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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으로 이용자가 경험한 공허감의 요인을 탐색하고, 이 공허감이 페이스북 이용자

의 개인  속성과 이용 독 행 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해 학생집단을 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 요인을 측정하 고, 련 문항을 개발하 다. 분석결과 공허감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고, 각각 ‘고립과 외로움’, ‘자기조 장애’, ‘비 실성’으로 명명하 다. 다음,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

허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 다. 민할수록 공허감(고립과 외로움, 자기조 장애)을 크게 느끼는 

반면 친화성과 개방성향이 강할수록 공허감(자기조 장애)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페이스북 

이용동기 에서 자기노출 동기와 사회압력 동기가 공허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페이

스북 이용자의 공허감과 이용 독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공허감 요인 에서 고립과 외로움 요인, 비

실성 요인이 페이스북에 독되는 경향성과 련 있었다. 

■ 중심어 :∣공허감∣성격∣이용동기∣중독 증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for feelings of emptiness on Facebook use, and how these 

feelings are related to the user’s personal attributes and the addiction to Facebook usage. For 

analysis, the factors for feelings of emptiness on Facebook use among college students were 

measured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fter analysis, 3 factors were identified: ‘isolation 

and loneliness’, ‘self-regulation disorder’, and ‘unreality’. Then, variables influencing the feelings 

of emptiness were identified. Among big 5 personalities, neuroticism, agreeable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were related to the factors for feelings of emptiness. The study also 

found that motivations such as ‘self-disclosure’ and ‘social pressure from others’ tended to 

enhance the feelings of emptiness.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of emptiness on Facebook use and the addiction to it. Factors of ‘isolation and loneliness’ and 

‘unreality’ revealed more addiction tendency o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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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

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보다 더

욱 사회 인 삶에 몰입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하기

가 놀이처럼 항상 즐겁고 편안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는 나를 노출해야 비로소 타인에게 말 걸기가 시작된

다. 노출의 방식에는 과장과 미화로 철되는 기록집착

의 특징이 있다. 한 페이스북에서는 타인의 삶을 엿

볼 수 있고, 자기감시 수 이 높은 자기정보를 공개하

기도 한다. 이처럼 페이스북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오

라인의 것과 사뭇 다르다. 한병철[1]의 논의에 빗 자

면, 페이스북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뮤니 이

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자기공개와 타인

감시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의 어려

움에 직면하고,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 이는 마치 감

옥(digital panopticon)과도 같아서 여기에서 빠져나오

기 힘들다.

페이스북은 실공간에서 형성한 인 계를 온라인

으로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 에서 이용확산 

기에는 유용한 인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인식되었

다. 하지만 사회  분 기나 압력, 는 집단주의 문화 

특성으로 인해 이용이 화되자 페이스북에 한 

기의 정  인식은 지속되지 못했다. 독백에 가까운 

피상 인 인활동과 자신의 일상을 매순간 포스 하

고 댓 을 확인한 후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습 화

된 이용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이용 특성은 독과 무

하지 않다.

페이스북 독은 소통을 열망하여 남용하고 집착하

는 등 인 계에 한 과잉욕구에서 기인한다. 소통하

고 싶은 심리가 과도한 이용자는 타인과의 계에 환상

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의식이나 마음의 상처

를 경험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해 다시 페이스북에 

의존하는 모순이 반복된다. 미디어를 하게 사용하

지 못한 미디어 부 응 상태가 독이라는 문제  이용

행태로 발 된다. 

선행연구는 일반 으로 이러한 이용 독의 문제를 

개인의 심리  선행요인(antecedents)을 심으로 논의

하 다. 독에 취약하거나 험한 이용자의 성향을 살

펴본 것이다. 하지만 독에서는 심리  차원의 기 요

인 이외에 인지(cognition)과정에 개입하는 정서  요

인의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독이 발생하기 

의 정서 증후(premorbid addiction syndrome)에 한 

논의가 필수 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독에 을 

맞추어서 독 단계의 증후로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

용 후 경험한 공허감 정서에 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공허감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공허감이 개인의 심

리사회  속성과 이용 독과는 어떠한 련이 있는지

에 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 독 상에 

해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람들이 

인식하는 페이스북 인 계의 문제 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 은 페이스북 이용에 한계

를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이용을 단하지 못하고 의존

하는 이용 독 상에 한 논의를 인지심리학  차원

으로 확장하는데 있다.      

