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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gent self-esteem can be maintained by meeting the standards of social or introjected value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ocial media-related contingent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Instagram users; 

in a sample of 319 Instagram users, we examined the effect of contingent self-esteem on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this theorized relationship.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higher 

contingent self-esteem predic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for a week in Instagram users, which could be explained 

by the upward social comparisons made on this application, and showed that Instagram users with higher contingent 

self-esteem tended to compare themselves with other users they considered superior, thereby increasing their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for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association between using social media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dicated the vulnerability of contingent self-esteem within the social media 

context. Other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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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건부 자아존 감은 외재  동기에 부합할 때 조건 으로 유지되는 자아존 감이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의 조건부 자아존 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319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인스타그램에서의 상향비교의 간 효과를 검증하는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일주일간 경험하는 우울 경험이 높았으

며, 이는 인스타그램 내 상향 비교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는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인스타그램에서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이용자와 자주 비교하며 이로 인해 더 우울해진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SNS 이용자의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기 한 목 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SNS 이용자의 우울감에 한 기존 연구를 확장한 의의를 논의하 다.

주제어: 인스타그램, 조건부 자아존 감, 상향  사회비교, 우울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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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시간  공간  제약을 넘어 사람들 간 상호작

용을 높이고, 서로 의견이나 심사를 교환하는 사회

 장으로 기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거리두

기가 시행되며 오 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은 고 온라

인 상호작용이 차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스마트

폰 사용 시간 한 차 증가하고 있으며 SNS나 온라

인 채  등의 커뮤니 이션이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 

시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Korean Addiction 

Forum, 2020, June 30). 이처럼 SNS는 오 라인에서의 

만남을 보완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 기능한다. 한 

SNS가 많은 사람의 일상 행동  하나로 자리 잡으면

서 이용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심을 받

고 있다. 이  가장 표 인 심사는 SNS 이용이 

이용자들의 우울이나 상  박탈감을 일으키는지에 

한 SNS의 심리  향력일 것이다. SNS를 많이 이

용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그 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 다(Kim, 2019, 

October 22; Lee, 2019, July 16). 이처럼 SNS와 련된 

선행 연구에서 이용자의 주  안녕감에 부정 인 

향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Kross et al., 

2013; Shakya & Christakis, 2017; Tromholt, 2016). 

그러나 SNS 이용과 우울에 한 선행 연구 결과가 모

두 SNS의 부정  향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SNS 

이용과 우울 수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계성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 다(Jelenchick et al., 2013). 반

로 일부 연구들은 SNS 이용자들이 사회  계성의 증

진이나 만족을 통하여 통해 사회  욕구가 충족된다는 

정 인 효과를 설명하기도 한다(Blomfield et al., 2014; 

Kalpidou et al., 2011). 이와 같은 결과들은 SNS가 언제

나 우울과 같은 부정 인 결과만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련하여 SNS의 향력을 달리하는 개인의 심

리  요인으로 조건  자아존 감 수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란 내부 는 외부의 기

을 달성하는 정도나 기 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른 

불안정한 자아존 감이다(Deci & Ryan, 1995).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한 기

이나 기 를 충족하 는가를 확인하면서 본인의 자아

존 감을 단한다. 아울러 끊임없이 자기평가를 하며 

그에 따라 빈번한 사회 비교를 수행한다(Deci & Ryan, 

1995). 즉,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악하기 한 기 을 설

정한다. 이에 SNS에서 타인의 모습을 기 으로 즉각

이고 단편 인 상향 비교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고 상하 다. 그에 따라 개인의 심리  요인이 

우울 경험에 미치는 향을 인과 으로 검증하기 하

여 매개 효과를 통한 모형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 으

며, 이를 설명하기 한 변인으로 상향 비교의 효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상향 비교란 타인과 자신의 비교 상

황에서 나보다 더 나은 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

을 의미하며(Corcoran et al., 2011),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SNS는 비교가 쉬운 공간으로 기능한다

(Haferkamp & Krämer, 2011). 따라서 조건부 자아존

감의 자기 가치 확인을 한 비교 상은 상향 비교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상향 비교와 우울

다양한 SNS 가운데도 인스타그램은 최근 가장 리 

이용되며 높은 향력을 가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친구, 동료 외에도 심사가 

비슷한 사람, 인 루언서, 연 인과 같은 이들의 심

사와 일상을 한다. Sheldon & Bryant(2016)는 인스타

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타인의 상태나 게시 을 

살피기 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하 다. 다시 말해 사

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을 빈번히 찰한다.

