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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the case of users utilizing multiple accounts on one social network service
to create their own multiple spaces and different persona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people who use multiple accounts to express their identity online using Carl Jung's personality
theory. We used in-depth interviews and the 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ZMET), targeting 19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use more than one personal account on Instagram. Creating a shared consensus map using the configuration concept of ZMET derived six personas in relation to Instagram accounts. The
motivations for the respondents' self-presentation associated with their personas and self-presentation types
shown on Instagram were analyzed in terms of persona and fashion and subdivided into five dimensions: relationship management strategic presentation, self-monitoring presentation, competence demonstration presentation, anonymous presentation, and persona-centered presentation. Each respondent's persona and self-presentation formed by the Instagram account was analyzed.
Key words: Personality theory, Persona, Instagram, Self-presentation, Self-presentation through fashion; 인
격 이론, 페르소나, 인스타그램, 자기표현,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

I. 서

론

현을 한다(Leary, 1995; Mead, 1934). 페르소나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의 인격 이론에서 사용된 개념
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하는 겉모습 즉, 정신
의 외면으로 정의된다. 집단적 가치에 적합한 정체성
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페르소
나가 형성되기 때문에 페르소나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도록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
어 있다(Rhi, 2011). 페르소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인간은 사회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사회적 맥락에 맞게 페르소나
(Persona)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연출하여 자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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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의미를 축척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여러 개
의 페르소나가 동시에 ‘멀티(Multi)’의 형태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오늘날 페르소나라는 말은 현대 문화에
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는 현대인의 일상, 취향, 취미, 흥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사회현상과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Kang & Lee, 2020). 최
근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
가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히며 패션 분야에서도 개인의
관점에서 페르소나를 분석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을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소비자 유형과 니즈를 파
악하기에 페르소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온라인 공간은 현대인에
게 일상적인 공간이 됨에 따라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특
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를 통해 현대인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Ko,
2020), GlobalWebIndex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SNS
이용자 1인당 평균 8.5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Bayindir & Kavanagh, 2018). 하나의 SNS에서도 여러 계정
을 사용해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맺는
대상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
구인지에 대한 페르소나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자기표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Jones & Pittman. 1982; Y. Kim,
2008; Kwak, 2016). 따라서 SNS의 계정에서 형성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해 개인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
하고, 이는 패션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표현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페르
소나를 파악하고 관련된 자기표현 행동의 요인을 규
명하여 그 의미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 중에서 최근 성장세가 두
드러지며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3세대 SNS인 ‘인스타
그램’(Kim et al., 2016)을 연구대상 플랫폼으로 선정
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다수의 계정 이용자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계정 이용 유형을 살펴봄으
로써 온라인 공간이 페르소나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

으로서의 연장선상임을 밝혔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서의 계정에 따라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분석하
여, 이러한 페르소나로 인하여 어떠한 자기표현 행동
이 패션을 통하여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약했던 SNS에서 나타나는 페르소나
와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하여 인스타그램 이용
자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페르
소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심리학과
컴퓨터 게임,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다뤄지
고 있다(Park, 2005).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
로 페르소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제 삶에서 페르소나가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
과 페르소나의 발현이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밝
힌 Kim and Ha(2017)의 연구가 패션 소비자를 이해하
기 위한 페르소나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
인 공간에서의 페르소나와 패션 소비자 측면에서 이
루어진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한 개인
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의복 행동을 다각도로 분
석함으로써 패션 소비자의 페르소나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칼 융의 인격 이론과 페르소나
칼 융(Carl Gustav Jung)에 따르면 인간은 가족, 학
교, 직장 등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태도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게 하며, 지속되고
빈번할수록 습관적이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환경
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태도를 요구하며, 자아는 태도에
맞추어 복제된 인격을 만들어낸다(Stein, 1998). 융은
정상적인 인간 정신에는 수많은 잠재 인격이 내재한
다고 보았고, 이러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에 따
르는 태도를 페르소나라고 정의하였다(Jacobi, 1973).
각각의 페르소나는 한 인간처럼 전체 인격의 일부분
으로 다양하고 수없이 존재한다(Rowan, 1990). 페르
소나에는 고유한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이 있고,
개인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가 다르며 개
인에 따라 페르소나가 드러나는 양상과 강도도 다르
다(Park, 2005). 대표적인 페르소나로, 보수적인 속성
인 보호통제 페르소나는 다른 페르소나에 비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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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삶에서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과정,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얻어지는 다수의 정체성들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되며, 이는 패션
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밝혔다. 페르소
나의 발현이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밝혀 낸 Kim
and Ha(2017)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
나의 발현 공간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고 패션으
로 나타나는 자기표현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에 나타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파악하고 사
회에 적응하도록 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
취지향 페르소나는 목표를 위한 성취와 발전을 자극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 이
는 성취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도할 때는 야망을 추
구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취지향 페르소나와 반
대로 히피지향 페르소나가 있어 긴장을 풀고 삶을 즐
길 수 있다. 완벽지향 페르소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일에 완벽성이 보이도록 하는 페르소나이다. 내
면의 연약함을 보호하거나 혹은 숨기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비판적 페르소나는 실수나 잘못에 대
해 고치도록 하지만 과도하거나 비판적 페르소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불행감, 무능감, 수치심 등을 느끼
게 된다. 배려지향 페르소나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
어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와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좋
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도록 한다.
배려지향 페르소나가 과도하면 자신의 욕구는 무시되
고 지나치게 타인의 비위를 맞추게 되어 정작 자신의
이면에 분노, 불안, 우울의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권력지향 페르소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강하고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
게 한다.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감수성과 두려움
이 구체화된 것이다.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우리
의 본질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타인과의 진정한 친밀
과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자신이 버림받거나 거부
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는 놀기 좋아하고 상상
력이 풍부하다(Stone & Stone, 1989).
오늘날 페르소나라는 말은 현대 문화에서도 쉽게 관
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멀티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Kang and Lee(2020)
의 연구에서는 현재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캐(副
+character)’의 의미를 통해 멀티 페르소나의 확산을 파
악하였다. Choi et al.(2016)은 온라인 환경이 멀티 페
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고 SNS
상에서 청소년의 멀티 페르소나 성향의 정도를 연구
하였으며, 패션 분야에서 아트메이크업과 페르소나
표현의 상관성 연구를 수행한 J. Lee(2012)는 일상에
서 행해지는 메이크업이 장식과 위장을 통해 자기이
미지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페르소나 표현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Kim and Ha(2017)의 연구에서는 개인