II. 기존문헌 검토 

1. 중독의 원인
미디어 독(behavioral addiction)은 미디어를 

하게 이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problematic 

uses)[3], ‘의존(dependence)’, ‘강박(compulsion)’, ‘남용

(abuse)’, ‘내성(tolerance)’, ‘ 단(withdrawal)’, ‘집착

(obsession)’, ‘일상장애(life problems)’, ‘오용(misuse)’ 

‘습 (habit)’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4-6]. 를 들면, 

미디어에 자주 속하고 스스로 이용량을 조 하기 어

려워 과다사용하거나 미디어에 몰두한 나머지 일상생

활에 지장을 래하는 습 화된 행 를 말한다. 최근에

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기록강박이나 계집착 인 특

징들도 독의 개념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7][8]. 

선행된 연구에서 독은 정신병리  차원에서 치유

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발하는 이용자의 심리성향

에 집 하 다. 외로움이나 낮은 자존감 는 낮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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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과 높은 감각추구성향 등이 주로 독과 련

된 것으로 나타났다[9-12].  

특히 개인의 기본 성격  하나인 민성(neuroticism)

은 인 계 지향의 페이스북 독을 측하는 요인이

다. ‘신경증’이라고도 불리는 민성은 외부 자극이나 

내  심리갈등에 한 응 정도를 가리킨다. 정서  

안정성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민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 스에 취약하고 특정 상황에 쉽게 흥분하거나 긴

장하는 등의 부정  감정에 민감하다. 한 민할수록 

스트 스 상황을 극복하기 해 회피하거나 분리, 억압, 

환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13]. 이외에도 민성

은 언어와 하게 련되어 있다. 민한 성향의 사

람은 언어가 가진 강력한 힘을 신뢰한다. 이 때문에 

민할수록 자기표 에 서툴고, 갈등상황에서는 언어폭

력 인 성향이 표출되기도 한다[14]. 

자기를 노출해야 타인과 연결되고 그와의 소통이 가

능한 페이스북 활동에서 민한 성향의 사람들은 계

에 한 부담이나 스트 스를 쉽게 느끼고, 스스로 감

정을 통제, 억압, 는 회피한다. 민한 성향 때문에 페

이스북에서 자기노출에 한 자기감시 수 이 높고, 과

도하고 개방된 인 계에 피로감을 느껴 이용을 이

거나 극단 인 경우에는 이용 자체를 단 는 거부하

기도 한다[15][16]. 

한 민할수록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

거나 타인의 에 해 극 으로 반응(댓  등)하기

보다는 타인의 을 보기(읽기)만 하는 소극 인 이용

행태를 보인다. 민한 성향의 사람은 평소 실생활에서 

걱정이 많다. 온라인에서도 역시 자기를 노출하거나 타

인과 상호작용하기를 꺼려한다. 민한 성격의 페이스

북 이용자는 사회  지지감도 낮았다[17]. 페이스북에

서 요한 주변인(significant others)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일종의 허용된 음을 선호하는 성

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민성은 인불만이나 반항과 같은 인 계성향으

로도 표출된다[18]. 불신감이 높고 반항 인 성향의 경

우 인 계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늘 외로움을 호소하며, 사회  고립감을 느낀

다. 계지향  페이스북 이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

도도 낮다[19]. 

다음, 페이스북 독의 원인으로 개인의 성향뿐 아니

라 이용동기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휴식 목 이나 

습  이용 등 의례  차원의 이용동기가 페이스북 이

용 독에 향을 미치지만[20], 이용자의 의식 인 선

택이나 능동  수용과 같은 도구  차원의 이용동기 역

시 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미지 형성

이나 자기노출, 인 계 확장, 사회  교류를 목 으로 

하는 동기요인은 페이스북 이용량과 독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3].