타인의 일상을 살피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포스

 내용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타인과 나를 비교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사회 비교는 타인과 상호작

용 속에서 기능하는 기본 인 심리  처리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Corcoran et al., 2011). SNS는 오 라인보다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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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  수 등)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비교가 흔히 나타날 수 있

는 조건이다(Haferkamp & Krämer, 2011; Vogel et al., 

2014). 한 타인의 상태나 로필 혹은 댓 을 다는 

행동들은 하향 비교에서는 유의한 계성이 검증되지 

못하 으나 상향 비교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선

행 연구는 확인하고 있다(Hwang, 2019).

아울러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게시물은 자신에 한 

정 인 정보가 주요하다(Ellison et al., 2006; Jordan 

et al., 2011; Qiu et al., 2012). SNS에서 이루어지는 자

기표 (self-presentation)은 자기 인상 리 동기에 의

하여 정 인 정보가 주를 이룬다(Walther, 2007). 사

람들은 SNS에 자신이 가장 정 으로 드러날 수 있

거나 타인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게시하며, 이는 사회 비교의 단서로 작용하여 

찰자의 비교 행동을 일으킨다(Blease, 2015). 심지어 페

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Rhee & Ko, 2013) 인스타그램에

서는 시각 인 정보를 통해 자기표 이 가능하므로 다

른 이용자들이 표 한 이미지를 보이는 그 로 받아들

인다(Chua & Chang, 2016; Lee et al., 2015).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일상은 본인의 일상

보다 여유롭거나 행복하게 보이며, 그에 따라 인스타

그램 이용자들은 자신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고 인식되

는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문제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상향비

교가 이용자의 우울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Jeong & 

Hyun, 2017; Hwang, 2019).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유명인이나 래 이미지에 노출되는 것이 불안이나 우

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일으킨다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Brown & Tiggemann, 2016). 선행 연구는 우울

의 원인으로 타인과 상향비교를 통한 자기 인식의 효

과에 주목한다(Haferkamp & Krämer, 2011). SNS로 인

해 우울을 경험하는 이용자들은 상향비교를 통해 본인

의 능력이나 상황이 열등하다고 느낀다. 이 밖에도 부

정 인 사회 비교가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 다(Feinstein et al., 2013; Lee, 2014; Nesi 

& Prinstein, 2015). 즉, SNS 이용자는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기의 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자주 겪을수록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쉽게 경험한다. 

이와 같은 부정  향력은 타인을 탐색하는 성향이 

높은 이용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Cha & Lee, 

2015). 특히 개인의 자존감 부족(Sowislo & Orth, 2013)이

나 습 인 상향  사회 비교(Buunk & Brenninkmeijer, 

2000)는 사람들의 우울을 일으킨다. 래 집단의 규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SNS

에서 래나 유명인의 과장되게 포장된 이미지에 지나

치게 노출되면 우울과 불안감을 경험하 다(Fardouly 

& Vartanian, 2015; Frison & Eggermont, 2017). 한, 

본인을 타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높은 심을 두고 

스스로에 한 확신 수 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 인

루언서를 시기하 다(Chae, 2018).

더불어 인스타그램 내에서의 사회 비교가 자신의 

심사와 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질 때 우울과 같은 부

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Smith & 

Kim, 2007). 일반 으로 사람들은 정 인 자기 개념

을 유지하기 하여 자신과 련된 역에서 타인보다 

우 를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심사를 벗

어난 역이라면 잘하고 못하는 것에 한 요성은 

감소하고, 자기 개념  정서에도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타인의 포스

은 자신의 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그를 통해 동

일한 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된다. 따라서 인

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사회 비교는 본인의 심 역

에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부  정서가 발생할 가능

성 한 높을 것으로 측한다.

