 사례 

  

 

 
참여자 L 

명품 브랜드 로고를 몸에  

각인한 이미지 

참여자 J 

피드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조된 게시물 

 참여자 Q 

무스너클 브랜드의  

컨셉을 반영한 이미지 

 

주로 무스너클 패딩이 잘 보이게 옷 위주로 찍은 것 같고 찍을 때 인스

타에 뭐라고 올릴지 어떤 해시태그를 달지 생각하고 계산했거든요. #무스

너클을 태그해야겠다. 무스너클에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뿌듯했어요. 현실

에서 무스너클 옷 입으면 양아치니 급식 충(蟲)이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인스타그램에서는 486명한테 좋다는 소리 듣는 거랑 똑같

잖아요. 더 빠르고 쉽게 나를 많이 알릴 수 있고. (참여자 Q) 

 

정말 제 외모가 예쁜 편이 아닌데 매력 있다고 반응할 때 좋죠. 명품을 

쓸 때 조금 더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옷을 

찾고 있는데 남들이 안 쓰는 명품이 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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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연예인을 볼 때 뭔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닿는 위화감이 

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유행보다 먼저 산 명품을 입고 게시물에 다른 

애들의 이미지랑 나는 좀 다르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참여자 O) 

 

Livingstone(2009)은 청소년이 스타일을 강조하는 편집 활동으로 본

인의 계정을 심미적으로 구성하는 일에 특히 적극적이라고 보았다. 오늘

날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다양한 편집 기능으로 자신을 명품의 스토리텔

링을 위한 물질적인 몸으로 만들며, 이는 더욱 매력적인 외적 모습을 연

출함으로써 개인-타인-브랜드 간 유희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Wach- 

enfeldt, 2021).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이 명품 중의 명품 즉, 인기나 시선을 끌 수 있

는 특별한 명품을 선별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편집하여 포스팅 함으로써 

피드의 차별성이나 독특한 분위기를 과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참여

자 L, M, N, O, Q, T는 명품을 착용한 본인의 모습에 감성적인 글귀나 브

랜드 철학, 슬로건과 같은 문구를 함께 삽입하여 피드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했으며, 이를 감상하는 타인으로부터 편집 능력이나 독창적인 표현 

방식, 특별한 피드 디자인을 주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다. 

 

명품이니까 제 피드가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감

각이나 올리는 센스 같은 걸 자랑할 수 있고. ‘좋아요’ 수 보면 예뻐서 좋

아요 누른 걸 테니까 나의 디자인 감각이 먹히네 이런 생각. (참여자 Y) 

 

제가 피드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또 사진을 막 6분할까지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요. 친한 친구들이 반응을 엄청나

게 해줬어요. 진짜 예쁘다, 천재다, 잘했다, 뿌듯했죠. 저 스스로 다시 봐

도 잘 찍었고 좀 독창적이기도 해요. 노력하는 건 힘든데 이렇게 결과물

을 봐 달라고 올리고 그걸 인정받고 나면 뿌듯한 거죠.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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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 

 

한편 참여자들에게 명품 포스팅이란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유행하

는 명품을 먼저 사용해보거나 본인의 스타일로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가 될 수 있는 빠르고 확실

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오피니언 리더란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데(Rogers & Cartano, 1962), 이들은 특정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넓은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특

징이 있다(Goldenberg et al., 2006). 청소년 사이에서 명품 포스팅으로 

얻는 인기나 타인의 관심은 대인 관계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

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유행을 주도하거나 전

파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객관적인 

팔로워의 수치나 실질적인 유명세와는 별개로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존

재감을 자기중심적으로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또래나 불

특정 타인이 본인의 스타일이나 행동을 모방한 경험에 비추어 심리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명품을 쓰면서 너희랑은 다른 방식으로 꾸민다는 걸 제 피드를 

보는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죠. 왜냐면 저를 가끔 따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흐뭇하면서 좀 으쓱해요. (참여자 E) 

 

이 시계 완전 처음 보는 제품인데 특이하네요, 예쁘네요, 어디 건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정보 좀 알려주세요 같은 문의들이 있어요. 아니면 

명품으로 코디한 게시물에 코디 잘하셨네요 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참고해서 따라 하려는 건 약간 뿌듯하면서 나의 패션 센스를 인정해주는 

느낌? (참여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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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요청으로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명품이랑 같이 입은 일반 

바지가 무슨 제품인지 이런 거. 어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명품 

입은 게시물만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 답변해 

드렸죠. 확실히 일반 옷 입었을 때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명품을 막 더 사서 스타일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참여자 Q) 

 

인스타그램에 남들 옷 입은 거 모아서 올려놓는 패션 계정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웃 핏 배틀 코리아라고 스타일로 대결하는 이벤트인데 

거기에 제가 루이비통 가방이랑 루이비통 옷으로 스타일링 한 사진이 

올라가서 한 번에 팔로워를 3~400명 얻었어요. (참여자 I) 

 

참여자들은 게시물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이나 패션 

커뮤니티 태그, 혹은 #맞팔 환영(맞팔로우 환영), #좋반(좋아요 반사), 

#패션스타그램과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할 경우, 명품이라는 유사한 

관심사나 취향을 가진 인물과의 접점을 형성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명품 포스팅 활동만을 통해서도 여러 

인물로부터 관심을 얻거나 취향 기반의 온라인 공동체에서 본인의 

영향력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식으로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접 제작한 명품 게시물의 가치와 영향력 

 

나아가 참여자들은 직접 제작한 게시물이 <그림 8>과 같이 소셜 

미디어상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나 유용한 콘텐츠가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때 얻는 게시물의 영향력을 본인에 대한 인정과 연결 짓고 

있었다. 명품 포스팅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해온 참여자들의 경우, 

본인의 패션 스타일이나 명품을 촬영한 게시물, 셀피, 명품과 관련된 

행사를 방문한 게시물 수가 피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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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일부 참여자는 공식적인 브랜드 계정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패션 커뮤니티 계정에 본인의 명품 게시물이 참고 자료나 스타일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유된 경험이 있었다. 게시물이 공개적인 

피드백을 얻으며 확산될 때, 평범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하루 피드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림 8] 명품 포스팅이 유명 콘텐츠로 확산되는 사례 

   
참여자 B 

패션 관련 온라인  

콘테스트 진출 

참여자 J 

유명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소개된 게시물  

참여자 I 

패션 관련 계정의  

공식 게시물로 활용 

 

인기 콘텐츠가 된 게시물의 댓글에는 ‘패션 감각에 대한 칭찬’이나 

‘외모 칭찬’, ‘개성에 대한 인정’, ‘유명인에 대한 동경’과 같은 언어적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사례는 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참여자 B, Q, J 외에도 천만 단위인 H, I, M, N, 그리고 천만 