한 한국인처럼 남을 많이 의식하고, 유행에 민감한 

집단문화  성향이 강한 경우 사회 거 집단의 의사가 

개인의 미디어 이용에 향을 다. 페이스북 이용도 

다르지 않아서 사회  압력에 향을 받는다. 주변 사

람의 권유에 의해서, 소속된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해서, 유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해서 등과 같

은 사회  참여 동기에 의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1]. 이처럼 사회 으로 공유된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가 사회  압력이

다. 페이스북의 이용이 자신의 의지나 욕구충족을 해

서라기보다는 주변의 시선이나 권유, 사회  트 드에 

따르는 비자발  심리에 의한 것이라는  때문에 사회

 압력 동기에 의한 이용은 인 계에 만족감을 느끼

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 참여 동기가 강할수록 페이스

북 이용을 단하지 못하고 트 드에 동조하여 과다 사

용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 실질  

소통보다는 자기노출용 쓰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4][25].  

2. 중독증후: 공허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제기된  페이스북 

독에 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샤퍼(H. J. 

Shaffer et al.)의 독증후군 모델(Addiction Syndrome 

Model)은 독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인의 심리

사회  요인(psychosocial elements)과 독증후

(addiction syndrome)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모델 역시 독을 유발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서 외로움과 같은 심리사회  성향을 독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720

험 요소로 지 한다. 두 번째가 독증후 단계이다. 

여기에서 증후란 미디어 이용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

의 비정상 인 기  조건(abnormal underlying conditions)

과 련된 증상(symptoms)이나 징후(signs)를 가리키

는 개념이다[2]. 를 들면,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우울

이나 걱정, 지나친 자기 심  반추, 자기 의심, 부정  

자기평가, 허상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부정  정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사용을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동

(repeated interaction) 역시 독증후로 본다.

독증후와 련하여 데이비스(R. A. Davis)의 인지 

행동 모델(Cognitive-Behavioral Model)은 미디어에 

한 ‘부 응  인지(maladaptive cognition)’에 해 언

하 다[26]. 이용자의 심리・생리  성향과 미디어의 

기술  환경  이용자의 기  요인에 의해 축 된 미

디어에 한 부 응  인지가 강화되면 미디어에 독

된다는 것이다.

부 응  인지란 미디어에 한 태도나 사고가 왜곡

되고 과잉된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는 미디어의 과도

한 사용에 한 자기 반추와 미디어 과다 사용을 정당

화하기 해 실세계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를 

들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 반추하면서 스

스로 인터넷 독에 해 인식하지만 그간 인터넷 사용

을 통해 충족되었던 정 인 기억들을 불러일으켜 오

히려 인터넷 이용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이

러한 갈망이 강해질수록 실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

를 온라인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강화된

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에 한 부정  자기인식은 미

디어에 한 탐닉이나 남용을 야기하고, 결과 으로는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을 정당화하는 욕구를 유도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 로 본 연구는 독을 유발하는 인

지  차원의 험 요인을 독증후로 개념화하고자 한

다. 이는 독에 취약한 이용자의 생리 이고 심리 인 

요소(성격 등)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미디어 

이용으로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독증후는 페이스북 이용

에 따른 ‘공허감(feelings of emptiness)’이다.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과 쉽게 연결

되면서 인 계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들

이 여 히 진정한 소통과 인 계를 갈구한다는 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시 에서 페이스북 이용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  

차원에서 페이스북 이용 독을 유발하는 인지  증상

에 해 구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했다. 