2. 온라인 공간에서의 페르소나
현실과 온라인에서 페르소나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
르다(Bae, 2002). 면대면 커뮤니케이션(Face to face
communication)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단서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하지만 컴퓨터가 매개
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상황과 범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CMC
의 특징을 익명성(Anonymity)이라 하며, 익명성을 통
해 온라인 공간 이용자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와 같거
나 다르게 할 수 있고(Turkle, 1995), 정체성을 숨기거나
다중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Kim, 1999). Turkle
(1995)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체성
을 페르소나로 규정하였다. 익명성의 특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페르소나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
며(Bae, 2002), Kim(2013)은 익명성을 가진 온라인 공
간에서 현대인들은 페르소나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
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페르소나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였다. 반면,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SNS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계정에 글과 사진의 형태로
‘나’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여 정체성을 개방적이고
뚜렷하게 공개하는 이용자들이 생기고(Kwak, 2016),
이들에게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상대적인 것이 되
었다(Mckenna et al., 2002). 따라서 SNS의 이용률이 급
속하게 성장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SNS에
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페르소나를 알아보는 것은 시
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3세대 SNS가 각광받고 있다(Kim et al., 2016).
3세대 SNS는 개인 프로필 계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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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타와 핀스타의 팔로워 대상을 여러 단계로 설정
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Kang & Wei, 2020).

특징이며, 이용자는 이미지를 통해 관심사를 시각적
으로 빠르게 공유한다. 3세대 SNS의 하나인 인스타그
램의 이용자는 개인 프로필 계정을 생성해 관심사가
담긴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에 ‘감성’을 더하여 소통하
고 있으며(Kim, 2014),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사이에
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적합한 사진’이라는 뜻의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Son,
2018).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
램에 사진과 영상을 올릴 때 타인을 의식하며 편집하
고 왜곡된 일상을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고 페르소나
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경험이더라도 인스타그
램이라는 하나의 SNS의 특성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각기 다른 계정을 생성
하는 행위에서 페르소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다양한 ID와 액세스 계정을 가
지고 SNS를 사용하고 있다. GlobalWebIndex에 따르
면 인터넷 사용자 중 98% 이상이 SNS를 이용하며,
SNS에서 1인당 평균 8.5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ayindir & Kavanagh, 2018). SNS 사용자
가 여러 개의 신분,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
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었고(Vitak et al,. 2015) 인스
타그램 이용자 중에는 부계정을 만드는 이용자가 늘
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계정과 가짜 계정 두 가
지 유형으로 계정을 만들고 가짜 계정을 Fake와 Instagram 단어를 합쳐 핀스타(Finsta)라 부르고 있다. 핀스
타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핀스타라는 단어는 2015년
Urban Dictionary에 등재되었다(“Finsta”, 2016). 실제 계
정은 이용자의 기본 계정으로써 Real과 Instagram 단
어를 합성해 린스타(Rinsta)라고 부르며 사용자의 업
적이나 여행, 휴가와 같은 삶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
고 이와 상반되는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은 핀스타에
서 보여준다(Molina, 2017; Patterson, 2016; Safronova,
2015). 핀스타와 린스타를 만들게 되는 동기는 자기표
현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Lee et al., 2015). 린스타
에서 표현하는 긍정적인 자기표현은 제한적이며 기존
팔로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수적이고 안정된
페르소나를 선택하게 된다. 린스타에서는 단일 정체
성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린스타의 팔로워는 지인,
친구, 낯선 사람 등으로 설정하고 핀스타에서는 실제
친밀한 친구만 팔로워로 설정하여 린스타와 핀스타의
자기노출의 대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핀스타에서 다양
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3. 자기표현과 패션
개인은 집단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을 통해 존재감
을 드러낸다. 자기표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
는 과정이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이 반응하
도록 하는 행위(Jones & Pittman, 1982)로 자신을 어떻
게 보이게 할지에 중점을 둔다(Jung, 2013). 자기표현
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은 자신이 가진 이상적
인 모습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설명
하는 이론이다(Leary, 1995). Goffman(1959)은 이를 인
상 관리라고 하고 무대 위의 연극에 비유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상황을 무대로 보고, 개인은 배우로
서 타인인 관객에게 무대를 위해 보여야 하는 이미지
를 연기하며 이상적인 모습을 무대 전면에 배치하고 그
렇지 않은 모습은 무대 뒤에 숨기는 것이다. Schlenker
(1980)는 자기표현의 동기 중의 하나를 정체성을 강조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기는 가상공간
에서 타인과의 결속력을 가질 때 더 확연히 드러나며
(Ma & Agarwal, 2007)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SNS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2).
현대 사회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상적
인 문화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감에 따라 온라인 공
간은 새로운 자기표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다(Jung, 2013). 온라인 공간에서는 물리적 상황을
뛰어 넘어 텍스트를 이용하거나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자기표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사적인 기록
과 공적인 표현을 넘나들며 자유로울 수 있다(Y. Kim,
2008; Schau & Gilly, 2003; Youn, 2018). 또한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 근접성이 없어 개인의 사회맥락적 단
서들이 배제되므로 선별적인 자아노출이 더 용이하며
일상공간과 다른 이상적인 인상 형성이 가능하다(Joinson, 2001; Walther & Burgoon, 1992). 이는 온라인 공간
중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SNS에서 두드러
진다. SNS에서 사람들은 프로필 정보나 사진과 게시
글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며(Christofides et al., 2009;
Utz et al., 2012) SNS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SNS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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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구두와 같은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표

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제작한 사진 콘텐츠를
자신의 프로필 계정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이
미지 공유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상적인 모
습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Sheldon & Bryant, 2016).
자기표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 중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속성인 최고의 자아를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동기가 강하며(Goffman, 1959), 린스타에
서는 긍정적 자기표현이 주로 이루어진다. 린스타라
는 무대에서 인상 관리 활동을 하여 관객에게 원하는
인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최고의 자아를
전면에 보여주는 것이다. 고프만의 이론을 인스타그
램에 적용하여 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프로필 페
이지에 정체성 단서를 포함하여 원하는 모습을 전면
에 보여주고 핀스타라는 무대를 만들어 배우가 신뢰
할 수 있는 관객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Hogan, 2010; Kang & Wei, 2020; Zhao et al., 2008).
자기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
루어지는데 비언어적 표현이 70%를 차지하며, 일상
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 방
법은 의복에 의한 표현이다(Sato, 1992/1994). 개인은
자신의 의복을 통해 정체성과 가치를 알리며(Chung,
2004), 의복 행동은 다양하게 자기표현에 반영되어 나
타난다(Chung et al., 1998). 인스타그램에서 패션을 통
해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Kim(2013)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페르소나
를 표현한 패션 디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 · 식물
적 형상과의 결합을 통해 이질적 혹은 이상적인 신체
로 표현된 형상은 개인적인 자아를 반영하고 존재감
을 드러내는 페르소나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공주나 왕자의 모습이나 화려한 스타로 표현된 형상
은 변신과 위장으로 억압된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이
상적인 내면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
에서의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에서
결핍된 욕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면을 통해 새로
운 패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패
션은 의복뿐만 아니라 예술성, 특정한 감각, 일정한
양식의 스타일, 상품이 집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널
리 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Y.-A. Lee, 2012) 본 연
구에서는 패션의 범위를 의복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