이하의 A, L, O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이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명품 포스팅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에서 전문적인 

정보가 되어 또래 집단이나 불특정 타인, 패션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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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본인의 명품 스타일링 

방법을 참조하여 모방하는 이용자가 생기거나 먼저 방문한 브랜드 관련 

장소에 재방문하는 사례, 그리고 참여자의 것과 유사한 명품을 모방 

소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얻으며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직접적인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거나 

타인의 모방이라는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의 명품 포스팅을 시작으로 본인의 

게시물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을 거쳐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이는 비언어적 피드백에 가깝지만 

본인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동일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브랜드 옷을 입고 좀 감성 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계정에서 그걸 

퍼 간 적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가 너 여기도 떴다고 알려줘서 제가 찍은 

사진이 여러 곳에 공유되니까 뿌듯하고 신기했죠. (참여자 S) 

 

명품 다루는 공식 계정에서 명품을 예쁘게 입는다, 되게 예쁜 아이템들 

다 잘 사신다, 안목 높다 이런 반응 메시지로 많이 받고요. 인스타그램 

말고 짱구 대디라고 패션 분야에서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패션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제 스타일이 몇 번 논의된 적 

있거든요. 다 잘 입는다고 인정받으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참여자 I) 

 

해외 사이트에서 래플 응모할 때 방법 알려주면 와 뭐지? 하는 

반응이고 꿀 팁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외국 사이트 래플은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그런 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제가 먼저 보고 알려주고 

구매하는 방식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처럼 공유가 되고요.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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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 
 

1) 명품 포스팅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확장 

 

한편 청소년들이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인식하는 인물의 범위는 인스타그램에서 불특정 타인이나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와 같이 다양했으며, 또래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피드백을 얻으며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아가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연예인이나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소통 기회를 얻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무스너클을 정석대로 입었을 때 한 번 패션 관련된 게시물 피드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패션 그룹 하나랑 브랜드 계정에서 제 사진을 

좋아해주고 공유해서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요’ 몇백 개씩 얻었고. 

그래 무스너클은 이렇게 입는 거지, 무스너클은 이렇게 입는 게 정석이다, 

진짜 코디 잘하셨네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양아치처럼 입지 않구나 

좀 잘 입는 편이구나 하면서 만족감이 상승했죠. (참여자 L) 

 

진짜 기분 좋았을 때가 랩하는 가수 빈지노가 제가 올린 명품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준 거니까 정말 

좋았죠. (참여자 M) 

 

위와 같은 청소년의 경험은 매체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의 특성이 

이들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식과 인물의 범위를 더 이상 특정 

집단에만 국한시키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현실에서 시공간의 제약으로 한정되었던 공감이라는 피드백을 빠르게 

얻고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하는 사람들 간 소통 밀도를 높이고 

브랜드의 문화 양식을 풍부하게 만든다(김상배 & 황주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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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인물의 연령대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의 공식 계정, 뷰티나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 

관리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벼운 대화나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으로 

성인 소비자들과 친분이 생긴 참여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명성을 쌓고 가상 공간에서 본인의 

영향력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무스너클 캐나다 본사니까 대박이죠. 거기서 댓글을 ‘♡♡♡’ 세 개를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는 너네 같은 

가오랑은(과시를 위해 명품을 사는 사람) 좀 다르다. 댓글도 직접 받고 

하니까 좀 저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낀 것 같아요. 무스너클 캐나다에서 

답변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후에 

혹시라도 댓글 삭제하셨을까 봐 댓글을 고정해놨거든요. 이 뿌듯한 

기분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내용을 스토리에 한번 또 올렸어요. 

무스너클에서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다! 근데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제 

게시물 중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제 프로필 방문 수도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거죠 그 이후에. (참여자 Q) 

 

소셜 미디어에서는 연락이 그냥 막 계속 와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DM으로 옷 예쁘세요, 옷 코디 좋네요 이런 이야기나 정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요. 가끔 외국인들이나 일본인도 연락하는 사람 한 명씩 있고 

그렇게 도움 주면서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는 거죠. (참여자 M) 

 

저 CP 컴퍼니에서는 ‘좋아요’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저의 게시물을 봐줬다 약간 이것만으로도 좋죠. 나의 스타일을 알아봐 준 

느낌. 원래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기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줬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딱 그런 느낌. (참여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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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 아일랜드를 태그해서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걸 읽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때 제 팔로워가 몇백만으로 증가했는데 

스톤 아일랜드 덕분이니까 좀 뿌듯했어요. 내가 좀 영향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이다. 약간 연예인이 된 것처럼. (참여자 Q) 

 

2) 또래 집단에서 재평가되는 나의 인스타그램 정체성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관계망을 살펴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오프라인 관계망의 연결고리는 대략 125개인 반면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300개 이상의 폭넓은 관계가 형성된다(Hill & Dunbar, 2003).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또래와의 교우관계만큼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인맥과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이 공개 계정에서 명품이나 럭셔리한 이미지로 

피드 분위기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특정 취향과 

스타일이 확립된 이용자로 평가될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인기나 

명품을 사용하며 만들어진 이미지가 학교에서는 또래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어 가상 공간에서의 정체성과 영향력이 현실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 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나를 좀 더 알리고 싶었는데 

알릴 기회도 없었고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막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점점 팔로우도 쌓여서 점점 2천 명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고 너 인스타에서 협찬도 받았네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조금 무시당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거꾸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먼저 인싸가 되고 그 

후에 이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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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기에 처음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은 주로 제가 명품을 입었기 

때문에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제 얼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해보라고 먼저 권유했어요. 니가 금방 먹을 

거라고(유명해질 거라고) 지인분들도 다 하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팔로워 

숫자 만 단위 찍어보라고. 지금은 되게 잘 먹히고 있다면서 친구들이 제 

피드를 관리해주고 좋아해요. 친구들이 사진도 찍어주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뿌듯하다고 해요. (참여자 I) 

 

기존의 소셜 미디어 연구는 타인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개인의 영향력 범위를 고찰하거나 온라인 관계망의 특징을 살펴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Casalo et al.,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이라는 온라인 활동이 또래와의 관계 유지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되거나 팔로워 수나 ‘좋아요’ 개수만으로 또래의 

부러움과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존재가 또래 

집단에서 재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유행이나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 동기로 사용할 경우, 

학교 내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집단에서 대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자아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함소연 외.(201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인기와 영향력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또래 관계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나아가 참여자를 현실에서 ‘친해지고 싶은 인물’이나 ‘옷 잘 입는 친구’,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친구’로 만들어 주었으며 본인의 존재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 명품을 입고 가진 않고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올리니까 부럽다는 반응이 온라인 60% 오프라인 40% 정도.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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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에서 되게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는데 명품으로 스타일링도 잘하고 저 간지 난다고요. 