개념 으로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공허감은 정신분

석학에서 ‘특정 상황에 한 굶주림의 상태’를 의미한다

[27]. 는 ‘지각된 상과 이상간의 불일치 상태[28]’나 

‘희망 이지 않고, 외로운, 고립된 상태[29]’라는 해석도 

있다. 컨버그(O. F. Kernberg)는 상 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에서 이러한 공허감이 상호작용과 

련되어 있다고 보았다[30]. 성장과정에서 분리(分離)를 

경험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보면 성격 

특성으로 내면화되어 나 에는 분리된 자아간 간극이 

커져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자기애  성격장애와 겹쳐 자기 심  사고를 하게 되

고, 타인에 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거나 감정의 극단을 

쉽게 경험할 수도 있다. 

한편 의학에서 공허감은 경계선 성격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의 하 요인으로 구

분되는데, 장애(disorder)로서 만성  공허감은 우울증

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험한 심리와 계가 있다. 이

는 인 계에 해 감정의 황폐감이나 환상, 상실감, 

무감각, 권태, 피상 이고 기계 인 감정 반응 등을 수

반한다. 공허감에 해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반사회  문제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29][31-33]. 하지만 만성  공허감에 한 개념  정의

나 질병 구분에 한 명확한 기 은 아직까지 구체화되

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허감에 한 논의와 련하여 소셜미디

어에서 보인 자신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호주의 

한 여성의 고백을 짚어 보려한다[34]. 그 고백은 소셜미

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이 타인과 소통한다는 의미가 아

니라 ‘팔로워’나 ‘좋아요’ 숫자를 높이기 한 미화된 자

기노출에 지나지 않았다는 자기비 이었다. 이는 피상

인 계 심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한 부정  인식

을 보여  표  사례이다. 

 미국 명문 생 자살의 원인을 소셜미디어 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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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시각도 있다[35]. 과도한 학업 스트 스에 행복

하지 못한 자신과는 달리 동 생의 즐거운 일상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엿보면서 좌 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고 

자살충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

구보고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일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상  박탈감’이라는 심리

 문제를 겪거나[36],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두려움, 즉 ‘ 락의 공포감’을 

경험한다[37]. 

이러한 사회비교 심리의 기 에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인 계 불안이나 조, 짜증, 소외, 외로움, 민

한 반응 등이 동반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  정서나 태도, 인지에 해서 문제[36]나 스트

스[38]로 명명할 뿐 련한 상태를 구체 으로 개념화

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스북의 문제  이용에 한 논의 

에서 독을 유발하는 원인과는 구별되는 ‘증후’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 즉, 페이스북 이용에 한 사람들

의 부정  정서를 심리  성향과 구분하여 인지심리  

특징을 악하려는 시도이다. 구체 으로 페이스북 이

용에 따른 '공허감' 요인을 추출하고, 이용자의 공허감

과 개인속성, 독간의 상호 향 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의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성격과 이용동

기)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은 독과 

어떤 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공허감 문항 개발 사전조사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공허감에 한 사  

문항 개발을 해 기존 문헌 조사와 소규모 집단 심층 

면 을 실시하 다. 먼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미디

어의 문제  이용( . 독 등)과 성향  심리( . 공허

감, 외로움, 우울, 자존감, 스트 스, 인민감성, 연결욕

구, 사회  상호작용 등)등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주 심분야인 공허감을 직

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고 단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해 공허감에 한 

실질  논의를 보완하 다. 심층면 은 인터뷰 당시 페

이스북을 이용한 20, 30  학생(원) 1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심층면 은 페이스북 이용정도와 이용동

기에 한 기본 질문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이용의 단

이나 부작용, 이용에 따른 문제나 스트 스 등과 같이 

공허감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  정서나 인지에 해 자

유롭게 질문하 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서술

형 응답자료로 총 26개의 사 문항을 만들었다. 조사를 

해 리커트 척도 형식으로 문항을 변형하 다.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조사는 국규모의 4년제 국립 특수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총 314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불성

실한 응답자(34명)와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

한 응답자(40명)를 제외한 240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

석 상으로 선정하 다. 이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52.1%)가 남자(47.9%)보다 많았다. 응답

자의 평균 연령은 38.2세 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 가 24.9%, 30  31.3%, 40  28.8%, 50  이상이 

15.0%이다. 