정에 이르기까지 외모 전반에 대하여 다루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페르소나를
파악하고 관련된 자기표현 행동의 요인을 규명하여
그 의미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론
(Qualitative methodology)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사
용하는 사용자 사례를 중심으로 페르소나와 자기표현
의 동기, 유형과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의 방식을 파
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선택하였
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경험의 다양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명확
하고 체계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에(Guba & Lincoln, 1981)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이
고 현장감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에
서 형성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사고를 비언어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
해하고자 하는 은유추출기법인 ZMET(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c)를 사용하였다. ZMET는 본래
소비자 연구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
을 살펴볼 때 사용되며, Kim and Ha(2017)의 연구에
서 패션으로 발현되는 페르소나를 도출할 때 ZMET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가 자신이
인스타그램에서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언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
었기 때문에 심층면접에 ZMET를 활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스타그램에서 계정마다 형성되는 페
르소나를 도출한다.
연구문제 2.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형성하는 페르소
나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동기
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3.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형성하는 페르소
나에 따라 나타나는 패션과 자기표현
의 유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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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경
우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실
시 후 연구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했으
며, 추후 필요한 경우 재연락하여 면접 내용을 보충하
였다.

심층면접의 연구참여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20~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다. 20~30대 여성은 인터넷에 능숙하고,
SNS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따라서 SNS
를 기반으로 소비 성향을 형성하고 있는 20~30대의 니
즈로 인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브랜드 마케
팅 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Yoo, 2020) 이들을 분
석하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Shin(2009)의 연
구에 따르면 자기표현 행동에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
였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
는 이용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인스타그
램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하고 100개 이상의 게시물
을 업로드 했으며, 두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각각 이용 의
도가 명확히 다른 이들을 선정 기준으로 두었고, 연구
대상의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목적 표본추
출(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19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각 계정의 명칭은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에서 언급한 용어를 그대로 표
기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지는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위한
ZMET 유도 단계 질문과 자기표현의 동기 및 유형, 패
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관한 질문을 Kim and Ha(2017)
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적합하게 수
정 및 보완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
적인 면접은 첫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사항 등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둘째, 인스
타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개의 계정을 어
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 셋째,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
하기 단계, 누락된 이미지 단계, 분류 작업 단계, 구조
유도 단계, 가장 대표적인 그림 단계, 반대 이미지 단
계, 감각 이미지 단계, 관념도 작성 단계, 한 장의 그림
으로 재구성하는 단계 총 9개 ZMET의 단계를 순차
적으로 진행하였다. 단계별 질문은 “준비해주신 이미
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설명해주십시오.”, “미리 준
비해주신 이미지 외에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이
미지가 있습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이
미지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이미지를 이야
기해주십시오.”, “무작위의 세 개의 이미지 중 비슷한
2개와 다른 나머지 1개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신의 페르소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준
비해주신 이미지 외에 온라인 페르소나 주제와 반대
되는 이미지를 새롭게 찾고 설명해 주십시오.”, “자신
의 페르소나를 오감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언급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등
으로 질문하며 수집한 이미지에 대해서 묘사하도록
하였다. 넷째, 인스타그램 이용 현황과 자기표현의 동
기 및 유형에 대하여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모습을 올
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계정에 어떻게 자기표
현을 하고 있습니까?”, “각 계정에 게시하는 패션을 통
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습니까?” 등의 반구조

3. 자료의 수집
심층면접은 인스타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개인 계
정을 이용하고 있는 20~30대 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인 면접법(Face-to-face interview)으로 2020년 4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일 동안 시행되었다. 목적 표본
추출로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접 일주일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전
달하고, 자신이 인스타그램의 계정에서 형성하고 있
는 페르소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7~10개 정도
준비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연구참여자 설
명문을 읽은 후 연구에 동의한 후 심층면접에 참여하
였고, 한 명의 연구대상자당 면접은 최소 40분에서 최
대 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연구대상자
의 편의성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카페에서 이루어지

화된 질문을 연구자의 편견과 이론을 최소화하여 질
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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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se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Types of
Instagram accounts

A

27

Master's degree

Fashion brand MD

2

- Public account
- Private account

B

27

Bachelor's degree

Photographer

2

- Main account
- Adjunct account

C

25

Bachelor's degree

Actress

5

- Public account
- Daily account
- Diary account
- Couple account
- Ghost account

D

20

Bachelor's degree

Student

2

- Public account
- Private account

E

27

Bachelor's degree

Creator

2

- Daily account
- Diet account

F

26

Bachelor's degree

Creator

3

- Private account
- Archive account
- Ghost account

G

26

Bachelor's degree

Café manager

4

- Daily account
- Sunset account
- Wine account
- Home café account

H

31

Master's degree

Student

2

- Daily account
- Famous restaurant account

I

28

Master's degree

Student

2

- Private account
- Beauty account

J

27

Bachelor's degree

Instructor

3

- Main account
- Earrings account
- Travel account

K

25

Master's degree

Student

2

- Daily account
- Pet account

L

26

Bachelor's degree

Office worker

4

- Daily account
- Beauty account
- Preliminary account
- Ghost account

M

30

Master's degree

Student

4

- Daily account
- Dog account
- Commercial account
- Ghost account

O

30

Bachelor's degree

Designer

3

- Private account
- Public account
- Dog account

P

37

Master's degree

Sculptor

2

- Private account
- Public account

Q

30

Bachelor's degree

Office worker

2

- Main account
- Adjunct account

R

27

Bachelor's degree

Part-timer

3

- Public account
- Daily account
- Cat account

S

28

Bachelor's degree

Instructor

3

- Private account
- Secret account
- Schoo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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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지고 있는 페르소나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최종적
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구성개념에서
공통적이고 주요한 요소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공유
개념도(Consensus map)를 작성했다. ZMET 관념도 작
성 단계에서 얻어진 관념도를 토대로 구성개념의 빈
도수를 측정해 페르소나에 대한 구성개념의 구조와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1/3 또는 1/4
이상 언급하거나 연결된 구성개념을 활용하고, 연구
자의 판단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
로(Christensen & Olson, 2002) 빈도수가 4이상인 구성