2.2. 조건부 자아존 감

조건부 자아존 감이란 자신만의 내부  는 외부 

단서로 주어지는 기 을 달성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기

를 부응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불안정한 자아존

감을 의미한다(Deci & Ryan, 1995). 최근의 연구에

서도 일반 인 자아존 감과 기 의 달성이나 충족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자아존 감을 구분한다(Lakey 

et al., 2014; O'Mahen, 2003; Roberts et al., 2014). 사람

들은 기본 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자율성, 

유능한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유능성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계성의 욕구가 있다(Deci &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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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이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며 성장할 

때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사회  

가치를 통합할 수 있다. 반 로 이와 같은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내재  동기에 귀 기울이지 못

하고 외부 으로 주어지는 통제나 압박에 자신을 동기

화한다. 외재  동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측면은 자신

의 내재 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한 자아로 통

합하기 어렵다. 그 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

한다(Roberts et al., 2014). 불안정한 자아를 지닌 사람

들은 내부에서 자신의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끊

임없이 외부 조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

력한다. 한, 주체 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통제된 행동 기반을 형성한다. 즉, 조건부 자아존 감

이란 이처럼 외부 인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욕구나 

동기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 을 충족하고자 하

는 심리  자아의식을 뜻한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정 인 정보에 민감하

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염려를 바탕으로 

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리며 자아 과 심리  부담을 

빈번하게 경험한다(Lakey et al., 2014).

조건부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는 표

으로 Paradise & Kernis(1999)의 조건부 자아존 감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스스로 정한 기 에 비추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가에 따라 내 자신이 좋아지

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내 자신의 가치는 남들이 

세워놓은 기 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에 한 조

건 인 평가에 강하게 동의할수록 조건부 자아존 감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

은 사람일수록 사회 으로 가치 있는 기 이나 그에 

부합하는 내사된 기 을 충족시키려 한다. 조건부 자

아존 감은 자신의 자질에 하여 반추하는 경향과 

련 있으며(Szpitalak et al., 2018) 빈번한 사회 비교를 

수반한다(Deci & Ryan, 1995).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여성은 신체 외모에 한 상향 비교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자신은 이상 인 외모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부정  단이나 폭식증, 는 마른 몸에 한 강한 욕

구를 갖는다(Bailey & Ricciardelli, 2010; Patrick et al., 

2004). 즉, 조건부 자아존 감은 상향비교를 유도하여 

자신이 기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하고, 스

스로에 해 부정  단을 일으킨다.

의도를 지닌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기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동기를 상실한다

(Deci & Ryan, 1991). 따라서 외재  동기마  상실한 

무동기의 상태에서는 비효율 인 조 과 통제 양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에서 우울이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여 망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Deci & Flaste, 

1996/2011). 자율성과 자신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우울을 경험한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

람은 심한 우울을 호소하며,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고 

자아존 감은 낮은 경우에서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다(Bos et al., 2010; Lakey et al., 2014; Wouters et al., 

2013). 조건부 자아존 감과 우울의 계는 최근 페이

스북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Faelens et al., 2019). 페이

스북 이용자를 상으로 사회 비교와 조건부  반  

자아존 감이 우울, 불안, 스트 스와 같은 부정 인 

반응과 페이스북 이용 행태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Faelens et al., 2019). 해당 변인간의 인과성에 

해서는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페이스북 이용, 

사회비교, 조건부 자아존 감, 우울과 같은 부정 인 

반응 간에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수

과 상 없이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속의 일원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있다(Roberts et al., 

2014). Reich et al. (2018)은 SNS 이용자가 ‘좋아요’와 

같은 사회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낮은 소속감을 경

험하고 자아존 감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다. 이는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

은 이용자들은 SNS에서 표 되는 지지와 심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이용을 통해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의 조건부 자아존 감 수 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인스타그램 이용

자의 경우 낮은 이용자에 비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욱 우울을 경험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3. 연구 가설

SNS 이용자들은 마다의 동기를 갖고 SNS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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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동기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본질 으

로 모든 동기의 기 엔 기본 인 욕구 충족이 있다. 