3. 변인의 측정
3.1 성격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성향을 알아

보기 해 성격 5 요인(Big 5 Personality)을 측정하

다[13]. 인간의 성격을 모두 5개로 구분하여 일반 인 

성격  특성을 폭넓게 악하고자 했다. 5가지 성격은 

외향성, 민성,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이다. 먼  외향

성은 사회성, 활동성 등과 같은 사교지향  성향을 의

미한다. 측정에 사용한 문항은 “나는 모임에서 분 기

를 주도하는 편이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세 친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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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이

다. 민성은 우울감이나 불안, 걱정과 같은 부정  감

정을 쉽게 느끼는 성향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은, “나는 스트 스를 쉽게 받는 편이다”, “나는 매

사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흥분을 잘 한다”이다. 친

화성은 인 계에서 조 이고 우호 인 성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는 다정다감한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로 측정하 다. 개방성은 상상력이나 

호기심, 는 다양성에 한 욕구가 강한 성향을 의미

한다. 측정에 사용한 문항은 “나는 이해력이 좋다”, “나

는 좋은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나는 어휘력이 풍부하

다”이다. 성실성은 목  달성을 해 노력하는 성향으

로, 계획 이고 규칙을 수하는 등의 특질을 포함한다. 

측정에 사용한 문항은 “나는 매사 계획 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나는 치 한 편이다”이

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그 지 않다)’부터 ‘5(=매우 그 다)’까지 답하 다. 

3.2 이용동기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동기를 자기노출, 인 계, 

사회압력, 타인탐색, 습 으로 측정하 다[21][25][39]. 

측정을 해 사용한 자기노출 동기 문항은 “나에 해

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

터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경험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해서”이다. 인 계 동기 

문항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지인과 계를 유지하기 

해서”, “기존 인맥을 넓히기 해서”, “직장이나 학업 

등 일로 맺어진 사람들과 교류하기 해서”, “다른 사람

과 즐거운 상호작용을 하기 해서”, “내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과 유 를 형성하기 해서”로 측정하 다. 사회

압력 동기 문항은 “내가 속한 조직이 페이스북을 이용

해서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주변의 아는 

사람의 요청 때문에”, “나 혼자서만 페이스북을 이용하

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

니까”이다. 타인탐색 동기 측정을 한 문항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과거에 해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궁 해서”, “다른 사람의 인간 계가 궁 해

서”이다. 습  동기 측정 문항은 “심심할 때 시간 때우

기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습 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이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그 지 않다)’부터 ‘5(=매우 그

다)’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3.3 페이스북 중독
본 연구에서 페이스북 독 측정 문항은 기존 논의를 

기 로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8][12][40].  “페

이스북 사용으로 인해 학교/업무 능률이 떨어졌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 해

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만해야지’하면서도 번

번이 페이스북을 계속하게 된다”, “페이스북 사용 때문

에 피곤해서 학교 수업시간이나 회사 업무시간에 잔

다”, “페이스북을 하다가 계획한 일을 제 로 못한 이 

있다”, “페이스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한

다”, “페이스북을 할 때 마음 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면 안 부  못하고 조

해 진다”, “일단 페이스북을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

던 것보다 오랜 시간 하게 된다”, “페이스북 사용을 

여야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이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 정도에 따라 ‘1(=  그 지 않다)’부터 

‘5(=매우 그 다)’까지 답하도록 했고, 응답자의 평균값

이 클수록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 다. 

평균
(M)

표 편차
(SD)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성격

외향성 2.93 .77 .68
예민성 3.08 .89 .77
친화성 3.34 .71 .69
개방성 3.48 .81 .82
성실성 3.25 .81 .80

이용
동기

자기노출 2.31 1.06 .93
대인관계 3.02 1.02 .91
사회압력 2.06 .99 .86
타인탐색 1.98 .99 .94
습관 2.64 1.06 .89

중독 2.04 .49 .84

표 1.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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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 요인 분석 
사 조사를 통해 도출된 26개 문항의 공허감 요인구

조를 밝히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방

법으로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 기법을 사용하

다. 요인수의 결정은 아이겐값 1.0을 기 으로 하 고, 

요인 재치가 0.5이하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 다(7개 

문항). 측정변수에 한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알

값(Cronbach’s Alpha)을 사용하여 0.7이상을 기 으로 

하 다.