모든 면담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오디오 녹취)이 되었으며, 면담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연구자가 노트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수집된
내용들은 최대한 연구대상자가 언급한 언어 그대로
개별 문장 단위로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필사
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한 것은 별도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확인하는 ‘참여
자 점검(Member check)’(Merriam, 1998)을 거쳐 내용
을 보충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전사한 내용은 의
미 있는 진술들을 공통적인 특성으로 분류하고 범주
화(Categorization) 과정을 거쳤다(G. Kim, 2008). 그리
고 질적 연구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의류학 전문
가 3인과 수집된 자료의 수집된 자료와 분석결과를 수
정 및 보완하는 ‘동료 검증’을 실시하여 해석적, 절차
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ZMET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에서의 페르소나를
분석한 부분은 Park(2005)의 다면 페르소나 연구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페르소나 유형을 기준으로,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를 해석한 Kim and Ha(2017)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패션과 관련된 페르소나의 특징을 구분
하였다. 보호통제 페르소나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고 싶
어 하며 성취지향 페르소나는 잘 하기 위해 노력한다.
히피지향 페르소나는 내추럴한 삶을 추구하며, 완벽
지향 페르소나는 목표로 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받고 예뻐 보이기 위해 신
경쓰고, 배려지향 페르소나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주
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권력지향 페르소나는 자
신이 가장 주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
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내면의 나약함과 두려움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는 다른
이와 함께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를
즐기며, 여행지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Kim and Ha(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연구대상자가 이미지를 설명
하며 답한 문구들을 영역별로 묶어 은유적 구성개념
을 도출하고 은유적 구성개념을 인스타그램 계정별로
범주화시켜 표층 은유를 분석하였다. 표층 은유에서
도출된 항목들은 연구대상자의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보고 인스타그램 계정별로 연구대상자가 가

개념을 채택하여 19명의 연구참여자의 인스타그램
페르소나의 구성개념을 종합적으로 공유개념도를 도
출했다.

IV. 연구결과
1. 인스타그램에서의 계정 이용 유형과 페르소
나 분석
인스타그램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수
는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로 나타나 온라인상에서 여
러 개의 페르소나가 발현될 수 있는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계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참
여자들은 ‘일상 계정’, ‘프로필 계정’, ‘취미 계정’, ‘뷰
티 계정’, ‘일기장 계정’, ‘유령 계정’ 등 이용 의도와 목
적에 따라 분리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각 계정에 이름
을 붙이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
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상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계정을 ‘본 계정’ 혹은 ‘부계정’으로 불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던 핀스타, 린스타와 관련
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핀스타’와 ‘린스
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신조어
이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만 다를 뿐, 린스타는 본 계정,
핀스타는 부계정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사용하
는 계정들이 핀스타와 린스타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
는지 연구자의 판단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ZMET
분석을 통해 나타난 페르소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스타에서는 친구, 가족, 지인과 사용하거나
인스타그램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 자기자신을 대표
하는 계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별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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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유희적 어린이, 민감한 어린이, 히피지향 페르
소나가 발현되었다. <Table 2>에 연구참여자의 각 계
정별 명칭과 핀스타, 린스타 구분, 그리고 ZMET 분석
을 통해 나타난 구성개념과 페르소나를 정리하였다.

Table 2. Participants' Instagram personas

Case

Type of Instagram account
Rinsta

Private account

Finsta

Close friends, Comfortable, Connected to friends,
Unpretentious, Intimate, Dependent, Personal, Inner

Sensitive chil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Main account

Rinsta

What I want to show, Travel, What people like,
What I can do well, What I'm good at,
What I want to hide my nervousness, Like a professional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Adjunct account

Finsta

Honest, Funny, With friends, Comfortable, Uncanny

Sensitive chil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Public account

Rinsta

Look pretty, Self-confident, Anticipating a response,
Look fancy, The sense of shame, Pressure from a pretty,
Beautiful figure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Trying to make a good influence, With friends

Protection control persona

Diary account

Finsta

The bottom of one's heart, Relaxed, Sheltered,
Comfortable, Smiling, Unawares,
Dark and gloomy inner emotional state

Sensitive chil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Couple account

Finsta

Privacy, Locked, Innermost thoughts

Sensitive child persona

Ghost account

Finsta

Free in a limited space

Sensitive child persona

Public account

Rinsta

To make others aware of me, Major,
Social, Other people's favorite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Private account

Finsta

Personality, Inner self, My favorite

Sensitive chil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What I want to show you in my daily life,
Dressed up beautifully, Luxurious, Friendship,
Memories with friends, Harmonious family,
Positive, Gap, Difference from reality

Protection control persona

Diet account

Rinsta

Professional, Attractive, Sophisticated, Friendly,
Comfortable

Protection control persona,
Achievement-oriented persona

Private account

Rinsta

People's reactions, External, Neutral images of me, Black,
Outward, Wolf-like, Tough, Emotionless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Archive account

Finsta

Colorful, Pink, Latent inside, Dreamy, Relaxed, Peaceful,
I want to do, Consistent with the inside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Ghost account

Finsta

Something I don't want to record

Sensitive child persona,
Protection control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Nuisance,
Worrying that people might feel uncomfortable from me

Protection control persona

Sunset account

Finsta

Happy, Positive, Relaxed, Memories, Nature, Warm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Wine account

Finsta

Rested, Liked, Remembered with stories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Home café
account

Rinsta

Followers' reactions, Developing, Growing, Directed,
Goals, Evaluation

Achievement-oriented persona

B

D

E

F

Persona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Public account
A

C

Configuration concept
Caring about others, Intentional, Visible, Decorated,
Outward, Pretty, Happy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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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

Case

H

I

J

Type of Instagram account

M

O

Persona
Protection control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Famous
restaurant
account

Finsta

Refreshing, Loving, Entertaining, Collecting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Private account

Rinsta

Showing my good side, Colorful, Travel, Rest,
Various aspects of me, Exciting, Happy

Protection control persona,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Beauty account

Rinsta

A shining stage, A beautiful part

Achievement-oriented persona

Main account

Rinsta

Communicating with friends, Modifying pictures,
Not real, Conscious of the people around me, Eyes,
Part of my appearance, Sociable

Protection control persona

Earring account

Rinsta

Different tone, Goal, Competitive, Colorful, Beautiful

Achievement-oriented persona

Travel account

Finsta

The best, The most memorable, Impossible to go back to,
The most enjoyable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Daily life, Special graduation day, With friends,
Radius of life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t account

Finsta

Share, Like, Favorite atmosphere, Pursuing,
Not experienced in everyday life, Precious,
Different from everyday life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Social, External, Attractive, Showing people, Interacting,
Not personal

Protection control persona

Beauty account

Rinsta

Desire to study more, Desire to learn,
Experience a wide world, Growing, Professional,
Hardworking, Helpful, Anticipating a response, Greed,
Goal, Direction

