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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 사용이 화되면서 사람들은 로필 생성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한다. 이 게 자발 인개인정보 

공개와 자기표 을 통해 익명을 제에서 온라인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익명성은 실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정체성을 표 하기에 쉬운 환경을 가진다. 다시 말해 SNS 사용자는 실과 다른 

모습인 멀티페르소나를 보여주기 쉽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멀티페르소나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 측면에서 멀티페르소나 성향을 보이는 사용자는 익명성을 통해 

악성 댓 , 타인의 정보 도용, 온라인 왕따 등 반사회의 상을 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경 학  

측면에서 멀티페르소나 성향을 가진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를 정확히 측하기 

힘든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정보는 신뢰 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멀티페르소나에 을 둔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체성은 

성인의 정체성과 큰 상 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이 되어있다. 한 온라인 환경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의 멀티페르소나 성향은 윤리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가지고, 이는 사회 인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청소년 664명을 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SNS 상의 인 계에서 가지는 

감정  요소 4가지(타인과의 거리감, 상  박탈감,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사회 규범의 향)를 

선별하고, 이 요소들과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와 어떠한 상 계를 가지는지 악하 다. 

그 결과 타인과의 거리감과 멀티페르소나가 음의 상 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 학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정체성의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기업  측면에서는 SNS 사용자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멀티페르소나를 통제하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다.

키워드 : 온라인 정체성, 멀티페르소나, SNS 상의 감정  요소, 청소년 온라인 정체성, 거짓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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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인터넷 보 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ID 와 액세스 계정을 가지고 가상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인터넷은 물리 으로 제한이 있는 오 라인 

환경과 비교했을 때 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오 라인보다 쉬운 인 계의 형성하

고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의 사용이 

화되면서 SNS는 사람들의 인 계 형성에 

큰 향을 주게 되었다. SNS는 온라인에서 사람들

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기 유용하게 만들어진 가

상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며(Murray and Waller, 2007), 

SNS 안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집단 사회  행동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한다(Cheung and Lee, 2010; 

Ordonez de Pablos, 2002; Rodriguez Perez and 

Ordóñez de Pablos, 2003; Zhao and Ordóñez de 

Pablos, 2010a, 2010b). 실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과 계시작에 앞서, 페이스북이나 트 터, 링크

드인,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검색을 통해 미리 

기본 정보 등을 알아보는 일들은 일상 으로 일어

나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 시 후보자들  자신의 

회사에 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해 SNS의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반 로 피고용인이나 입사지원자들도 자신을 보

여주거나 홍보하는 수단으로 SNS의 정보를 자발

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은 온라인상

에서 보이는 정체성으로 실에서 자신의 정체성

을 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는 SNS 혹은 더 

넓게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사용자의 모습이 요

한 시 이며, 온라인상의 가상사회가 익숙해진 

인들은 가상 사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오 라인 

사회 속에서 행동이 상호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의 SNS는 사람들의 공통 심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2008년도 이후 많은 기업들이 SNS 상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을 한 활동으로 활용하기 시작

했다(Van Dijck, 2013). 기업이 SNS를 효과 인 마

 도구로 주목하면서, SNS 사용자들은 요한 

마  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온라인상의 사용자 정보에 주목하고 보

다 실에 가까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SNS 상의 사용자 모습들은 오

라인의 실제 사용자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

이 있다. 본 연구는 이 게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개인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실과는 

다른 정체성 즉 멀티페르소나에 해 탐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페르소나의 개념을 포

인 의미로 한 개인이 가진 다양한 모습의 정체성

이라고 정의하 다. 온라인 환경은 멀티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오 라

인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상의 자아정체성은 제

한된 시간과 노력으로 실과 다른 정체성을 보

이기 용이하다. 멀티페르소나는 인터넷의 특징 

 하나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실 될 수 있는 부

분으로, 익명성은 양날의 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익명성은 개인정보보호와 표 의 자유 인 측면

에서 많은 정 인 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반

로 익명을 오용하여 온라인 활동의 다른 사용

자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로 연결 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며, 인터넷 상에서 보이는 모습

과 실제의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  온라인상의 

모습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지식공유행동에 

향을 다는 선행 연구 결과처럼(Chai et al., 

2011),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야 온라인 활동이 활

발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상에서 익명

성을 악용해 사기 같은 범죄를 지르거나(Neha 

Alawadhi, ET Bureau, 2016) 기업에서는 이를 악

용해 해당 제품의 허 의 정 인 리뷰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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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Tuttle, 2015). 이

러한 문제는 온라인상의 신원을 제 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발생되며 이는 온라인의 

정체성 확립이 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반증

하는 내용일 것이다. 실제 많은 서비스에서 신원

을 확인하기 해 온 히 사용자의 능동 인 행

동이 필요하며, 신원확인이 필수 으로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서는 오 라인의 수동  

검증 하에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 신분

에 한 인증은 일반 으로 개인정보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는 융이나 의료 서비스 이외에 

실 으로 강력한 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Sirivianos et al., 2009). 그 기 때문에 

새로운 액세스 계정을 제공을 할 경우, 사용자는 

ID 정보나 연령제한 사이트에서 나이를 입력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부분 서비스에서는 

제한된 신원 정보를 요구하거나,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SNS같은 경우도 진실 

된 개인정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거짓 정보

를 제공하고도 충분히 자신과 다른 신원의 계정 

개설이 쉬우며, 만약 자신의 진실 된 정보로 가입

을 하더라도 자신과 다른 정보로 로필을 구성

하면서 실과는 다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어려움이 없다. 