문항 1 2 3
요인1: 고립과 외로움
페이스북에서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다 .808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하다고 느낀다 .759
페이스북어에서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757
페이스북에서 나는 허전함을 느낀다 .731
페이스북 속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다 .693
페이스북에서 나는 세상과 차단되어있다고 느낀다 .667
페이스북에서는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다 .662
요인2: 자기조절장애
페이스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헤칠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876
페이스북에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에 휩싸인다 .813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억
에서 지워지는 것 같다 .752
요인3: 비현실성
페이스북 친구와 실제(오프라인) 친구를 대하
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 .829
페이스북 친구와 실제 친구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778
페이스북 친구와 실제 친구는 나에게 다른 의미다 .771
아이겐값 6.53 1.85 1.11
설명변량(%) 46.64 13.19 7.93
평균 1.89 1.47 2.43
표준편차 .79 .69 .92
신뢰도(Cronbach’s α) .91 .85 .76

표 2.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 요인분석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공허감에 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19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체변량의 

67.76%를 설명하 다. 구체 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첫 번째 공허감 요인을 “고립과 외로움”으로 명명하

다(M= 1.89, SD= .79, Cronbach’s α= .91). 주로 페이스

북에서 활동하지만 혼자인 것 같고, 허 하며,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느낌의 내용이다. 두 번째 공허감 요인

은 “자기조 장애”로 명명하 다(M= 1.47, SD= .69, 

Cronbach’s α= .85).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스

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정신 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상

태에 한 내용이다. 세 번째 공허감 요인은 “비 실성”

으로 명명하 다(M= 2.43, SD= .92, Cronbach’s α= 

.76). 페이스북 상의 인 계 활동이나 계인식이 

실과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내용이다[표 2].

2.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과 개인속성간 관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속성 에서 성격과 이용동

기가 공허감을 어떻게 측하는지 알아보기 해 앞서 

추출한 세 개의 공허감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이때 성별(남성 1, 여성 0으로 가변인 

처리)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결과분석에 

앞서 각 변인 간 다 공선성에 문제없음을 확인하 다.

페이스북 공허감

고립과 외로움
(β)

자기조 장애
(β)

비 실성
(β)

model 1model 2model 1model 2model 1 model 2

통제
변인

성별 .102 .111 .131 .119 .200** .191**

연령 -.044 -.009 -.008 -.019 -.007 -.021

성격

외향성 -.032 .119 -.030
예민성 .239*** .115 .075
친화성 -.035 -.141* -.037
개방성 .009 -.189** .020
성실성 .048 -.024 .092

이용
동기

자기노출 .282*** .301*** .132
대인관계 -.028 -.091 -.016
사회압력 .322*** .228** .181*

타인탐색 .036 .110 .060
습관 .045 -.140 -.017

 adj.R2 .001 .321*** .008 .226*** .031** .084*

F 1.163 10.371*** 1.990 6.784*** 4.797*** 2.825***

주1. N=240
주2.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과 0으로 가변인(dummy) 처리함.
*p< .05, **p< .01, ***p< .001

표 3.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에 미치는 영향변인 분석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공허감 요인별로 측하는 

개인 속성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고립과 외로움’ 요인

에 향을 미치는 이용자 성격은 민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성격이 민할수록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면서 

인 계에 한 불만족과 외로움 호소 경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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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239, t= 3.992, p< .001). 한 이용동기 에서 자

기노출 동기(β= .282, t= 3.908, p< .001)와 사회압력 동

기(β= .322, t= 5.067, p< .001)가 고립과 외로움요인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나에 해서 타인이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욕구가 강할수록 고립과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한 계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스스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압

력에 의한 타의 이고 수동 인 동기로 페이스북을 이

용하는 사람들은 인 계에서 더 공허함을 느 다. 