그러니까 명품을 입고 가면 은근히 어깨가 좀 펴지는 느낌이거든요. 누가 

소셜 미디어에서 저를 따라 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얘 나 따라 했네?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싶고 친구들이 누가 너 게시물 보고 

따라 했더라 하면 뭔가 좀 유행의 선구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참여자 O) 

 

저는 약간 좀 친해지기 어려운 친구라고 주변에서 말하더라고요. 

거리감 느껴진다면서 레벨이 다르다, 약간 다가가기 어렵다는 느낌인가 

봐요(웃음). 근데 저는 좀 학교에서 약간 그런 반응을 즐기고 있어요. 저 

사람 어나더(another) 레벨이라고 친구들이 느끼게 된 게 인스타에서 더 

조금 더 영향력이 먼저 생긴 거? 약간 너는 유명인이라는 벽, 근데 그게 

부끄러우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참여자 Q) 

 

특히 일부 참여자는 명품 구매를 인증하는 포스팅이나 명품으로 

스타일을 연출할 경우에, 현실에서는 친분이 거의 없는 또래나 경쟁 

상대라고 인식한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해 소속된 구성원으로부터 

새롭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명품은 

인스타그램에서 새롭게 관계하는 인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일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재화라고 볼 수 있다.  

 

게시물을 올리면 애들한테 반응이 오잖아요. 옷 잘 입는다는 소리나 

팔로우 천 명이네 쩐다 이런 반응이 기분 좋아요. 그게 저한테 만족감을 

줘요. 저는 관종이어서 관심 가져주는 게 좋거든요. (참여자 M) 

 

명품 게시물에 에스크를 달아놓으면 어디서 구매했는지 예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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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사고 싶다고 항상 질문이 와요. 친분이 별로 없던 친구인데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너는 주로 옷 어디서 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인스타는 친하지 않아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 Z) 

 

*에스크(asked):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질문하고 해당 유저가 응답하는 서비스  

 

가상 공간에서의 명성은 현실 자아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만 소셜 미디어상에서 얻는 또래의 인정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iang & Suen, 2015).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포

스팅으로 주변인의 관심을 얻은 후, 또래 사이에서 유행을 잘 알거나 인

기 있는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었다. 이후에는 친구들에게 명품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전파하거나 친구, 부모님, 어른과 같이 주변인이 명품 구매

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품 감별, 매장 동행, 제품 추천, 가격 비교와 같

은 조력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집단 내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

고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좀 뿌듯해요. 친구들이 물어보고 알려주고 할 때 공감대를 쌓아가는 

거니까 좋죠. 제가 막 사고 싶은 아이템이나 아니면 눈여겨봤던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걔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면 저도 뿌듯하고 윈 

윈이죠. 내가 얘 스타일리스트가 된 것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그러죠. 바로 후기 남겨줄게요 라고 해요. (참여자 J) 

 

실제로 제가 추천한 걸 사면 애들 만족도가 되게 높고 제가 추천해준 

걸 사용 했을 때 그 애가 엄청 평소보다 더 완전 빛나 보이면 되게 

기분이 더 좋아요. 나 뭔가 도움이 됐다. 그게 명품이면 애들은 더 

정보가 없으니까 특히나 많이 저한테 물어보고요. (참여자 X)  

 

친구가 이거 살까 말까? 하면 별로다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데서 오는 좀 뿌듯함이 있어요. 딱 옷 잘 입는다고 해 줬을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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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큰 것 같아요. 애들이 연락와서 나 진짜 너  

한테 옷 배우고 싶다, 옷 잘 입는 방법 좀 알려줘 하면 제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면서 사이트 링크를 제가 쫙 보내주거든요. (참여자 M) 

 

제 고모가 무스너클 금장 스틸링을 저를 통해 샀어요. 아주 그냥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원가가 180만 원인데 그걸 25만 원에 온라인에서 

구해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저도 그래 이거지 하면서 뿌듯하고 

자긍심이 하늘을 뚫고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거니까. (참여자 P) 

 

3) 비슷한 패션 취향을 가진 팔로워들의 추종   

 

참여자들은 명품 게시물로 또래나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제품명이나 

가격대, 구매 방법, 방문 장소, 일반 패션 제품에 대한 추가 문의와 같이 

다양한 정보 요청을 받고 있었다. 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명품을 

구매하여 포스팅할 경우, 후속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명품 구매를 위한 정보 공유나 명품의 진위 감별, 구매처 함께 찾아 

주기, 한정판 명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과 친분을 형성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명품의 정보 요청이라는 비슷한 질문을 개인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답변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매번 응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답변이나 정보 공유만으로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애정, 감사와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기쁨이나 즐거움,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측면이다. 

 



 

127 

 

친구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명품 살 때까지 제가 정보를 이것저것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기프티콘도 가끔 주고 밥도 사 주고 근데 명품 

사는 건 제가 취미랑 놀이처럼 재미있게 계속하는데 또 뭔가 배우게 

되고 아는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도 되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참여자 G) 

 

인스타그램 활동하는 게 사실은 저에게도 명품 공부가 되는 거죠. 사진 

찍어 올리는 게시물에 반응해주면 서로의 관심사를 이미 잘 아니까 

취향을 다 게시물로 알 수 있고 특히 샤넬만 해도 요즘 구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장 줄 서는 팁이나 조금이라도 빨리 살 

방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죠. (참여자 S) 

 

정보를 물어보는 글이요. 어디서 샀는지,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잘 

데리고 오셨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데려오려고요 같은 

반응이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랑 정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DM이나 

댓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 명품 블라우스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보면 알려주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뿌듯해요. (참여자 C) 

 

디올 슬링백은 사이즈가 없어서 못 구하니까 어떻게 샀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알려주면 막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또 대충 알려 줄 수는 

없으니까 꼼꼼하게 저도 공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고마운 

일이 생기고 나의 정보를 믿는 거고 또 그 사람은 편하게 제 정보를 

얻어가고 저는 제 정보력을 인정받아서 좋고 서로 윈 윈이죠. (참여자 E)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명품이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는 측면이다. 구체적으로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정보나 행사 

일정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먼저 제공받기도 했으며, 

취향에 기반하여 결속하는 이용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감정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인 주요 활동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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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 간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방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ich, 2008).  