1.2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쉬운 계정 설정과 

온라인 정체성 표 의 용이, 가상사회의 인

계 확장  유지에 쉬운 환경 등의 이유로 SNS 

맥락에서의 멀티페르소나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멀티페르소나, 다시 말해 실과 다르

게 SNS에서 보여주는 사용자의 정체성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실과 다른 온라인 정체성을 가질 때 사회에 부

정 인 상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NS

상에서 멀티페르소나를 보이는 것이 꼭 부정

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온

라인에는 텍스트 같은 제한된 표  방식으로 자

신을 보 지만 재는 콘텐트 생성에 유용한 디

지털장치를 통해 이미지, 소리, 동 상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 하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구자룡, 2007), 쉽게 콘텐트에 편집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정체성을 통해 사회 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했을 때 계정을 삭제하고 다

시 재 계정을 만들면서 온라인상의 행동에 책임

을 회피 할 수도 있다. 한 온라인상에서 익명

성을 통해 온라인상의 신원이 쉽게 식별 불가능 

하다는 에서 반사회  행동이 유발되기도 한다. 

둘째 기업 측면에서 실과 다른 데이터 수집으

로 인해 측하기 힘든 요소가 될 수 있어 데이

터를 활용한 고객확보  맞춤화 략에 어려움

을  수 있다. 재 SNS는 기업에서 고객의 데

이터를 수집하는데 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사용자를 제 로 통

찰 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멀티페르소나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SNS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온라

인상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행동에 변

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 문제로 다

질 필요가 있다(Cheung and Lee, 2010; Ordonez 

de Pablos, 2002; Rodriguez Perez and Ordóñez 

de Pablos, 2003; Zhao and Ordóñez de Pablos, 

2010a, 2010b).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멀티페르소나에 

을 둔다. 정체성 확립이 되는 청소년기에 온라

인 환경이 윤리  정체성에 향을 다. 그 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온라인 정체성은 요한 화두

로 다 질 필요가 있다. SNS 상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  요소들을 

찾아 그 요소들이 실제 온라인상에서 오 라인과 

다른 모습의 정체성인 멀티페르소나와 어떤 상

계에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

가 실제 학문 , 경 학  에서 기존의 연구

와 다른 시사 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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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2.1 사회정체성 이론

SNS는 가상 사회를 구성하면서 업과 커뮤니

이션에 큰 반향을 가지고 왔으며 SNS 상에서

의 사회정체성은 더욱 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Cheung and Lee, 2010). 특히 SNS에서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  계를 확장 시키도록 한

다는 에서 SNS 연결과 소통은 개인 인 효용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형성에도 큰 향을 주기 

때문에(Correa et al., 2010; Ellison et al., 2007) SNS 

상의 사회 정체성에 집 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

체성은 자기 인식  측면과 사회 구성원 안에서 

그들은 감정 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뿐만 아

니라 구성원 안에서의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 측

면이 있다(Tajfel, 1978). 다시 말해 사회정체성은 

감정 인 소속을 느낄 수 있는 감정  사회정체

성(Affective social identity)과 자신의 가치 평가의 

사회정체성(Evaluative social identity), 사회 안에

서의 자신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지 사회정체성

(Cognitive social identity)으로 나타날 수 있다

(Tajfel, 1978).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들은 사

회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이유를 바탕으로 일체감

을 형성하여 행동하는 것에 심이 있으며, 개인

의 자아 개념은 개인과 사회  측면의 정체성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한다(Ashforth and Mael, 

1989; Tajfel and Turner, 1979). 사회정체성 이론

은 다음의 세 가지의 가정을 가지며(Tajfel, 1982; 

Turner and Oakes, 1989), 다음 설명되는 가정을통

해 온라인 멀티페르소나에 향을 주는 요소들 

추출한다. 

첫 번째,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개인은 자신

의 정 인 자기 개념(self-concept)을 유지하기 

해 노력한다는 가정이다. 사회 안에서 사람들

과의 좋은 계 형성을 통해 정 인 자아를 보

일 수 있으며 이를 해 사람들은 자기표 을 통

해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 다(Leary, 

1995). 사람은 자신의 개인 가치를 높이며 사회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해서 자신에 한 표

에 노력을 기울인다(Dominick, 1999). 이러한 노

력을 해 사람들은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

의 이미지를 표 하며(Schlenker, 1975; Schneider, 

1981), 자신 주변 타인의 기 에 부응하기 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Deutsch and Gerard, 1955). 