다음, 공허감 요인  자기조 장애에 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개인속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성격에서 친화

성과 개방성이 자기조 장애 요인과 통계 으로 부  

향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친화성

향이 강할수록(β= -.141, t= -1.984, p< .05), 개방성향

이 강할수록(β= -.189, t= -2.689, p< .001) 자기조 장

애 정서가 약화되는 경향성을 보 다. 타인지향 이거

나 인 계에 우호 인 개인의 성향이 페이스북 이용

에서 나타나는 자아상실에 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

의 부정  정서를 어느 정도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편, 페이스북 이용동기 에서 자기노출 동기와 사

회압력 동기는 각각 자기조 장애와 통계 으로 정  

향 계를 보 다. 자기노출 동기가 강할수록(β= .301, 

t= 3.911, p< .001), 사회압력 동기가 강할수록(β= .228, 

t= 3.351, p< .01) 자기조 장애 정서가 강해지는 경향

성을 나타냈다. 페이스북 이용으로 느끼는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자기 이

미지 형성에 집착하거나 혹은 수동 인 인 계 동기

가 강할수록 자기조 장애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

이다. 

다음,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 요인  비 실성 

요인에 향을 미치는 개인속성을 살펴보았다. 통제변

인으로 사용한 성별이 비 실성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페이스북 

상의 인 계를 실과 구분 짓는 경향성을 보 다(β

= .200, t= 2.990, p< .01). 그 밖에 이용자 성격 변인은 

비 실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없었다. 

하지만 계  차원에서 살펴본 페이스북의 사회압

력 동기는 공허감의 비 실성 요인과 정  향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β= .181, t= 2.453, p <.05).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유가 자의에 의한 극 인 자기노출이나 

인 계 형성을 해서라기보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

가, 상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페이스북상의 인 계를 실의 것과 다르게 생각하

여 구분 짓는 경향성이 클 수 있다. 

3.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과 중독간 관계 
앞서 논의한 독 증후군 모델[2]을 기반으로 페이스

북 이용자의 공허감과 이용 독간의 계를 살펴보았

다. 이때 페이스북 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 

인구학  속성(성별, 연령)은  Block 1, 개인속성(성격, 

이용동기)은 Block 2에 투입 후,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

허감 요인(고립과 외로움, 자기조 장애, 비 실성)을 

Block 3에 투입하는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분석에 앞서 공차한계(0.1 이상)와 분산팽창지수

(1.201～2.356)를 확인한 결과 변인간 다 공선성에 문

제가 없었다. 

[표 4]의 모델 3의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은 이용 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페이스북 이

용자의 공허감  ‘고립과 외로움’ 요인은 독에 정

인 향을 미쳤다(β= .263, t= 3.631, p< .001). ‘비 실

성’ 요인도 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β= .115, t= 2.192, p< .05). 공허감의 ‘자기조 장애’ 요

인과 페이스북 이용 독과의 련성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외에 페이스북 이용동기 에서 자

기노출 동기(β= .187, t= 2.804, p< .01)와 습  동기(β= 

.186, t= 2.957, p< .01)가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지만 여 히 혼자라는 느낌일 

때 타인으로부터 공감 받고 싶은 심리에 지속 으로 의

존하게 되고 종국에는 이용 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페이스북에서 이 인 인 계를 강화할

수록 ‘  다른 나’와 ‘  다른 계’에 탐닉하여 이용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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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β)

model 1 model 2 model 3

통제
변인

성별 .118 .119 .056
연령 -.007 .008 .014

성격

외향성 .027* .027
예민성 .068 -.016
친화성 .035 .063
개방성 -.057 -.037
성실성 -.012 -.032

이용
동기

자기노출 .307*** .187**

대인관계 .095 .114
사회압력 .212** .083
타인탐색 .029 .001
습관 .181** .186**

공
허
감

고립과 외로움 .263***

자기조절장애 .104
비현실성 .115**

 adj.R2 .005 .374*** .470***

F 1.611 12.832*** 15.082***

주1. N=240
주2.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과 0으로 가변인(dummy) 처리함.
*p< .05, **p< .01, ***p< .001

표 4.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결과

V. 결론

페이스북 이용이 화되면서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방식에 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에서 형성한 계에 해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다양한 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41-43]. 