 

‘좋아요’ 버튼이 많을 때 그때 좋죠. 남이 인정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

죠. 제 피드 사진 대부분이 명품이다 보니까 팔로우도 좀 늘어난 감이 있

어요. 주로 다 패션 좋아하고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많이 

팔로우하고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참여자 L) 

 

제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어떤 감정사도 만났거든요. 이런 업계를 같이 

하시는 분이 밥도 사주시고 몰랐던 정보들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새

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된 게 장점이죠. (참여자 P) 

 

마르지엘라 매장 사진 올리고 맞 팔로우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정보 

더 있는데 어디 가봐라 거기 사진찍기 좋다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보도 주변에서 주니까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알려주면서 새 친구를 사귀는 거죠. (참여자 Q) 

 

 

3. 부의 과시와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 
 

자기 과시적 표현으로부터 얻는 타인의 피드백이 긍정적일 경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효과를 내며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김연주 & 강내원, 2019). 참여자들이 

명품으로 본인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활동은 이들이 학업 능력이나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으로 느끼는 인정을 제외하면 다소 얻기 힘들었던 

새로운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인정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이면에는 본인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 

능력이나 명품과 연결된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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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본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화를 내세워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활동은 ‘정품’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과 같은 

명품 구매 인증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1) 개념과 능력을 고루 갖춘 Young & Rich   

 

참여자 중에서 부모님이 사주시는 명품을 사용하는 5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21명은 대부분 용돈을 장기간에 걸쳐 저축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의 중고 거래, 명품 리셀, 아르바이트, 소셜 미디어 협찬과 같이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명품이라는 재화에 집중한 

포스팅 외에도 명품 리셀 활동으로 인한 수익 인증이나 계좌 잔액 공개, 

고액을 지출한 영수증, 명품 쇼핑을 실시간으로 인증하는 게시물도 다수 

게시되고 있었다. 게시물에는 본인의 노력으로 구매한 명품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스스로 축적한 부의 과시나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을 얻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명품 구매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본인의 노력이나 목표 달성을 인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특히 타인의 피드백을 거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정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명품 포스팅은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의 과정임과 동시에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이 사 주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 노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돈 모아서 샀을 때는 제 물건 필요 없는 거 팔고 정리도 직접 

다 해서 돈을 모으는 데 시간도 조금 걸렸거든요. 그런 노력이 게시물에 

반영된 거라 좋은 반응이나 예쁘다고 해주면 더 의미 있고 뿌듯해요.  

(참여자 Z) 

 



 

130 

 

디올 새들백 사러 매장 갔을 때 되게 좋았죠. 그때 내가 이거를 돈 

모아서 살 수 있을까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그걸 사서 그 게시물로 

특히 인기를 제일 많이 얻다 보니까 다른 것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명품 사는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J) 

 

톰 브라운 수트를 입은 셀카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스스로 어른처럼 

성공했다는 나 잘했어라는 생각에서 오는 스스로의 인정. 어른들도 

비싸서 못 산 시계를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완전 뿌듯하고 

새로운 걸 하나 하나씩 성공할 때의 성취감이 반영된거죠. (참여자 N)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의 과시 

보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인정을 얻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P와 T는 ‘돈 

다발’이나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인증’, ‘계좌 수익 공개’와 같은 

게시물을 포스팅 하거나, 참여자 M은 본인의 노력으로 구매한 명품이 

정품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물에 추가하여 다수의 ‘좋아요’를 얻고 

부러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댓글로부터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여기 발렌시아가 보면 노 캡(no cap)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랩 가사에

서 노 캡이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다. 나는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거는 찐(진짜)이다. 애들은 짜바리(짝퉁)도 많이 입으니까요. (참여자 M) 

 

더불어 본인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공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그림 

9>와 같이 표현되었으며, 이는 또래나 주변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얻어 

쉽게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차별된 모습으로 여겨졌다. 나아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정품이나 새 명품을 일시불로 구매했다는 사실은 

어른들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이나 중고 명품과는 달리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인정을 얻고자 명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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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나 구매처를 명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산 거를 알아주는 게 좋아서 올려요. 

원래는 부모님이 용돈 받은 걸로 그냥 막 등골 빼먹는다고 하죠.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는 사실이 좀 자랑스러워서요. 저 스스로 잠실 

에비뉴엘에 가서 바로 현금주고 일시불로 샀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갖고 싶었던 걸 샀으니까, 그리고 노력으로 산 거니까. (참여자 T) 

 

백화점에서 정정당당하게 샀다고 보여주면서 피드가 약간 컬렉션 같은 

느낌이죠. 나이는 어린데 정식 루트로 직접 샀다. 지금까지 산 걸 사진 

찍고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모아두고 다시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걸 

샀구나. 내가 열심히 저축한 게 다 이거구나. (참여자 L) 

 

[그림 9] 명품 구매 능력을 과시하는 사례 

   
참여자 P 

명품 리셀을 통한  

수익 인증  

참여자 M 

구매 제품이 정품임을  

암시하는 게시물 

참여자 T 

명품 쇼핑을  

인증하는 돈다발 

 

따라서 청소년에게 명품 포스팅은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독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임과 동시에 비교적 이른 청소년기에 본인의 

능력이 반영된 금전력을 과시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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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게시물의 ‘좋아요’ 수나 열람자 확인, 열람 수치와 같은 기록으로 

남는 비언어적 피드백을 확인하며 이를 자기 인정과 연결짓고 있었다.  

 

2) 어른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 게시물이나 사용에 관한 경험 이미지는 디지털 

공간에서 확장된 자아 이미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Belk, 2013). 

또한 명품에 관한 시각 자료는 이용자의 페르소나 확장에 기여하며 

디지털 자아 구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Jain, 2017).  

참여자들은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불특정 타인이나 명품 및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 명성을 얻게 될 경우, 다양한 브랜드로부터 협찬이나 광고 

활동 제안, 브랜드 모델 제의와 같이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는 명품 포스팅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의류 브랜드랑 화장품 회사에서도 협찬오고 DM으로 몇 개 왔어요. 

저는 명품 스타일 컨셉으로 피드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실 좀 받고 싶긴 

한데 안 받았어요. 어른들 보면 너무 협찬 충도 있잖아요. (참여자 I) 

 

게시물이 유명해지면서 옷 협찬을 많이 받게 된 거? 딱히 이제는 제 

돈으로 옷을 안 사 입어도 될 정도이죠. 상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을 

인스타에다 홍보해주면 마음에 드는 거 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매장이 

있으면 가서 원하는 옷 고르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거든요. (참여자 T)  

 

구체적으로 참여자 대부분은 현실에서 학생이거나 패션과는 관계없는 

분야에서 자기 계발에 매진하면서도 B, H, I, J, N, Q, N, T, U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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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참여자는 일정 수의 팔로워를 거닌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P, R, Q와 같은 참여자는 온라인 명품 관련 커뮤니티에 

소속된 ‘명품 감정가’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명품 중고 거래에 

활발한 참여자 N, P, R은 ‘명품 리셀러’로 거래 신뢰를 쌓으며 현실의 본 

모습과 디지털 자아 간 평가되는 이미지나 영향력, 관계하는 주변인의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스톤 아일랜드는 가품 구별할 때 와펜으로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메시지로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저는 전문가가 