Livingstone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 상에서 자

신을 보는 다른 래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로

필을 형성하고, 타인의 로필과 비교하면서 자

신의 온라인 정체성 형성을 고려한다고 말한다

(Livingstone, 2008). 이처럼 온라인상의 자기표

을 통해 사회 안에서의 자아개념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정체성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상

의 상호 향을 주는 행 자들의 정체성이 사회 

규범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 규범이 개인의 정

체성 형성의 변화로 연결 될 수 있는 요한 연구

로 사려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을 통해 정

체성 형성에 향을 주는 요소로 사회규범에 

한 향의 요소를 선택한다. 

두 번째 가정은 개인이 속한 집단 안에서의 타

인의 평가가 정 인지 부정 인지가 정체성에 

향을  수 있다는 이다. 정체성형성을 해 

사람들은 자기표 을 하고, 이러한 자기표 은 

타인의 정  평가를 탐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 인 평가를 기피하기 한 목 지향  행동

을 한다(Leary and Kowalski, 1990). 자기표 은 타

인의 평가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Schlenker et al., 1996). SNS 환경에서는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직 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상 방의 로필을 수치  지표와 의견으로 평가

하는 것이 SNS에선 더 이상 놀라운 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설을 통해 정체성 형성이 

향을  수 있는 요소로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을 추출하고 이 요소가 멀티페르소나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 가정은 자신과 타인 혹은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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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다른 사회의 비교를 통해 정체성이 형성

된다는 이다. 자신 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 인 비교 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높은 자존

감을 형성하게 된다(한덕웅, 2011). 반 로 부정

인 비교 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교 차이가 타인으로

부터 편애와 차별로 나타나면서 정체성에 큰 

향을  수 있다(한덕웅, 2011; Turner and Oakes, 

1989). 그러므로 마지막 가정에 따라 타인과의 비

교에서 나타나는 감정인 상  박탈감을 멀티페

르소나의 향을  수 있는 요소로 선택한다. 

따라서 사회  정체성 이론의 가정을 통해 사

회 규범의 향, 타인 반응의 압박감, 상  박

탈감의 요소를 추출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계에서 느끼는 거리감 한 

인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요소로 추가

으로 선정한다.

2.2 사회 향이론

사회정체성은 사회  행동에 큰 변화를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향이론

(Social influence theory)에 따르면 다른 수 의 사회

 향으로 인해 행동이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Kelman, 1958). 개인이 수용하는 사회  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 양식은 수용(Compliance), 내재

화(Internalization) 그리고 동일화(Identification)와 

같은 형태로 다르게 발 되었다. 수용은 사회  

행 자가 특정한 행동을 원하고 이를 통해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변화

이다(Venkatesh and Davis, 2000). 내재화는 다른 

사람들과 일반 인 목 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해 자신의 행동을 채택할 때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의 형태다(Dholakia et al., 2004). 마지막으로 

동일화는 개인이 다른 사회구성원 사람들과 만족

스러운 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변화 

형태이다(Kelman, 1958). 이처럼 가상 사회에서 나

타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사용자가 수용하는 사

회  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NS 상에서도 형성된 타인의 정체성

에 의하여 사용자가 수용하는 사회  향이 다르

게 구 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필요성을 가진다. 

한 사회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

체성 형성은 개인의 인지수 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행동의 결과로 래될 수 있음

이 측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 계에서 발생하

는 사회  향이 개인의 온라인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사회실재감이론 

한 주목해 볼 수 있는 이론으로는 사회실재감

이론(Social presence theory)이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사회  존재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그 결과 발생하는 인

간의 계를 감지함에 따라 개인의 실재를 식별하

는 것을 의미한다(Short et al., 1976). 온라인 환경

은 실제의 환경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의 타인의 존

재와 직간 인 교류를 나눔으로써 개인의 존재

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Gefen and Straub, 2004). 

SNS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성

별, 정치 , 학력, 종교 , 취미, 직업, 인 계 등

의 개인정보를 통해 SNS에서 자신을 표 한다

(Baden et al., 2009; Boyd and Ellison, 2010). SNS에

서 개인정보를 통한 자기표 은 단순한 정보의 공

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는 동시

에 실시간으로 주변 사람들과 의견 등의 반응을 

주고 받으며 개인의 사회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

는 특징을 지닌다(Adler et al., 2015; Ahn, 2011). 