본 연구는 페이스북 독의 문제를 이용자의 정서  특

성인 ‘공허감’에 을 맞추고 연구의 범 를 인지심리

학  차원으로 확장하 다. 우선, 미디어 독을 일으키

는 증후로서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공허감은 

무엇인지 탐색  차원에서 근했다. 그 다음,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이 개인의 성향이나 이용동기와 어떠

한 계가 있는지 분석했고, 끝으로 이용자의 공허감이 

페이스북 독과는 어떠한 계가 있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 요인으로 ‘고립과 외로움’, ‘자기조 장애’, ‘비

실성’ 요인 3가지를 추출하 다. 원만한 인 계를 

해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이용자들은 여 히 쓸쓸함, 

허 함, 사회  지지감에 한 결핍, 자아상실감, 자기

통제불능, 실괴리, 인 계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포 하는 공허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은 이용자의 성격  이용동

기와 련되었다. 성격이 민할수록 페이스북 이용에

서 고립감과 외로움이 컸다. 한 자발  이용이 아닌 

사회  압력에 의한 타의 이고 수동 인 동기에 의한 

이용으로 공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셋째, 페이스북 이

용자의 공허감이 이용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페이스북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립감과 외로움

은 여 하며, 댓 이 달리고 좋아요 클릭 수가 늘어도 

인 계에 한 불안과 공허감이 오히려 커져 페이스

북 활동에 더욱 집착하는 미디어 독을 야기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허감의 개념을 사람들과의 일상  

연결과 집단소속으로 정서  안정을 취하기 해 페이

스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주체

가 되지 못할 때 느끼는 불만족(고립과 외로움), 자아불

안(자기조 장애), 인분리감(비 실성)의 정서로 규

정하 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라는 사회  공간에서 

타인과 극 으로 소통하지만 여 히 고립감과 외로

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지

지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자신이 맺은 인 계가 모

두 피상 이고 비 실 이라고 느낄 때 ‘공허하다’라고 

말한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허감은 함께 있지만 혼자

인 상태(alone together)[44] 그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

한 정신병리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정서가 인간의 

인지과정에 필수 으로 개입하며 행동에 향을 미친

다는 인지심리학  에서 볼 때 공허감은 민성이

나 사회  압력과 같은 심리 ․사회  변인과 함께 

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 독의 심각성은 공허감과 같은 부정

 정서가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 인 결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29][31][32]. 특히 고립감과 외

로움, 충동장애, 인 계 부 응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 . 미디어 독뿐 아니라 비행, 자해, 

인지 외톨이, 나르시시즘 등)에 한 해결책 모색에서 

공허감이라는 정서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청소년기에 래집단이나 요 사회집단(가족, 선생님 

등)과 원만한 인 계를 맺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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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허감과 같은 부정  정서나 독을 정확히 

인지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한 미디어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공허감의 특성을 개념차원에

서 탐색하고, 개인 성향과의 연 성을 고찰하여 공허감

이라는 정서  특성이 미디어 독의 측변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을 확인하 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그러나 공허감에 한 측정 기 이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탐색차원의 근이라는 , 조사 상을 학생으로 한

정했다는 에서 공허감 요인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감에 한 

증상이나 징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명확하게 개념

화되지 않은 변인을 정서  특성으로 개념화하여 실증

으로 탐색했다는 은 학술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상으로 연구의 범 를 

확 하여 매체 간 비교 연구를 하거나 조사 상을  

연령층으로 확장한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사회  함

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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