되죠. 그때는 이제 자긍심이 블랙홀을 찢어요. 가품을 구별해 주면 가끔 

기프티콘을 주는데 제가 가명을 쓰니까 000 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 한번 받으면 기분이 안드로메다 은하수까지 가요. (참여자 P) 

 

자기는 공부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명품 리셀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잘살고 있냐고 말하는 친구들.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이제 손 

안 벌리고 살고 제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좋죠. 저는 취업할 때쯤 

되면 몇억을 모은 상태일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N) 

 

소셜 미디어에서는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자아 정체성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 동경과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고양할 수 있다(Neave et al., 2020). 궁극적으로 

인스타그램은 청소년들이 현실과는 다른 디지털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서 명품 소비 경험은 곧 어른들의 직업 세계를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명품을 여러 번 

구매했거나 명품 리셀 활동으로 명품을 꾸준하게 접해 온 참여자의 경우, 

명품에 관한 게시물만을 업로드하는 공개 계정과 일상생활의 게시물이 

주가 되는 부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참여자가 다수 있었다. 이에 

명품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분야에서 명품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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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또래보다 많으면서도 현실에서는 학업이나 실제 진로 분야에서 

임무를 다하는 본인의 모습으로부터 자기 인정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명품 사용하는 학생치고는 이미지가 굉장히 최상이죠. 과시하려고 

게시물 올리는 애들이랑은 다르니까 공부 잘하고 운동도 하고 경제력도 

있고 애들이 사용 안 하는 명품도 있는 영 앤 리치니까. 친구들은 양아치 

아니고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자기 돈으로 돈 불릴 줄 아는 애라고 말하고 

저를 칭송해주는 친구들도 있죠. 형님 형님 하면서. (참여자 P)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명품 계정 중에 하나의 관리자거든요. 총괄하는 

관리자분이 현재 한국 명품 감정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청소년은 저 포함 

세 명이고. 거기 멤버면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직급이고 저도 관리직이니까 기분이 묘하면서 좋죠. (참여자 R) 

 

저희 어머니가 경찰이신데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자체를 신기해하는 게 제일 크죠. 부모님이 인정해준 거니까 

저는 또 집에 들어갈 때 디올 가서 어머니랑 할머니 선물을 사가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능력으로 명품 하나씩 사드린 거죠. (참여자 N) 

 

 

 

 

 

 

 

 

 

 



 

135 

 

제 3 절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들의 인정 욕구가 해소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4장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명품의 고급스러움과 품격, 

그리고 소수만이 이를 향유하며 부를 과시하는 제한된 소비재라는 

인식은 점차 물러나고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청소년 사이에서는 

명품의 의미가 다소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명품은 부나 

계급의 과시 보다는 오히려 소셜 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래머블함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소비 경험’의 일부에 가깝다. 따라서 명품 구매 

동기에서도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 보다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이 투영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명품에 대한 갈망이 컸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외모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과거 청소년의 명품 소비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청소년기의 명품 사용은 또래 

사이에서 과소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은 명품 

리셀 활동이나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자금 마련을 위한 경로 탐색과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현저하게 독립된 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명품 구매의 경제적 혜택이 이들의 구매 동기가 된 배경으로는 명품에 

관한 정보가 개방적으로 공유되고 한정판 명품의 구매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인스타그램의 일상적인 이용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무신사, 크림, 발란, 머스트 잇과 같이 

명품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은 명품을 ‘소유’하는 과업 달성의 즐거움만큼이나 

명품의 새로운 정보와 비교, 브랜드에 관한 있기 있는 경험재를 

탐색하고 이를 향유하는 ‘과정’ 자체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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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명품 구매 동기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구매 

동기는 사회적 차원으로 유행하게 된 명품 열광 현상에 구매나 체험 

참여 형태로 동조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소셜 미디어에 인증하는 

활동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청소년은 명품 포스팅 활동으로 또래나 사회 

구성원, 소셜 미디어상의 준거 집단 사이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특성을 도출하였다. 

명품 포스팅의 유형은 크게 명품 착장이나 셀피, 명품 구매 인증, 매장 

방문 및 쇼핑 인증, 명품 관련 체험 참여,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 인용, 

그리고 명품을 진열하는 방식과 공간을 촬영한 게시물로 구분되었다. 명

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은 먼저 청소년은 차별화된 본인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희소가치가 높거나 또래 사이에서 유행 초기 단계의 명품을 구매하

여 이를 감각적인 게시물로 편집하였으며, 계정의 유입량을 높이고자 인

기 있는 해시태그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청소

년이 타인의 반응을 다소 염려하여 명품 게시물의 수를 조절하거나 부계

정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명품에는 부의 과시나 낭비라는 사회적 기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우려하고 거절 민감

성이 높은 청소년기의 이중적인 성향이 타인 지향적인 명품 포스팅 활동

으로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특별한 피드 디자

인을 위해 명품의 이미지나 브랜드 정체성을 본인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추상 게시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일정한 규칙

을 갖고 명품의 진위를 인증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여기에는 타인

의 반응을 고려한 다소 의무적인 포스팅이라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인스

타그램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일정한 활동이 없으면 인정 욕

구 또한 해소될 수 없다. 이에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에서 인정이라는 보

상을 얻고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주목받을 만한 소비재를 동

원하는 관심 추구 행동으로 본인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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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인정 욕구가 충족

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참여로 이들의 인정 욕

구를 채워주는 인물의 범위나 피드백 속도가 넓고 빨라졌으며, 인정의 

확인 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 

청소년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또래 

관계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학업 활동이나 교우 관계로부터 느끼는 사랑

과 애정, 소속감으로 인정 욕구를 해소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에 반응하는 인물의 범위는 사실상 

무한하며, 주로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어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소

속감을 느끼며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에서

는 동경하는 인물이나 어른과의 관계에서 명품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

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만큼, 동등한 관계로서 정보 교환 활동에 참여하며 

재미나 기쁨, 뿌듯함, 우월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심리적인 행복

감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명품을 소비하며 현실과 가상에서 

존재하는 본인만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융화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여기서 명품 포스팅으로 얻는 수치화된 지표는 현실에서 

명품을 사용하며 얻는 언어적 피드백을 대체하는 인정의 확인적 도구로 

기능하며, 이는 다시 또래 집단이나 가상 공간에서 본인의 영향력 범위

를 넓히는 기회로 연결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명품 소비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또래 집단,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한 반면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 과정에

서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일상이 된 미디어화 현상과 맞물려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은 유행 파악이나 관계 형성과 같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경로임과 동시에 명품 포스팅으로 외