이처럼 인터넷이 가상 사회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자신을 표 하며 사회  자기정

체성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표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떠한 종류

의 타인과 인 계를 구성할 것인가를 요하게 

결정짓는 요인이라 주장한다(Bargh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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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and Omarzu, 1997; Jones, 1997; Prager, 1995; 

Reis and Shaver, 1988; Roberts and Parks, 1999; Utz, 

2000).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자신의 가치와 개인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

한다(Greene et al., 2003).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의 상호 계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평가, 타인

과의 비교, 타인의 행동  향 등의 요소들은 개

인의 정체성 확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Ⅲ. 문헌연구 

3.1 청소년의 온라인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페르소나의 

연구에 을 둔다. Marcia에 따르면 경험한 탐

구 과정과 형성된 신념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분명한 차이를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

으며(Marcia, 1966), 청소년 기 동안의 정체성에 

한 탐구를 통해 정체성이 확립 될 수 있다고 설

명한다(Meeus, 1996).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 나이의 정체성에서 단되는 심리  삶의 

질  수 은 성인기의 정체성에 향을 받았을 

때 삶의 질  수 이 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음

을 밝혔다(Meeus, 1996). 따라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통계를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

인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청소년의 93%가 인터

넷을 사용하며, 미국의 청소년의 61.4%가 표  

SNS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매일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다(Statista, 2015).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기존의 기성세 들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익

숙하다. 청소년은 오 라인에서 부모님과 선생

님, 친구들 등 군가의 보호 아래서 행동을 하면

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

만 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은 어른들의 

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소셜 

게임과 SNS같은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오 라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온

라인상에서 제한 없이 사람을 만나고 행동하는 

데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실제 미국의 10

 청소년을 상 로 인터넷을 통한 인 계를 

본 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 설문을 통한 통계

에 따르면 온라인 활동을 부모님이 완벽히 찰

하는 것이 어려우며, SNS 사용과 소셜 게임, 스마

트폰의 메신 를 통해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자

신의 성향과 비슷한 친구를 찾아  다른 인

계를 형성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5). 이러한 사회  

상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오 라인 상의 

‘자신’을 벗어나 온라인상의 ‘자신’도 인 계의 

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비단 10  

청소년만의 상이 아닌 더 넓은 연령 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확 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 미국에서는 십 를 심으로 미국에

서는 “Finstagram”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

견할 수 있다. 이는 가짜라는 뜻의 “Fake”와 SNS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단어를 합

친 신조어로, 청소년들 사이에 오 라인의 인

계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 계정 이외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는 계정을 개설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에서 생된 단어이다(Kircher, 2015). 

이처럼 오 라인과의 다른 모습으로 온라인 활동

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정체성 형성을 사회 으로 

요한 이슈로 바라본다. 온라인 정체성이 청소

년에게 가볍게 치부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 인 

결과가 오 라인 상의 문제로 직  연결이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 질병통제

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소녀들의 자살률이 1999

년부터 2014년 까지 3배 정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NS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들

의 SNS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악성 댓 이 한 

향이 될 수 있으며, SNS 상에서는 래집단 이외

에도 성인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 기 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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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나타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한다

(NCHS, 2016). 다시 말해 오 라인 상에서는 쉽

게 하지 못했던 타인의 비난이나 욕설이 쉬워지

며,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성인들의 정체성과 

청소년인 자신의 정체성을 비교하며 성인의 더 

좋아 보이는 삶에 자괴감에 빠지는 청소년 소녀들

이 많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

제가 이들에게 더 나타나는 이유는 10  소녀들

이 오 라인에서의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연락

을 지속할 때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특히 많으

며(Lenhart and Madden, 2007) 온라인에서 자신의 

근황을 표 하고 자신의 상황을 표 하는 것이 

오 라인 삶에도 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

정 인 로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과 오 라인의 

연결이 사이버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Ybarra et al., 2006).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

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치 못한 언행으로 타

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더불어 이는 동시에 

실 세계의 큰 험까지도 함께 래한다(Dooley 

et al., 2009). 이것은 실 세계에서 제한이 있었

던 괴롭힘의 정도가 실에 잘 보이지 않는 온라

인의 정체성 아래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특히 교제를 한 이성 친구를 찾는 수

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정체성 

수립의 입장에서 걱정을 낳게 하는데(Brown, 2004; 

Erikson, 1994; Weinstein and Rosen, 1991), SNS는 

성  콘텐트와 폭력성이 있는 콘텐트 등 문제성

이 있는 자료를 쉽게 공유 가능하고(ITU, 2009) 

SNS 채  창을 통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자

신을 표 하거나 상 방을 선택하고 성 인 화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Smahel and Subrahmanyam, 

2007; Subrahmanyam et al., 2006).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한 

연구가 요한 문제임을 시사되는 부분이다. 이

처럼 온라인상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요

즘 세  사람들에게는 요하고 한 필수 으로 

노력해야 하는 한 부분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유

년시 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10  때 형성

된 온라인 활동의 습 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향을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오 라인과 온라인의 정체성이 다른 을 보이는 

경우를 집 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멀티

페르소나의 성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찰이 된다

면 경 학뿐 만 아니라 많은 인문 사회 과학 분야

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3.2 멀티페르소나 

실제 경 학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다른 가면

 정체성, 즉 멀티페르소나의 개념은 생소하다. 