Protection control persona,
Achievement-oriented persona

Preliminary
account

Finsta

Thoughtful, Ready

Sensitive child persona

Ghost account

Finsta

Two-sided, Lazy, Free, Solitary, Unwanted

Sensitive child persona

Daily account

Rinsta

Living well, Pretty, Attention, Compliment, Showing

Protection control persona

Dog account

Finsta

Comfortable, Friendly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Commercial
account

Rinsta

Good looking, Staged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K

L

Configuration concept
Empty, Disingenuous, Bright, Positive-looking,
Eye-catching, Wrapping, Image to show

Ghost account

Finsta

Unnamed

Sensitive child persona

Private account

Rinsta

About me, My friends, Daily, Positive, Personality

Protection control persona

Public account

Rinsta

Attention, Unique, Workpiece, Creative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Dog account

Finsta

Natural

Hippie-oriented persona,

Private account

Finsta

Communicate, Hello, Pretty, Real, Natural

Protection control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Public account

Rinsta

Professional, Mysteriousness, Engrossed in the work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Main account

Rinsta

Comfortable, Friends

Hippie-oriented persona

Adjunct account

Finsta

Interest, Hobby, Communicate with strangers, Careful,
Cautious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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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I

Case

R

S

Type of Instagram account

Configuration concept

Persona

Public account

Rinsta

To show people, Worrying about looking messy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Daily account

Finsta

Trivial things, Personal space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Cat account

Finsta

Wanting to show

Playful child persona

Private account

Rinsta

Relationship

Protection control persona

Secret account

Finsta

Real friends, Secret, Comfort, Emotional

Hippie-oriented persona,
Playful child persona

School account

Rinsta

Ideal, What society demands

Protection control persona,
Perfection-oriented persona

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외적인 모습’
으로부터 파생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핀스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핵심적 구성개념
은 ‘내적 모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뒤를 이어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좋아하는 것’, ‘소중하고
평화로운 기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핵심적 구
성개념을 중심으로 다른 구성개념 간의 연결을 통해
페르소나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실제와 같은 자연스
러운’은 ‘조심스럽고, 감정을 드러내는’, ‘친밀한 친
구’, ‘편안한’과 관련해 린스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본질의 모습과 가까운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로 보
았다. 두 번째 ‘소중하고 평화로운 기억’은 ‘소통하는’
과 관련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개성
을 표현하려는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로 도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은 ‘재미, 자유, 휴식’과
관련해 자신의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휴
식을 하려는 히피지향 페르소나로 판단하였다. <Fig.
1>은 ZMET를 통해 도출한 연구참여자의 인스타그
램에서의 페르소나에 대한 구성개념도이다.

2. 페르소나 공유개념도
ZMET를 통해 도출한 페르소나에 대한 구성개념은
총 223개였다. 이 중 페르소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1개의 구성개념을 유사한 의미의 내용으로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한 항목 중 빈도수가 4 이상인 구성개념
을 공유개념도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구성개념의 성
격은 린스타와 핀스타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린스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핵심적 구성개념
은 ‘외적 모습’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린스타를 포
괄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현실
과 다른’, ‘전문적인’, ‘사람, 사회, 관계’ 순으로 빈도
수가 높았다. 핵심적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다른 구성
개념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린스타와 관
련한 페르소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람, 사
회, 관계’는 ‘타인에 대한 의식’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
동을 하고자 하는 보호통제 페르소나가 있다고 해석
하였다. 두 번째, ‘현실과 다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
는’과 관련하여 현실과는 다르더라도 이상적인 자신
의 모습을 목표로 두고, 이를 표현하려는 완벽지향 페
르소나로 보았다.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과 ‘사
람, 사회, 관계’의 관련성이 높아 인상 관리에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전문
적인’은 ‘매력적’이고 ‘나를 드러내는’ 항목과 관련하
여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고, 소통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자신의 목표로 두고, 이를 잘 하고 싶어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와 관련이 있음을 판단하였다. 연
구참여자의 린스타에 따라 보호통제, 완벽지향, 성취
지향 페르소나 중 어떠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

3. 인스타그램에서의 자기표현의 동기
여러 계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을 동기와 유형
의 차원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연구참여자의 계
정별 페르소나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해석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인스타그램에서의 자기표
현의 동기는 관계 유지, 평판 구축, 정보의 기록과 공
유, 감정 표현, 도피의 5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범
주의 명명은 Blood(2002), Kwak(2016), Y. Kim(2008)
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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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의 페르소나와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Looking forward
to the reactions

Fun, Free, Rest
Consciousness
towards others

Favorite things
People, Society,
Relationship

Showing good
sides
Different from
reality

Precious and
peaceful memories
Communication

Inner side

External side

Comfort
Professional and
growing

Revealing
myself

Real and
natural

Attractive
Cautious,
Emotional

Close friends

Fig. 1. Consensus map.

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통제 페르소나의 형성과 관
련이 있다고 보았다.

1) 관계 유지

모든 연구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
한 소소한 일, 최근 소식을 주제로 의사소통하는 계정
을 ‘일상 계정’이라 불렀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
램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무엇
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또 현재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했다. 실제로 알고 지
내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팔로우하고 소통하여 소규
모의 제한된 지인과 폐쇄적으로 깊은 연결 관계를 맺
고, 친밀감을 확인하며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었
다. 자신의 최근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올려 지인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지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동
기는 기존의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Lee et al.(2015)의 인스
타그램 이용 동기 중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Kwak(2016)의 연구에서는 SNS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밀접한 관계의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SNS를 통한 가상적 공간에서 매개된 친밀감’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일상 계정과 또
다른 계정들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려는
계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계정을 분리해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 올리고, 실제로 많이 쓰는
비공개 계정이에요. 팔로워 대부분이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이
고 셀카도 올리고, 졸업했을 땐 졸업했던 사진 같은 일상생활에
서 근황을 올려요.” (C)
“일상에서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려요.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올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소식도 아는 용도에요.” (H)