SNS에서도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

동하고, 유능함을 경험하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오 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SNS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도 하며, 조건

부 자아존 감을 유지하려 노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조건 으로 자아존 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상향비교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Faelens et al. 

(2019)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과 우울 

 스트 스 간의 경로에서 사회비교, 조건부 자아존

감의 심 인 역할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조건부 자아존 감과 같은 특정한 개인차 변인

이 우울이나 스트 스와 같은 부정 인 반응에 한 설

명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

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SNS 이용자의 사회  욕구 

충족이나 응과 련된 정  반응(Blomfield Neira 

& Barber, 2014; Kalpidou et al., 2011)이 나타나는 이유

나 조건부 자아존 감이 미치는 인과성을 검증하지 못

한 한계를 갖는다. 즉, 이용자의 심리  요인의 향력

을 검증하기 해서는 개인의 심리  요인이 우울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 변인을 규명하여 명

확한 계성을 도출해야만이 심리  기제의 향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자아존 감이 우울에 미치는 향

을 설명하기 하여 상향 비교의 매개효과를 통한 인과

성 검증에 주목하고자 하 다. 조건부 자아존 감은 끊

임없이 외부 기 을 충족하길 원하며, 자신에 한 평

가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심사 주

로 형성되며, 다양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은 조건부 자아존 감에 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

이 이용자들의 우울 경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

이 이용자들의 우울 경험에 미치는 향은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에 의하여 매개 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3.1. 설문 참가자  연구 설계

연구 상 본 연구는 설문 연구로서 온라인을 통해 

응답을 수집하 다. 설문 상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

는 20~30  성인으로, 총 319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설문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9.7세(SD=4.9), 성별은 

여성이 163명(51.1%)이었다. 설문 구성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설문은 1회기로 시행되었

다. 설문은 조건부 자아존 감 척도 17문항, 인스타그

램 내 상향비교 척도 6문항, 한국  우울 척도 20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1.0을 활용하여 총 31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첫 번째로, 응답자 특성을 악하 고, 문항 신뢰도 

 변인 간의 상 을 확인하 다. 두 번째로 Hayes 

(2017)의 방법을 용하여 SPSS Macro PROCESS를 

통해 조건부 자아존 감과 우울의 계에서 인스타그

램 내 상향비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3.2. 측정 도구

3.2.1. 조건부 자아존 감

조건부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하여 Do(2006)가 

사용한 조건부 자아존 감 17문항을 사용하 다. 조건

부 자아존 감 척도는 Paradise & Kernis(1999)가 15문

항으로 처음 개발하 고, 국내에서는 Do(2006)가 번안

하여 17문항으로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조건에 

의존한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

은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응답하 으며, 본 연구에서 체 문항의 내  일

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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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를 측정하기 하여 Jeong 

& Hyun(2017)이 사용한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 척도 

6문항을 사용하 다. Jeong & Hyun(2017)은 Steers et 

al. (2014)이 개발한 페이스북 이용 시 경험하는 사회비교 

척도를 참고하여 인스타그램 이용 시 경험하는 상향비

교 척도로 수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삶에 한 

부족함과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시 

문항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을 하다 보면 나

는 그들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를 들 수 있다. 

응답자들은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응답하 으며, 본 연구에서 체 문항

의 내  일치도는 .91으로 나타났다.