페르소나 즉, 가면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 분야

에서 시작되었지만, 멀티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온

라인 환경으로 인해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떠하든 자신이 원하는 모

습으로 보이는 다양한 정체성(multiple identities) 

이란 개념을 “자신의 재창조(reinvention of self)” 

라고 표 했다(Sempsey, 1997). 이 게 다른 성격

의 페르소나를 선택하는 것에 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Bruckman, 1992; Curtis, 1992; 

Reid, 1994; Rheingold, 2000). 반의 온라인상에

서의 페르소나 연구는 듀얼페르소나(dual persona)

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

용으로 인해 기기마다의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화로 

인해 페르소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멀티페르

소나(multi-persona)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듀얼페르소나와 비교했을 때 멀티페르소나는 모

바일 랫폼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이해된다(Barr et al., 2010; Tout et 

al., 2015). 선행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멀티

페르소나의 이 기술 인 에서 단순히 기

기에 따른 정체성의 숫자에 의미에 큰 의미를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환경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멀

티페르소나는 단순히 기술 인 측면에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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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은 원래 한가지의 인격만이 아닌 다 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거의 부분의 사람들은 자

신의 정체성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면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인지, 회사 동

료인지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Sirivianos et 

al., 2009). Goffman(1959)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표 하는데 다 성은 꼭 필요한 요소이며 과거 

공공  의사소통 환경보다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

했을 때 더 그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

(Goffman, 1959). Krombholz, Merkl과 Weippl 연구

에 따르면 실에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 SNS 사용자들은 SNS 상의 로필이나 정

보의 편집을 하고, 새로운 계정 생성에 타인의 삶

처럼 거짓의 정보로 구성해 마치 다른 모습으로 가

공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Krombholz 

et al., 2012). 이처럼 오 라인 상의 모습과 달리 

온라인상에서의 모습은 더욱 나은 모습과 행복한 

모습,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라이 스타일을 조

작해서 보여주기도 쉽다. 로 태국의 한 포토그

래퍼는 SNS  하나인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실과는 괴리가 있고, 더 아

름답고 멋진 모습의 사진들만 공유한다는 것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세계의 많은 사람들

에게 회자된 이 있다(Schatzle, 2015). 하지만 이

게 온라인상에는 실보다 더 나은 자신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 라인 상에서

는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타인에게 부

정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온라인상에

서 표 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악성 댓 을 

통해 남의 비 과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성과 선

정성의 유해한 콘텐트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실제 삶은 무나 평범하고 사회 규범을 지키는 

바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의 행동

은 책임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한낮 일회용처럼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모습, 즉 멀티페르소나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면 앞서 사회  정체

성이론에서 선택된 감정 요인 네 가지인 타인과

의 거리감, 상  박탈감, 타인의 반응에 한 

압박감, 사회 규범의 향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Ⅳ. 가설설정

4.1 타인과의 거리감 

인터넷은 사회  상호 소통과 즐거움 추구  

편의성의 동기로 인해 사용된다(Ko et al., 2005; 

Papacharissi and Rubin, 2000). 사회  의견 표출 

 친분형성을 목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Ridings and Gefen, 2004), 특

히 SNS는 온라인상에서 인 계 형성을 보여주

는 표 인 공간으로 자기 심 으로 계를 형

성하고 콘텐츠를 만든다(Verma et al., 2012). 

이러한 환경은 결국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

회  계가 기본 바탕이 되며, 타인과의 계에

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온라인상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사회 향이론으로 뒷

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가까운 거리에

서 서로에게 강한 향력의 교류가 가능할수록 

개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

서는 타인과의 거리감을 타인과 자신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자신 는 타인을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를 정의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

는 오 라인의 인 계를 유지하고 넓이기 해 

사용하는 효과 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며 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해 이용하는 경

우가 많다고 설명한다(Brandtzæg and Heim, 2009; 

DiMicco and Millen, 2007; Ellison et al., 2007; 

Ellison et al., 2014; Fox et al., 2014; Joinson, 2008). 

이러한 주장은 SNS를 통해 사용자들은 타인 간

의 거리감을 좁히길 바라는 것과 일맥상통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타인간의 거리감이 좁 질 때 

생기는 문제도 선행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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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표 인 문제는 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다. 