2) 평판 구축

평판 구축의 동기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 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모두에
게 긍정적인 인상을 보이고자 하는 동기이다. 관계 유
지를 위한 계정은 비공개로 하여 제한된 지인과 소통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평판 구축을 위한 계정의 경우
팔로워가 많길 원하고,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타인으
로부터 좋은 인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더라
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과시적 경향도 있었다.
평판 구축의 동기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Jung & Chung, 2002)의 개
념 중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의 개념
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공적 자의식이란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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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에 주의를 기울
이는 성향으로(Doherty & Schlenker, 1991), Hur and
Choo(2016)의 연구에서는 외모 단장 의례를 통해 사
적 자아에서 공적 자아로 전이됨을 밝히고, 자신이 원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의복과 액
세서리로 공적 자아를 표현할 수 있어 외모 관리 행동
이 공적 자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SNS의 공개적인 특성으로 인해(Hong & Kang, 2013)
SNS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기표현 행동을 이해
하기 위해 공적 자의식 변인이 사용되며, 공적 자의식
이 강할 때 사회적 인정과 평판을 중요시하여 이를 자
기표현에 반영한다(Hass, 1984; Shim et al., 2008).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판 구축의 동기는 공적 자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높은 연구참여
자는 타인의 지지의 척도를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팔
로워, 조회수’ 등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수치가 높을
때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완벽지향, 보호통제 페
르소나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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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tion)라 했으며 Lee et al.(2015)은 보관(Archiving)이라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가 여러 개의 취미 계정
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취미 계정은 특정 주제를 중심
으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3세대 SNS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일상 계정에서는 근황이나 일상을 공
유하며 안부를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드러
나기 때문에 이와 분리하여 개인적 정보는 완전히 배
제하고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서만 소통하는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다. Baek et al.(2020)의 연구에서 밝
힌 2030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 트렌
드 중에서 개인 정보와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에 피곤
함을 느끼고 취미생활을 통한 소통을 선호함으로 인
해 학교, 직장 등의 사회적 자아와는 다른 ‘나의 모습’
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취향 공동
체 형성’이라 하였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 제품이나
장소, 음식 등을 경험하고 얻게 된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의 사진을 지속
해서 올리고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개발
로 여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기록과 공유 동기
는 성취지향, 보호통제 페르소나의 형성과 관련이 있
으며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취향이 표현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
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밝힌 Kim and Ha(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나의 삶이 부러워할 만하게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여
주기식, 자랑하는 거에요. 팔로워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A)
“제 직업이 배우여서 팬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일과 관
련된 연락이 필요할 때 쓰는 계정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아무도
팔로우를 안하고, 저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계정이에요. 여기에
는 제 셀카나 배우 일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요. 오늘 뭘 입고
어떤 치장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예쁘게 입었네 하고 칭찬
받고 싶고 예쁨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팔로워를 많이 올리고 싶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생겼던 것들을 정리

고,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관심

해서 올리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G)

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올려

“맛집에 다니는 걸 좋아해서 맛집 정보나 맛집 사진만 올리

요.” (C)

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려고 만든 계정

“제가 잘 지내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심과 칭찬을

이에요.” (H)

받고 싶어요” (M)

“화장품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이에요. 어떤 제품이 예쁜

3) 정보의 기록과 공유

지, 어떤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제품을 활용해서 예쁜

연구참여자들은 취미나 관심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특화하여 여행 계정, 카페 계
정, 맛집 계정, 애완동물 계정, 액세사리 계정, 화장품
뷰티 계정 등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은 이를 ‘취미 계정’이라 말하였으며, 자신의 관심사
분야에서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정보를 사진으로 게
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순간을
보관하고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게시하였다. Sheldon
and Bryant(2016)의 연구에서는 이를 기록 동기(Docu-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올려요.” (I)
“카페 가는 걸 좋아해서 따로 만든 계정, 여행을 많이 다녀서
여행 사진을 본 계정에 올리기에는 많아서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든 여행 계정이 있어요.” (J)
“요즘에는 사진을 인화하지 않으니까 사진첩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강아지와 있었던 일들도 기념할 수 있도록 제 모습을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K)
“제가 써본 제품의 정보도 올리고, 다른 사람 계정에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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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 없이 사용하는 계정이 관찰되었다. 이는 Lee et al.
(2015)의 연구에서 도피 동기와 일맥상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기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보기 위해 활용한다고 설명했으며 ‘유
령 계정’으로 부르고 있었다. 일상 계정, 취미 계정, 프
로필 계정 등에 사진을 올릴 때와 달리 자신을 완전히
감추어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의 형성과 관련이 있
다고 보았다.

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물어봐요.” (L)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걸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같아
요. 그래서 제 사진에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구요.” (Q)

4) 감정 표현

타인과의 관계의 거리감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는
경우 더욱 사적인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내적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는 계정을 이용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평판 구축의 동기와 달리 개인의 내적 사고, 감
정, 동기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의미하는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이 영향을 미친다. 사
적 자의식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한
층 더 세분화하여 가깝고 친밀한 이들과 계정을 팔로
우 하고, 자신의 진실한 친구에게만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였다. 일상 계정과 분리해 가장 친밀한
지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자신
의 모습을 숨기고 정보 탐색을 하며 은둔하게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일기장 계정’
이라 말하였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서 벗어나고, 다른 계정에서는 통제되었던 내
면을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정
을 분리하여 사용할 때 인상 관리를 위해 다른 계정에
서는 드러낼 수 없는 솔직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해소하기 위함으로 민감한 어린이,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C)
“눈팅용 계정이에요. 게시물과 팔로워는 없어요. 인스타그
램에서 여러 계정을 보고 싶은데 팔로워 수를 늘리기에는 자존
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내 계
정을 쓰고 싶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기 싫어서 아예 유령 계정이
라고 하죠? 유령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싶은 팔로워를 다 클
릭해서 봐요. 제 친구들은 많이 메인 계정 한 개와 눈팅 계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F)

4. 인스타그램에서의 자기표현의 유형과 패션
을 통한 자기표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의 매체적 특
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에 따라 관계 관리 전
략적 표현, 능력 과시적 표현, 자기감시적 표현, 개인
중심적 표현의 5가지 차원을 도출하였으며, 범주의 명
명은 Y. Kim(2008), Kwak(2016), Park and Oh(2020)
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패션에 집중하여 자기표현
요소를 탐색하였다.

“팔로워를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 놔서 제 내면을 올리는 거
로 써요. 공개 계정에서는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관심을 받는

1) 관계 관리 전략적 표현

거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내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비일상
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구별하고 있었다. 일상 속 모습
과 거의 그대로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
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오프라인에서부터 관계가 이
어지는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관계 관리
전략적 표현은 관계 유지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관계
확장의 동기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
관리 전략적 표현을 할 때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합
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하였고, 보호통
제 페르소나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나 학교와 같은 집단 생활에 순응하기 위하여 바람직

요.” (D)
“완전 일기장처럼 써요.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만 팔로우하
고 제가 오늘 느꼈던 점도 쓰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어디 갔는
지,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올리는 자유로운 계정이에요. 남의 시선
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오늘 기분이 어땠고, 누굴 만났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고 이런걸 다 써요.” (C)
“원래 제 일상적인 모습은 부계정에서의 모습이에요. 본 계
정에서 못한 걸 부계정에서 표출해요.” (B)

5) 도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할 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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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음으로 인해 외모와
패션 등의 자기표현의 수단에 민감하여 고급스럽고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 패션, 공간을 자신과 함께 이미
지화하여 과시적으로 드러내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자
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패션을 통
해서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장 이상
적인 상태의 모습을 ‘차려 입은’이라고 말하였고, 이
미지가 평소보다 강하게 보이기 원하여 포멀한 패션
으로 표현하거나, 데이트 상황에서 평소에는 입지 않
는 원피스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았을 때 자신의 패션에 만
족하고 있었다.