3.2.3. 우울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우울 경험을 측정하기 하여 

Radloff(1977)의 우울 척도를 번안한 통합  한국  

CES-D(Chon et al., 2001)를 사용하 다. 한국  우울 

척도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N(%) Mean SD Min Max

Gender

Male 156(48.9)

Female 163(51.1)

Age 29.71 4.91 20 39

Instagram usage

Frequency of 

logging on to 

Instagram per 

week

5.72 1.98 1 7

Time on 

Instagram per 

day

< 5 min 27(8.5)

5-30 min 123(38.5)

30-60 min 78(24.5)

60-90 min 40(12.5)

60-120 min 30(9.4)

120-150 min 13(4.1)

150-180 min 6(1.9)

180 min≤ 2(0.6)

Usage period 

(month)
24.64 16.11 1 6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319)

최근 일주일간 우울함을 많이 느낀 것을 의미한다. 

시 문항으로는 ‘평소에 아무 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를 들 수 있다. 응답자들은 리커트 4  척도

(0=극히 드물게, 3=거의 부분)로 응답하 으며, 본 연

구에서 체 문항의 내  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변인에 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와 상 계를 Table 

2에 제시하 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와 정  상 계를 나타냈으며(r = .39, p < 

.01),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와 우울은 정  상 계

를 나타냈다(r = .53, p < .01).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가 많고,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가 많을수록 우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조건부 자아존 감과 우울도 정  상

계를 나타냈으며(r = .23, p < .01), 모든 변수 간 

상 계가 정 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 1 2 3

1. Contingent self-esteem -

2.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39** -

3. Depression .23** .53** -

Mean 3.23 2.90 1.83

SD 0.44 0.92 0.54

**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contingent

self-esteem,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depression

4.2. 조건부 자아존 감과 우울과의 계에서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의 매개효과 

조건부 자아존 감이 우울 경험에 미치는 향에 

한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Hayes(2017)에서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 다(Model 4).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스타그램 이용

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일주일 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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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R R2 F df

b se

1
Contingent 

sefl-esteem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818 .108 .391 7.561*** .391 .153 57.173*** 1, 317

2

Contingent 

sefl-esteem
Depression .030 .063 .024 .470

.526 .276 60.300*** 2, 316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Depression .300 .030 .516 9.915***

*** p < .001 

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ion model of contingent self-esteem on depression through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울 경험이 높게 보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b = .275, 

BootSE = .067, 95% CI = [.144, .406]).

이어서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Boot-

straping을 실시하 다.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하

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Bootstraping을 하여 재추출

된 표본 수는 5,000개 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인스타

그램 이용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이 이용자들의 우

울 경험에 미치는 향은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에 의

하여 설명되었다(b = .245, BootSE = .041, 95% CI = 

[.170, .330]). 간 효과의 신뢰구간(95% CI)에 효과크

기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간 효과가 95% 신뢰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성별, 나이,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을 통제하여

도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스타램 내 상향 비교의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의 매개효

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인스타그램 이용

자일수록 상향비교를 통하여 우울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 실 인 기 에 한 상향

비교가 조건부 자아존 감을 지닌 이용자의 욕구  동

기 감소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245 .041 .170 .330

Table 4. Boostrapping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Fig. 2. Mediation model. The effect of contingent self-esteem

on depression through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5. 논의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경험하는 우울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SNS 이용과 우울 간의 계가 언제나 부  

계성을 갖지 않으며,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한 심리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

건부 자아존 감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정 인 자기 인식

을 하여 노력하지만 상향 비교와 같은 반복되는 비교

는 자기 인식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높여 개인의 가

치감 인식을 실패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조건부 자아존 감의 이러한 특성이 SNS 내 상향 

비교와 우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SNS 

이용에서의 심리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 환경에서 조건부 자아존

감, 상향비교, 우울의 계를 탐색하고, 조건부 자아

존 감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상향비교가 갖는 매

개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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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조건부 자아존 감은 이용자들

의 우울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조건

부 자아존 감과 반추  우울의 정 인 상 계를 보

고했던 이  연구들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zpitalak 

et al., 2018; Lakey et al., 2014). 즉, 인스타그램 이용자

들을 상으로 높은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우울로 

이어짐을 확인하 다. 둘째,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조

건부 자아존 감이 이용자들의 우울 경험에 미치는 

향은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에 의하여 매개된다. 조건

부 자아존 감이 높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

교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상향비교를 많이 

하면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조건부 자

아존 감이 높을수록 상향비교를 통해 우울로 이어진 

결과는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인스타그램 이용자

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련하여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하여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표 형 SNS 이용자들

은 정보추구 동기와 자기지 향상 동기는 높지만, 사회

 자본에 한 인식과 SNS 친 도는 낮다(Cho, 2018). 