SNS에서는 개인 정보를 감추면서 보호하는 것보

다 극 인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

아지고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발 인 개인정보 

공개 정도를 높인다(최보미 등, 2015). SNS는 사

람들이 실과 다른 가상사회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오 라인에서의 인 계와 교집합

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이 온라인 활

동의 자유로운 표   정보 공유를 해하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SNS 상에서 라이버시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Aimeur et al., 

2010; Irani et al., 2009), 라이버시 문제는 SNS

의 지속 사용과도 직 인 계를 가지고 있는 

요한 문제이다(민진 , 김병수, 2013). 과거에는 

이러한 라이버시 문제를 익명과 가명 사용 같은 

기술 인 해결을 사용 했다(Hansen et al., 2008). 하

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방법은 충분한 해결을 할 

수 없다(Weiss, 2007). 그러면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  정체성의 리(Social Identity Management)

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  정체성 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고의 으로 문맥의존 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Netter et al., 2011). 이러한 것

은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Van Den Berg and Leenes, 2010), 

한 다른 모습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부분  정

체성을 노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Farnham and 

Churchill, 2011).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타인

과의 거리감이 가깝다고 느낄 때 자신의 오 라

인에서의 개인의 모습이 노출 될 것에 걱정하고, 

오히려 실과 다른 모습의 멀티페르소나의 성향

을 더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특히 청소

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친구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날 수 있는 상들로 

SNS 상에서 타인과의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껴

질 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멀티페르소나 성

향의 동의 정도에 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1: SNS 상에서 타인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낄

수록 수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

가 높아진다. 

4.2 상  박탈감 

상  박탈감의 의미는 타인의 기 과 비교하

여 자신을 단했을 때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나아가 부정 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Gurr(1970)의 상  박탈감 이론에 따르

면 상  박탈감의 감정과 객 인 특정 상황이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이라 단정 짓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은 기 의 가치와 재 가능성의 가치 

사이에서 불리한 차이를 인식 할 때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Gurr, 1970). 이러한 상  박

탈감은 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 같은 감정이 분노, 불만 등의 

감정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Crosby, 1982).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단을 기본으로 정

인 자기 평가를 선호한다(Taylor and Brown, 198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 평가의 요한 요소로 

개인이 속한 그룹의 정체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를 상 으로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말한

다(Mummendey et al., 1999). 사람들은 재가 불

만족스러운 상태 일 때 이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을 가지고 있다. 사회  동물인 인간은 만족스러

운 상태로의 변화를 해서 타인의 상태와 비교하

며 자기 평가를 정 인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

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것을 앞서 설명한 사회 정체성 이론

(Tajfel and Turner, 1979, 2004)과 상  박탈감 

이론(Crosby, 1976)로 설명 할 수 있다. 사회 정체

성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측하기 해서는 사회 구조  특성을 인식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이 된다(Ellemers, 1993). 불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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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자신의 사회에서 낮은 치의 상황은 자신을 

개선시키고 싶어 하는 부정 인 사회 정체성으로 

연결된다(Tajfel and Turner, 2004). 이러한 상  

박탈감은 사회 정체성의 변화에 향을  수 있

는데 특히 SNS 상에서 상  박탈감의 문제는 

많은 이슈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2014년 미국 

성격  사회심리학 회에 따르면 표 SNS  

하나인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는 친구들의 소식을 

읽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을 느

낀다는 연구 발표가 있으며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본 직후 사용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박소 , 2012). 한 SNS가 청년

들의 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요한 이유로 

실에 만족 못하고 우울해 하는 청년들의 사회 

상을 말하는 뉴스를 오늘날 쉽게 확인 할 수 있

다(박정환, 2015). Kendall에 따르면 정체성 측면에

서 보았을 때 사회에서 느끼는 불공평함과 계층화

된 계에서 넘어서 평등한 계를 지향하고, 계

층 인 실제 사회에서 벗어나기 해 온라인을 활

용한다고 본다(Kendall, 1998). 하지만 SNS는 타인

의 모습을 쉽게 찰할 수 있고 특히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상황과 비교가 되며 이에 한 평가

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평등한 계

를 유지하는데 합한 환경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NS 상에서는 실제 모습이 아닌 

로필과 포스 의 내용을 실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상  박탈감을 느

낄 때 단지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 만족스러운 상태로의 표 이 가능하

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가의 향을 많이 받

는 청소년의 경우 상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해 실과는 다른 온라인 정체성, 즉 멀티페르

소나의 동의 성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H2: SNS 상에서 상  박탈감이 클수록 멀티

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높아진다. 