부의 인정을 얻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발하며,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사회화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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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오늘날 명품은 특정 집단에서만 소비되는 제한적인 소비재라는 인식과 

부의 과시라는 당위적인 상징성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뉴 럭셔리 개

념의 등장과 함께 점차 대중적인 소비재로 여겨지고 있다. 명품의 사회 

문화적인 의미 변화는 소셜 미디어를 거쳐 청소년의 소비문화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디지털 기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활하

는 청소년에게 소셜 미디어는 명품에 관한 주요 정보원이자 여러 구매 

경로를 인식하고 모방 소비의 자극을 주는 매체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이상적인 이미지로 재구성된 라이프스타일을 전시할 수 있고 매력적인 

자기 연출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청소

년들도 명품 포스팅이라는 소셜 미디어 참여를 통해 인정 욕구를 해소하

는 식으로 이들의 소비자 사회화 전반에 걸쳐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청

소년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의 인정 욕구가 명품 소비와 소셜 미디

어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14~24

세에 해당하는 국내 남녀 청소년 26명을 모집하여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를 조사하여 이에 내재된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제공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료를 함께 동원하여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포스

팅 활동으로 얻는 타인의 주된 피드백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인정 욕

구 충족으로 이어지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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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 외모 차별성과 경제력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는 청소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를 살펴보고 이에 내재된 인정 

욕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들은 또래 동조 속에서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

는 명품을 선택하거나 스타일 연출 방식의 차별화, 혹은 비교적 유행 초

기 단계인 명품과 경험재를 먼저 접하는 식으로 또래 사이에서 관심을 

얻으며 소속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더불어 또래 다수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원

하는 명품을 선택하고 자금 마련을 위한 목표를 세우며, 마침내 본인의 

노력으로 명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었

다. 따라서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소속감을 느끼고 본인의 존재감

을 확인하는 것을 발달 과업으로 삼는 청소년에게 명품 구매 행동은 사

회적으로 유행하는 명품 소비에 동조하며 본인만의 외모 차별성과 개성, 

경제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인정 욕구는 인스타그램에 명품에 관한 게시물을 포스

팅하는 활동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명품을 구매했거나 명품 

브랜드에 관한 장소에 방문했을 때, 이를 촬영하여 감각적인 게시물로 

포스팅하기 위한 정교한 연출 과정을 거쳤으며, 이상적으로 연출된 이미

지로 또래나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패션 감각과 유행하는 명품을 먼저 알

아보는 안목에 대한 인정을 얻고 있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

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경우 또래나 불특정 이용자

들이 본인의 피드를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한 경험이 있었다.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주로 명품 자체나 희소가치가 높은 한정판 제품을 가진 것

에 대한 노골적인 동경이나 부러움, 정보 및 친구 요청, 스타일에 대한 

모방 욕구와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다. 이외에도 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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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좋아요’ 개수나 댓글 반응, 메시지 창 활성화, 팔로워의 수가 증가

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이나 신남, 자랑스러움, 성취감, 우월감과 같은 심

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에는 독립된 경제 활동과 노력의 대가

라는 자기 성취가 투영되었으며,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쳐 스스로

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애정을 느끼는 자기 인정의 측면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앞서 논의한 명품 구매 행동과 동기에서 청소년들이 

저축이나 아르바이트, 여타 본인의 경제 활동으로 구매한 명품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응답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에는 부모님이나 학교라는 울타리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반영되었으며, 독자성

과 희소성, 차별성이 반영된 명품이나 본인의 경제력을 노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재화를 과시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다. 

나아가 청소년의 명품 구매와 포스팅 활동은 개인의 영향력 범위를 현

실의 교우 관계에서 불특정 타인까지 확장시켰으며 이는 외부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본인의 존재가 온∙오프라인에

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빠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얻는 피드백이 사회적 승인으

로 이어져 자기 긍정으로 연결되거나(Sung et al., 2016),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버튼의 정도만으로도 자존감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urrow and Rainone(2017)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인 관계를 재정의하는 인스타그램 이미지와 평판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온라인 취향 공동체라는 확장된 대인 관계로부터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현실의 교우 관계 형성이



 

141 

 

나 유지에도 발휘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명품 포스팅을 발판 삼아 디

지털 자아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가상 공간에서 쌓은 명성을 

활용하여 실제 또래 관계에서 본인의 존재감과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었

다.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에서 쌓아 올린 이미지와 평판이 가

까운 친구나 학교라는 제한된 집단 내부에서 교우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는 타인과의 자기 비교로 인정 욕구를 해소하거

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는 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Jain, 2017).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명품 포스팅은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외부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본인만의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 정체성에 

대한 또래의 인정은 본인에게 집중된 관심으로 인해 행복한 감정이나 사

회적 소속감의 확인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또래의 인정이 사회화와 감정 

발달을 돕고 개인의 자아 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Gruenenfelder-Steiger et al., 2016).  

나아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을 명품에 관한 소식과 유행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과 새로운 

명품 정보나 이슈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스몰 토크(small talk)에 참여하

며 어른들과 수평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서 맺는 새로운 친분은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서 명품의 ‘정보력’이

나 ‘유행을 먼저 파악하는 능력’이 인기를 얻는 비결임과 동시에 직접적

인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은 취향에 기반한 확장된 관계망

을 얻어 명성을 쌓고 이를 자원으로 삼아 교우 관계에서 유행을 선도하

는 인물로 주목받거나 매력 있는 인물로 재평가될 수 있는 활동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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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과 방식의 변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인정 욕구는 명품 구매 후 관련 게시물을 포스팅

하고 주요 열람자를 확인하며, 게시물별 반응 수치 확인, 게시물 공유 

현황을 지속해서 팔로우 업(follow up)하는 반복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

에서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첫 번째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정 욕구를 취향에 기반

한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

소년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명품 포스팅 활동

으로 탄생하게 된 새로운 디지털 자아가 쉽게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

는 소셜 미디어의 개방성과도 관련된다(김상배 & 황주성, 2014). 참여

자들은 명품 포스팅으로 가까운 또래 집단이나 취향이 유사한 이용자, 

불특정 타인, 브랜드, 인플루언서와 같이 다양한 인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나 지지를 얻었으며, 주로 스타일에 대한 칭찬이나 부러움, 동경, 

정보 요청, 도움으로 인한 감사와 애정 표현과 같은 언어를 교환하며 인

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본인의 게시물 전반에 ‘좋아요’ 

수가 증가하거나 친구 요청, 계정 유입량 변화, 팔로워 형성, 콘텐츠의 

대중적 확산과 같은 비언어적이나 객관적인 수치 또한 명품 포스팅 활동

으로 충족될 수 있는 인정의 단서가 되고 있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명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불