“일상 계정에서는 차분하고 성격이 좋을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J)
“출근과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였
으면 좋겠어요.” (K)
“회사 사람도 팔로우 하니까 추리닝만 입고 올리거나, 노출
이 과한 옷을 피해요. 세련된 포인트가 있는 까만색 민무늬 구두
를 신어요.” (L)

2) 자기감시적 표현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자기표현을 하는 경우,
매력적이고 이상적이게 생성한 ‘나’에 대하여 구성적
인 성격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에서
만나는 제한적인 지인들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매력적인 ‘나’를 보여주고,
‘예쁘고’, ‘웃고 있는’ 표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솔직
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으며, 디지털 보
정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을 변형하였다. 이러한 사진
의 변형은 자신의 이미지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외에 팔로워를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공개 계정 등에서 평판 구축의
동기로 인해 보호통제 페르소나와 완벽지향 페르소나
가 발현되어 자기감시적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쁜 걸 입고 연출된 사진이 많아요. 여행 가서도 예쁜 옷 입
고 찍었을 때의 사진이나, 밥 먹을 때도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사진
이에요. 머리도 세팅되고 화장도 세팅되어 있어요. 운동복을 입
거나 모자를 쓴 건 안 올려요.” (A)
“라이더 재킷, 셋업 슈트 같은 걸 입어서 나는 함부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F)
“프로필 계정에서는 캐주얼하지만 원피스 같은 러블리하
고, 차려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입어요. 데이트 복장 같은 느낌이에
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하니까요.” (C)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캐주얼만 아니면 된다고 생
각해요. 프릴 달린 옷, 리본 달린 옷들이 사진에서 많이 드러나
요. 실제로는 캐주얼하게 입지만 이것보다 더 잘 입고 싶은 욕망
을 본 계정에서 더 많이 표현해요.” (B)

“공개 계정은 안 친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나를 모르는 사람

“저는 패션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

들도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그램을 관리하려고 사진을 올려야 해서 신경써서 입으려고 하

래서 내가 행복하거나 좋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해요. 내

는 편이에요. 사실 필요하지 않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신상품을

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고, 좋아 보였으면 해요.” (A)

남들보다 빨리 산 적도 있어요.” (O)

“공개 계정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올려요.” (D)

“일상 계정에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놀러갈 때 미니스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계정이고, 항상 좋은 일만 보여주고

트나 힐처럼 꾸미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제 공개 계정에서는

싶어서 좋은 일들만 올려요. 안 좋은 일들은 절대 안 올려요.” (C)

직업에 프로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운동화처럼 수더분한 옷
을 입는 편이에요.” (P)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사진 속의 자신을 수정하
고 통제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때 사회적으
로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자기관찰과 자기통제의
성향인 자기감시성(Self-monitoring)(Snyder, 1974)과
공적 자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감시성
이 높은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계정을 들여
다보는 모든 팔로워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사회적 객
체로 만들고, 그들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시하

“공개 계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제 옷 중
에서 가장 꾸민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포토샵을 하고,
색 보정을 해요.” (R)
“선생님으로서 어울릴만한 긴 치마처럼 단정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려요” (S)

3) 능력 과시적 표현

취향을 드러내며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향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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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인스타그램에서(Ko, 2020)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관련된 정
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경험과 소비의 주체로 보이고자
하는 유형이다.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취
향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Ko(2020)의 연구에서 청년 세대는 특별
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사진을 찍고, 문화적 소비를 통해 취향에 따른 구별짓
기를 한다고 하였다. 능력 과시적 표현은 자신의 취향
과 관심사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대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어내고, 그 무대에서 자
신이 사회성이 있고,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으며, 인스
타그램 감성에 걸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
음을 사진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관심사 계정에서 정
보의 기록과 공유의 동기로 인해 보호통제 페르소나,
성취지향 페르소나가 능력 과시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면서 실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일상 계정에서는 화려
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남들과 다른 화려한 패션을 입어요.” (I)
“다이어트 계정에서는 운동복이나 노출이 있는 옷, 타이트
한 옷을 입고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잘
하는구나 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K)
“뷰티 계정에서 화장품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화
려한 액세사리를 연출해요. 핫핑크색 립스틱이면 볼드한 실버
주얼리를 같이 했을 때 어울리고, 오랜지색 립스틱은 비즈 팔찌
같은 걸 하고 이런 어울리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L)

능력 과시적 표현을 위해 새로운 패션 제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다이어트 계정
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다이어트라는 계정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몸에 더 붙는 옷을 구매한다
고 하였고, 여행 계정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는 여행
에 떠나기 전에 여행의 장소에 가서 찍을 사진을 미리
생각하고,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계획하여 구매한다
고 하였다.

“제 게시물을 보고 칭찬을 듣거나 저에게 질문이 오면 프로
“다이어트 계정을 의식해서 올릴 사진을 찍을 걸 생각하고

가 된 느낌이에요. 뷰티 계정에서는 눈만 올리거나 립만 집중적

몸매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샀던 경험도 있어요.” (K)

으로 올려요. 저와 어울리는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연출해서 사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일정에 따라 풍경이 어떤지 찾

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칭찬을 듣고 싶어요.” (I)
“액세사리 계정에서는 액세사리를 만드는 사람, 새로운 걸

아봐요. 그래서 제 옷장에서 풍경과 잘 어울리는 옷이 있는 지 확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나를 표현

인하고, 없으면 인터넷에서 주문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여행하

하고 싶어요.” (J)

기 전에 입어야 할 것을 미리 적어 놓고, 여행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I)

“제 모습을 올려서 전문성 있게 보이고 싶어요.” (E)
“화장품 회사에 다니니까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을 추천해

4) 개인 중심적 표현

주고 싶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써봤거나 그런 거에 대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감추었던 진정으로 좋아하
는 것,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긴장을 풀고
가면을 벗은 자신 본연의 모습이나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은폐했던 것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
에게 보여지는 표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다른 계
정에서는 표출하지 못했던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을 그대로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핀스타에서는 민
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린스타일 경우 보여주
지 못했던 실제 내면의 취향과 관심사를 드러내고, 이
미지를 보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리기도 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타인에 대하여 크게 고려하지 않고 패
션을 연출해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히피지향 페르소
나가 영향을 미쳤다.