4.3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사회에서 자신의 소속감과 치를 유지하기 

해서 타인의 평가는 요한 요소이다(Jones et 

al., 1997; Marett and Joshi, 2009). 한 자신의 

치가 올라가고 자신의 업 의 질을 높일 경우에 

있어서 평가는 사회  치와 직 으로 연  

될 수 있다(Stewart, 2005). 정 인 타인의 평가

는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Stewart, 2005). 가상의 공간에서 정보를 생성하

고 의견을 표 하는 것에 타인의 반응이 큰 향

을 보일 수 있으며(Hinz and Spann, 2008; Susarla 

et al., 2012), 이러한 타인의 반응은 자신이 쓴 

에 코멘트를 보이거나 온라인 친구들의 추천 수

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Subramani 

and Rajagopalan, 2003). 실제로 많은 SNS 사용자

들은 자신의 로필의 사진을 바꾸고 자신을 직

간 으로 보여  수 있는 포스 을 뉴스피드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댓 과 추천수를 를 

것인지를 신경 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

는 데 향을 다고 주장한다(Jones et al., 1997; 

Marett and Joshi, 2009). SNS는 자신의 뉴스피드에 

한 즉각 인 반응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술  방

법들이 많이 있다. 를 들어 추천을 한 버튼이 

있어 친구들이 이를 선택했을 때 그 수를 즉각

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이에 한 댓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친구들의 페이지에 자신의 뉴스피

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사회 실재감 이론에 따르면 사회  정체

성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이 얼

만큼 요하게 존재하는지 정도로 단할 수 있

다고 설명하는데(Short et al., 1976), SNS 상에서 

타인의 평가가 온라인 정체성에 향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주변 환경의 

향을 쉽게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친구들의 평가와 

반응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SNS 

상에서의 모습을 실과 다르게 가공함으로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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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정 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SNS 상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은 실과 달

리 더 멋진 일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로필을 

정 으로 구성하며, 자신의 사진에 보정을 더하

며 타인의 많은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가상의 정

체성으로 보이는 것이다. 반 로 SNS 상에서의 

부정 인 모습의 정체성만을 보이며 타인의 반

응을 크게 얻을 수 있다면 이에 한 가공도 쉽

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례로 단순히 온라인상에

서의 부정 인 정체성을 가지고 단순한 재미 목

으로 폭발 인 부정 인 반응을 얻으려고 하

는 사람도 있다. 방송통신 원회 조사에서 등

학생들이 악성 댓 을 작성하는 이유는 사람들

의 반응으로 인한 ‘단순한 재미’(45.7%)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양 근, 2016), 한국과 마찬가지

로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도 오 라인보다 온라

인상에서의 윤리 으로 어 난 행동을 집단 으

로 서로의 반응을 보며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OECD, 2012).

이처럼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크게 압박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제한 인 실에서의 정체

성과 달리 많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멀티페르

소나의 동의 성향을 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세운다. 

H3: SNS 상에서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이 클

수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높

아진다.

4.4 사회 규범의 향

SNS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각, 의견 등 개인

인 표 을 확인하기 쉬운 공간이다. SNS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쉽게 찰할 수 있는 특성을 가

진 환경으로 타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행동양식을 

확인하기 용이한 공간이기도 하다. Burnkrant와 

Cousineau에 따르면 규범  향은 다수의 타인이 

추구하는 사회  압력과 기 에 수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하며 이런 규범은 사회에서 상식 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Burnkrant and 

Cousineau, 1975).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 규범

의 향력은 타인이 원하는 정 인 모습과 행

동 양식을 보이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 

규범은 사회 안에서 암묵 인 약속  의, 비공

식 인 규칙 같은 것으로(Basu, 2006) 사회 규범

에 따른 정체성 형성이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한 역할이 된다. 사회  정체성은 개인

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그룹화하며 소

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규범을 속한 사회의 정체성에 맞추

려는 성향이 있다(Koh et al., 2008). 특히 청소년

들 경우 래 집단의 기 에 부응하기 해 술이

나 마약을 소비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

는 것처럼(Rose et al., 1992) 상 으로 사고가 

형성되는 어린 청소년에게는 사회 규범은 래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오 라인에서의 래간의 사회 규범뿐 

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보일 수 있다. 특히 실

에서 보여주기 힘들었던 그들만의 규범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비교  더 쉬울 수 

있다. 소심했던 아이들도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아래에서 범해 질 수 있으며, 그들이 동경했던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느끼는 사회 규범에 맞춰 

SNS 친구들에게 자신이 멋지게 보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표  하고 싶어 하며, 실에서는 제약이 

있었던 자기표 은 온라인에서는 비교  편하게 

정체성을 가공해서 보여  수 있다고 상된다. 

사실 청소년들이 사회 규범에 따라 정체성의 변

화를 보이는 것은 요한 사안이다. 온라인상의 

정체성에서 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래들끼리의 사이버 왕따 문제나, 불법  콘텐츠 

공유, 성 인 자기 사진 촬  등 집단 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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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가 많다(OECD, 2012). 한 청소년

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편향된 사회 규범 

혹은 성인의 사회 규범을 받아들여 문제가 나타

날 수 있다(OECD, 2012). 청소년들이 SNS 상에서 

느끼는 사회규범의 향이 온라인상의 멀티페르

소나의 동의 성향과 어떤 향 계에 있는지 확

인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세운다. 