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소셜 미

디어가 익명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있고 정당한 행동의 기준 또한 모호하

므로, 본인의 소비 행동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포스팅 활동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명품 포스팅은 현실에서는 접점이 거의 없

는 인플루언서나 외국인, 재벌, 명품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함께 정

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명품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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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는 준거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얻거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

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미디어의 역할이 명품 

소비에 정보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정도로 평가되었다면, 오늘날 

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은 명품 소비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연령이나 

신분의 제약 없이 취향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를 맺는 ‘사회 참여 공간’

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명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명품 브랜드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나 주목받을 만한 장소에 방문하여 이를 소셜 미디어에 

인증하는 활동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정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명품의 희소가치나 특별함, 독자성, 심미성과 같은 

사회적 기호가 점차 명품에 관한 경험재를 소비하는 ‘경험 사회’로 

전이되는 현상이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Ghosh & Varshney, 2013; Trentmann, 2017).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생산하는 브랜드 정보와 유희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개인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하며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Michaelidou et al., 2021). 청소년들 또한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와는 별개로 고급 취향이 반영된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두에서 소비하고 이를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경험을 매력적으로 

편집하여 인증하는 활동은 본인만의 차별화된 외모와 개성을 지속해서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놀이로 여겨지며 더욱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과 재화에 대한 욕구로 발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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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정 욕구가 이들의 명

품 소비와 소셜 미디어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인스타그램의 명품 포스팅 

경험에 집중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에서는 명품에 관한 정보 전달과 담론 형성의 매체로써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관점에서 논

의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소비 지향성은 명품 구매 욕구라는 자극을 

받게 될 때, 인스타그램에서 축적한 명품 관련 콘텐츠나 이를 착용한 인

물에 대한 모방의 욕구로 전환되었으며, 가격이나 구매 경로를 반복적으

로 비교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후 명품 구매는 명품

에 관한 게시물을 매개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며 명품 소비의 전 

단계에서 인스타그램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정보의 직관성과 사용 용이성은 청소년의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명품의 

정보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명품 광고나 이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양과 질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의 명품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게시물과 명품 콘텐츠, 그리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이들의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연구를 기초자료 삼아 변화하는 청소년 소비문화의 흐름을 읽어 

내는 후속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명품 구매 경험과 포스팅 활동을 분

석하여 오늘날 청소년의 소비문화를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으로 발전

시켰으며,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와 또래 사이에서 명품이

라고 인식하는 브랜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기

존의 청소년과는 달리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나 제품 선택, 스타일의 표



 

145 

 

현 측면에서 또래 동조보다는 본인만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이 인식하는 명품의 기준은 부의 과시라는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점차 ‘남들이 갖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명

품을 선택하며 개성과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신생 명품 브

랜드로 변화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표면적인 소비 행동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명품을 사용하며 본인만의 패션 감각이나 안목, 관

계에서 주목과 관심을 얻는 사회적 영향력, 경제력을 과시하고 인정 욕

구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연

구 결과에서 청소년들은 명품이라는 가시적인 재화를 본인만의 차별성과 

개성 표현을 위해 수단적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브랜드에 관한 경험재나 

추상적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의 정체성이 반영된 슬로건이나 문구들

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와 

연결된 경험재와 브랜드만의 고유한 히스토리, 브랜드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패션 브랜드는 더욱 뚜렷한 브랜드 정체성

이나 고유한 가치를 부각하여 차별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브랜드의 체험적 요소가 적절하게 

활용될 때 브랜드가 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연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연구에서는 명품 구매와 포스팅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망을 확장하고 

인정 욕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일상의 미디어화를 주도하는 매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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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연구에서는 명품 구매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주로 명품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 비교 문화나 타인의 거절 민감성이 높은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명품 소비 경험이 없거나 현실적인 구매 

여건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각종 매체에서는 또래의 인정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명품을 구매하거나 절도,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일탈 행위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명품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또래 부적응과 같은 사회 문제의 시선에서 

청소년의 명품 소비문화를 바라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명품 소비 경험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다소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인터뷰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라는 주제는 사회 통념상 다소 

민감한 주제인 만큼, 참여자들이 인상 관리나 체면을 고려하여 응답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지나친 자기 자랑은 매력이 없거나 금수저 이미지로 비춰질 때 또래 

사이에서 본인의 지출액이 커지는 식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명품으로 

부를 과시하는 또래는 불량한 학생이거나 오히려 매력이 감소한다는 

응답 전반을 통해 상쇄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도 본인의 성취로 

달성한 경제력이 반영된 부의 과시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본인이 속한 계급을 명품으로 과시하려는 측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명품을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해온 참여자들은 또래 

집단에서 다수가 동경하는 이상향이며 부의 과시는 명품의 상징성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을 

더욱 작게 받는 설문 조사 형태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청소년의 명품 

소비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욕구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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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posting behavior on social media is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individual behavior patterns in that they gain attention 

from others and relieve their desire for the need for approval. The 

openness of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nd spread of content about 

luxuries to the general public gradually led to a change of perception 

that luxury items are limited and enjoyed only by a specific group, 

which is also affecting youth consumption culture.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barrier of adolescents to luxury item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due to the daily use of social media, having interest 

and exploration behavior in luxury items have become a part of youth 

life.  

The tendency of adolescents to express or show off themselves 

through consumption stems from the pursuit of the need for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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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other people’ s interest or positive feedback, and non-verbal 

communication on social media is a criterion for identifying their 

identity and measuring popularity. In this sense, symbols of luxury 

items such as scarcity, uniqueness, and differentiation can be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youth identity or individuality and can 

maximize the feeling of superiority, display, and pleasure in having 

special consumer items as well as serving as a lead to confirm a sense 

of belonging within the reference group who use luxury i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dolescents’ luxury 

consumption and social media a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need for approval. For the study,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on 26 Korea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 of purchasing luxury items and posting them on Instagram. 

In the study, adolescents’ motivation for purchasing luxury items and 

their inherent need for approval were derived and ultimately analyzed 

how the need for approval of adolescents is expressed and resolved 

through luxury posting behavior on Instagram. Based on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 luxury consumption and need for 

approval was discussed and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was 

consequently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First, when it comes to adolescents’ motivation to purchase luxury 

items, there is a desire for limited-edition luxury items with high 

scarcity value among them, and through this, pursued discrimination 

in their fashion style, appearance, and identity. Second, as the 

purchase route of luxury items expanded to online channels, the easy 

purchasing of luxury items and using them as a means of economic 

benefits was related to the motivation for purchase.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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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motivation for purchasing luxury items reflected 

imi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to resolve social alienation, and 

unlike in the past, conformity of information such as prior knowledge 

about luxury purchase and purchase benefits was higher than the 

conformity of purchasing items that were purchase by a peer group. 