이와 같은 상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타인과의 유

보다 자기고양에 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부 자아존 감을 지닌 인스타그램 이용자

는 다른 이용자들과 친목을 다지기보다 비교 상 는 

비교 기 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조건부 자아존 감을 지닌 인스타그램 이용

자들의 우울을 살펴보는데 상향비교가 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조건부 자아존 감 수 이 높은 

것보다 우월한 타인과 비교를 경험할 때 우울에 더 큰 

향을 미친다. 즉,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우울은 타인의 평가 

 외부 정보에 민감하고, 지속 인 성취가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조건부 자아존 감에 의한 우울은 인

스타그램의 타 이용자들을 통해 과도한 기 에 노출되

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인식  부정  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로 조건부 자아존 감으

로 인한 우울은 측정 시 에 따른 차이로도 설명이 가

능하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은 특정 조건

을 맞출 때는 정 인 자기감을 일시 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 종  연구 방법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상향비교와 우울의 계를 조 할 수 

있는 제3요인으로 자기에 한 명확한 이해를 강조하

다(Kim, 2016; Jeong & Hyun, 2017). 이와 같이 조건

부 자아존 감은 자기 내부의 동기나 욕구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며, 련한 상향 비교는 자신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며 우울을 증가시킨다. 즉, 앞으로 

SNS 이용과 우울의 계에 한 혼재된 결과들을 설

명하기 해 상향 비교보다도 조건부 자아존 감과 같

은 개인의 심리  특성 발 에 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SNS 서비스 측면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

면에서 상향비교와 그로 인한 우울을 탐색하 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의 인

구통계학  특성과 이용 빈도와 같은 특징이 본 연구

의 모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어 개인의 심리  변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건부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

에 비하여 높은 사람이 상향비교와 우울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통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SNS 기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을 

기록하는 등의 활동이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인지 내

재  동기에 의한 것인지 제 로 살펴 야할 것이다.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조건부 자아존 감으로 

인하여 타인의 평가와 기 에 더욱 민해지고, 상향 

비교도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살피어 SNS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 조건부 자아존 감이 

내재  기 에 민감한 정도와 외  기 에 민감한 정

도를 비교해본다면 이용자의 우울이나 스트 스와 같

은 결과 변인의 측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나 반응

이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

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우

선 설문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SNS를 충분히 악하지 

못하 다. 인스타그램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SNS를 조

사하 다면, 연구결과가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만 해

당되는지에 한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표 형 SNS 이용자로 확 하여 살펴볼 기회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를 

설명하기 하여 특정한 행동 변인과 련된 SNS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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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으로 정의하고 상황과 맥락  행동이 심리  반응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면 심리  기제를 더욱 면

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인스타그램에서의 상향비교만을 측정하 다. Faranda 

& Roberts(2019)는 페이스북의 비교 경향성은 오 라

인의 비교 경향성을 반 하며, 오 라인의 비교 경향성 

 방향성만이 우울을 측한다고 주장하 다. 이용자

의 오 라인에서의 상향비교를 함께 살펴본다면, 조건

부 자아존 감으로 인한 인스타그램 내 상향비교와 우

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20~30  보다 더 다양한 연령 와 문화권의 이

용자들을 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문화권에 따라 

SNS에서 자기표 이나 사회비교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Jang, 2009;  Lee-Won et al., 2014; White & 

Lehman, 2005). 따라서 조건부 자아존 감으로 인한 인

스타그램 내 상향비교 계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더 

넓은 범주에서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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