한 후기를 올리기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멋
진 회사 직원의 패셔너블하고 커리어를 쌓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 제품의 색이 살게 잘 보이도록 해서 화장품이 잘 어
울리는 이미지이고 싶어요.” (L)

또한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혹은 앞서 나갈 수 있으
며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패션을 통해
연출하고 있었다. 운영하는 계정의 주제에 맞게 미식
계정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 트렌디함을 보여
주고, 뷰티 계정 즉, 화장품 계정에서는 메이크업에 어
울리는 의상과 액세사리로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 다
이어트 계정에서는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는다
고 하였다.
“뷰티 계정에서는 새로운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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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들의 행
위를 페르소나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와 관련
된 자기표현의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인스타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개인 계정을 이용하
고 있는 20~30대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이용하는 유형을 살펴
보았다. 또한 계정마다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ZMET 유도추출기법으로 분석하고 공유개념도를 도
출하였으며, 형성된 페르소나와 관련된 자기표현의
동기와 유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적절한 상
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계정을 나
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각각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ZMET 기법으로 분석한 결
과, 린스타에서는 보호통제, 성취지향, 완벽지향 페르
소나가 도출되었고, 핀스타에서는 히피지향, 유희적
어린이,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가 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의 동
기는 관계 유지, 평판 구축, 정보의 기록과 공유, 감정
표현, 도피의 5가지로 도출되었다. 관계 유지 동기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지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친밀감을 느끼기 위함이었고, 평판 구축 동기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좋아요’와
팔로워 수, 조회수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정보의 기록과 공유 동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정체성과 가치관
을 드러내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함이었다. 감정 표현
의 동기는 다른 계정에서 인상 관리를 위해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을 표출하기 위함이었고, 도피 동기는 외
부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셋째,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난 자기표현의 유형을
페르소나와 패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관계 관리 전략
적 표현, 자기감시적 표현, 능력 과시적 표현, 개인 중
심적 표현, 익명적 표현의 5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관계 관리 전략적 표현, 자기감시적 표현, 능력 과시적
표현은 린스타에서 나타났으며, 개인 중심적 표현은
린스타와 핀스타에서 모두 볼 수 있었다. 익명적 표현
은 핀스타와 관련이 있었다.

“미식 계정을 운영하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찾
아보고, 가고, 먹어보고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같은 취미를 공유
하거나 음식 사진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기도 해요. 미식 계정에
서는 나는 여기도 가봤다, 유행하는 데 이미 가봤다, 다양한 음식
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H)
“활동은 별로 안 하고 개인적인 거를 올려요. 사람들을 인식
하지 않고 제가 올리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올려요.” (D)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올리다 보니까 남한테 이런 취향
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K)
“맨투맨처럼 편안한 옷을 입고 강아지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요.” (M)
“매일 매일 사진을 올려서 사진의 원본 그대로 보정하지 않
고 올려요. 옷도 잠옷이나 너무 꾸미지 않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
어요” (R)
“운동하고 나서 운동복을 입은 있는 모습 그대로나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올려요” (S)

5) 익명적 표현

인스타그램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
진을 게시하지 않아 시각적 익명성이 있는 계정이 있
었다. CMC상에서 익명성은 다양하며 이용자의 사진
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통제되는 시각적 익명성과 이
용자의 이름이나 아이디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통제되
는 명명적 익명성이 있다(Lea et al., 2000). Oh(2018)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대하여
명확히 자신의 사진이 아닌 것, 명확하지 않지만 자신
의 사진이 아닌 것, 흐리거나 일부분이 가려진 사진, 얼
굴이나 전신 사진,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나와있는 사
진, 사진 없음 등의 6단계로 시각적 익명성을 측정해
나르시즘 성향과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보
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수정해 드러내어 시각적 성
향이 낮음을 밝혔다. 따라서 유령 계정 등에서 도피의
동기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가 작동하여 익명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령 계정에서는 옷을 안 입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들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투명한 느낌.” (C)

V. 결론 및 제언

넷째, 연구참여자가 계정마다 형성하고 있는 페르
소나와 자기표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린스타에서
는 지인과의 관계 유지 동기와 관련해 타인과의 관계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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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의 페르소나와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속에서 형성되는 보호통제 페르소나로 인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작
용해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회사나 학교와 같은 집단
생활에 바람직한 옷으로 관계 관리 전략적 표현을 하
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공개적인 린스타의 경우 평판 구축 동기로 인해 완벽
지향 페르소나가 자기감시적 표현으로 나타나 외부
시선에 맞게 자신을 검열하고 수정하였고, 디지털 보
정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을 변형하기도 하였다. 자신
의 취향과 관심사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그 무대에서 트랜드에 발
맞출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감성에 걸맞은 사진을 찍
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진으로 보여주려는 정보
의 기록과 공유 동기와 관련된 계정에서는 성취지향
페르소나의 영향으로 능력 과시적 표현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의복을 사기 위하여 의
복 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의
기록과 공유의 동기는 핀스타에서도 나타났다. 이 경
우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정보에 대하여 히피지
향 페르소나가 있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한 개
인 중심적 표현이 나타났다. 개인 중심적 표현이 감정
표현의 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와 타인에 대하
여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제 내면을 드러내는 민감한
어린이,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와 관련이 있는 계정
에서는 이미지를 보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리기
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
신의 모습을 숨기려는 도피 동기와 관련해 민감한 어
린이 페르소나가 도출되었고, 이 경우 이미지를 중심
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익
명적 표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페르소나가 패션
의 연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것
으로부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패션으로 표현되는
페르소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분야
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
그램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하는 연구참여자들이
형성하는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이로 인하여 나타나
는 자기표현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
문에 미디어 이용 행태에 집중한 선행연구로부터 차
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형성되는 페르소나를
통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자기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소비자의 특성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패션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에 능숙하고, SNS를 기반으로 소비 성
향을 형성하고 있는 20~30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션 기업에게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명의 SNS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하며 페
르소나에 따라 다르게 자기표현 행동을 하고 있었으
므로 SNS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능력
과시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복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
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의복을 구매
하는 독특한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소비
자는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페
르소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이 자기표현
과 의복 구매 행동을 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될 수 있음
을 인지하고 SNS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인스타그램
에서 형성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들의 자기표현 동기와 유
형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 사례가 제한적이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 척도
를 이용하거나 다면 페르소나 검사지를 활용하는 등
의 양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
는 페르소나를 비교하고 분석하였지만 일상 계정에서
의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이 실제 생활에서의 패션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타
나는 페르소나를 비교 분석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한다
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페르소나와
패션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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