The last aspect is that the hedonic motivation was further 

strengthened by not only consuming luxury experiences itself, but 

luxury items as well. As part of their leisure activities, adolescents 

emphasized the pleasure of visiting luxury stores or related places 

and posting content about it on social media, and further maximized 

feelings of pleasure through experiential material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eed for approval inherent in the 

motivation for purchasing luxury goods, adolescents were seeking 

approval from others of their appearance and personality 

differentiated from ordinary peers by purchasing luxury items 

collaborated with other brands which are unique with limited designs 

and new luxury brand products. Next, unlike peers who were funded 

by their parents for purchasing luxury goods, there was a desire to 

social approval from being independent about their economical 

activities and making decisions on their own about working part-time 

jobs, having savings, and second hand trading. In addition, 

adolescents wanted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gain social 

approval from their peer groups and other unspecified users on social 

media by conforming with their luxury goods consumptio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luxury posting behavior was 

divided into four types which were hashtag usage strategies to obtain 

attention and popularity, using a seperate Instagram accou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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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items considering possible negative feedbacks, utilizing luxury 

related images to create a certain atmosphere and to differentiate 

Instagram feeds, and certificating luxury purchase to reflect 

purchasing power. The research participants used hashtags that are 

popular on Instagram or increased the frequency of exposure of their 

accounts to gain attention or interest from other users, and used 

images of luxury items for differentiated feed designs. Another 

characteristic factor was that the participants adjusted the number of 

luxury posts or operated second-accounts considering the reactions 

made by other Instagram user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diting 

the post about luxury items, there were certain rules, and to indicate 

that posted luxury items were authentic and purchased by oneself, a 

slightly forced mandatory posting behavior was derived. 

The need for approval of adolescents that was satisfied with luxury 

posting behavior is as follows. The first is the aspect of obtaining 

social approval for a sense of fashion and having an eye for special 

luxury items from social media users. This was also a quick way to 

become an opinion leader who enhance influence on people around 

them with their own style. Other than the approval from familiar peers, 

when personal content became a public information or useful content 

on social media and spread to the general public, the reputation that 

was gained as an influential figure in the fashion field fulfilled the 

desire for approval from others with the sense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achieved in a new field. 

Secondly, adolescents obtained social approval by gaining 

temporary popularity on Instagram or confirming social influence. 

Luxury posting behavio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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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of people, including peers, unspecified others, as well as 

fashion brands, and participants recieved specific and positive 

feedbacks or gained popularity that their peers could not easily attain, 

and could confirm their influence in real time. In other words, luxury 

posting behavior for adolescents was becoming a steppingstone to 

build a reputation within social media and further expand their 

influence. 

Lastly, posts that certify luxury items purchased through one’ s 

effort or reflect a luxurious lifestyle was a sign of the boast of 

adolescents in experiencing adult society faster than others, and 

there was another type of social approval of experiencing the life of 

adulthood and obtaining a new role. This was gained through the 

resell of luxury, being an influencer, and luxury authentication on 

social media. The aspect of showing off the wealth achieved 

relatively earlier than their peers was combined with the approval 

and the sense of superiority or a lead to validation from self compared 

to the peer group was especially emphasiz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stagram is a path for 

adolescents to quickly grasp the latest styles and trends and to 

connect with others, and at the same time, it was a socialization space 

that develop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luxury posting 

behavior to intuitively confirm other users’ positive feedback. It is 

also meaningful that youth consumption culture combined with daily 

use of social media was discussed in depth in light of their luxury 

purchase and posting behavi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only discussed under peer groups, parents, and 

tradition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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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although the need for approval is one of the importa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t has not been 

discussed enough that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ly dealt with it at 

the level of achievement in school or peer approval. In this study, by 

applying the need for approval theory to their consumption and social 

media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luxury posting behavior can 

satisfy needs for approval of adolescen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there is an implication that the change in the way and 

space of adolescents relieve their need for approval has expanded 

from the achievement in school to luxury consumption, and from peer 

approval to discussions on a specific taste-community on Instagram. 

 

Keywords : Adolescents, Luxury consumption, Need for approval,  

Consumer socialization, Social media, Posting behavior 

Student Number : 2019-368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의 특성과 인정 욕구
	1. 청소년의 특성
	2. 청소년의 인정 욕구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비자 사회화
	1. 명품에 대한 일반적 고찰
	2. 청소년의 명품 소비
	3.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

	제 3 절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인정 욕구
	1. 인스타그램의 특성
	2.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정 욕구 충족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제 2 절 자료 해석

	제 4 장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
	1. 또래 집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품의 유행 인지
	2.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명품 정보 탐색
	3. 주체적 소비 활동이 반영된 명품 구매와 인증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
	1.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 추구
	2. 명품 구매로 인한 경제적 혜택
	3.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동조와 모방 소비
	4. 명품 브랜드의 체험 요소와 쾌락

	제 3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

	제 5 장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과 인정 욕구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1. 명품 포스팅의 유형
	2.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한 인정 욕구 충족
	1.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에 대한 인정
	2.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
	3. 부의 과시와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

	제 3 절 종합적 논의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제 2 절  연구 의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4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청소년의 특성과 인정 욕구 9
   1. 청소년의 특성 9
   2. 청소년의 인정 욕구 16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소비자 사회화 20
   1. 명품에 대한 일반적 고찰 20
   2. 청소년의 명품 소비 27
   3. 청소년의 소비자 사회화 31
  제 3 절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인정 욕구 34
   1. 인스타그램의 특성 34
   2.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정 욕구 충족 39
제 3 장 연구 방법 45
  제 1 절 자료 수집 46
  제 2 절 자료 해석 54
제 4 장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과 구매 동기 57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행동 57
   1. 또래 집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품의 유행 인지 58
   2.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명품 정보 탐색 61
   3. 주체적 소비 활동이 반영된 명품 구매와 인증 63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 67
   1. 희소 명품으로 외모 차별성 추구 68
   2. 명품 구매로 인한 경제적 혜택 75
   3.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동조와 모방 소비 81
   4. 명품 브랜드의 체험 요소와 쾌락 87
  제 3 절 청소년의 명품 구매 동기에 내재된 인정 욕구 91
제 5 장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과 인정 욕구 97
  제 1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 97
   1. 명품 포스팅의 유형 97
   2. 명품 포스팅 활동의 특성 99
  제 2 절 청소년의 명품 포스팅 활동을 통한 인정 욕구 충족 110
   1. 패션 감각과 특별한 안목에 대한 인정 111
   2.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 120
   3. 부의 과시와 경제 활동 능력에 대한 인정 128
  제 3 절 종합적 논의 135
제 6 장 결론 138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39
 제 2 절  연구 의의 144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145
참고문헌 147
Abstract 17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