H4: SNS 상에서 사회  규범의 향이 클수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높아

진다.

Ⅴ. 연구방법 

5.1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Pew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 다. Pew Research Center

는 미국을 상으로 사회 반 인 황을 알아보

기 한 통계 보고 사이트로, 설문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10

월 9일까지와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16일, 약 

40일 정도 진행된 Pew Research Center의 인터넷 

상의 청소년의 인 계 련 황 련 설문 

결과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본 연구는 이것을 

활용하 다. 구체 으로 설문은 PSRAI(Princeton 

Survey Research Associates International)에 의하여 

구성  진행되었으며 미국 륙 반에 거주하는 

성인 부모와 10  청소년의 짝으로 1,060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  청소년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789개  연구

에 사용된 련 변수의 응답에 결측치를 제거하여 

유의한 데이터 664개를 추출해 본 연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 실시 결과, 해당 조사 통계 결과는 

인구 통계학  불일치를 해소하기 해 가 치 산

정이 이루어졌으며, 체 데이터 세트에 한 표

본 오차는 ±4.3% 포인트이다.

5.2 연구도구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10  청소년을 

상으로 SNS 상에서 타인과의 인간 계에서 느끼

는 여러 감정을 묻는 질문을 통해 응답이 요구되

었으며, 이 응답 결과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온라인상의 인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요소  타인과의 거리감은 ‘SNS 상에서 당신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같은 정보를 통해 친구

들과 가까워진다고 느끼는가?’ ‘SNS 상에서 당신

은 친구들의 기분을 악함으로써 더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가?’의 질문을 통해 ‘아주 그 다’부

터 ‘그 지 않다’의 응답을 3가지 답으로 진행되

었다. 상  박탈감을 측정하기 한 질문으로

는 ‘SNS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친구들의 소식을 

하며 자신의 삶이 상 으로 좋지 않다고 느

끼는가?’를 ‘그 지 않다’ 부터 ‘아주 그 다’의 

3가지 응답을 통해 진행되었다.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을 묻는 질문은 ‘SNS에서 당신은 내용을 

업로드 할 때 인기도나 추천수, 댓  수에 압박감

을 가지는가?’를 ‘그 지 않다’ 부터 ‘아주 그

다’의 3가지 응답을 통해 확인하 으며 사회 규

범의 향은 ‘SNS에서 당신은 내용을 업로드 할 

때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압

박감을 가지는가? 로 ‘그 지 않다’ 부터 ‘아주 그

다’의 3가지 응답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

의 종속변수로 보는 멀티페르소나 성향은 ‘SNS 상

에서 오 라인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다른 모습 

보여 다는 것에 동의하는가?’와 ‘SNS 상에서 오

라인과 비교했을 때 실제가 아닌 진실하지 못

한 모습을 보여 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두 

질문에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아주 동의한

다.’까지 4가지 응답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멀티페르소나의 성향은 직 으로 질

문 상자의 멀티페르소나 성향을 묻는 것이 가

장 이상 이다. 하지만 본 설문의 설계가 연구자

가 직  구성한 것이 아닌 2차 자료를 활용함에 있

어 타인의 멀티페르소나의 성향에 동의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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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름 질문 항목

타인과의 거리감

[질문] SNS 상에서 당신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같은 정보를 통해 친구들과 가까워진다고 

느끼는가?

SNS 상에서 당신은 친구들의 기분을 악함으로써 더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가?

[답안] 1. 아주 그 다, 2. 조  그 다, 3. 그 지 않다

상  박탈감

[질문] SNS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친구들의 소식을 하며 자신의 삶이 상 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가?

[답안] 1. 그 지 않다, 2. 조  그 다, 3. 아주 그 다.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질문] SNS에서 당신은 내용을 업로드 할 때 인기도나 추천수, 댓  수에 압박감을 가지는가?

[답안] 1. 그 지 않다, 2. 조  그 다, 3. 아주 그 다.

사회 규범의 

향

[질문] SNS에서 당신은 내용을 업로드 할 때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는가?

[답안] 1. 그 지 않다, 2. 조  그 다, 3. 아주 그 다.

멀티페르소나

[질문] SNS 상에서 오 라인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다른 모습 보여 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SNS 상에서 오 라인과 비교했을 때 실제가 아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답안] 1.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동의한다, 4. 아주 동의한다.

<표 1> 설문 항목  답안

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

이 이러한 온라인상 나타나는 멀티페르소나 성향

을 가진 사용자들은 비윤리  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익명성의 악용하여 타인의 정보 

도용이나 인터넷 사기 같은 비윤리 인 상이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사용자들에게 많이 나타나

면서(조성호, 2016; 송인 , 2011), 멀티페르소나 

성향이 사람들은 부정 임을 인지하고 있다. 설

문을 통해서 비윤리 인 행동에 한 응답을 얻

을 때 본인이 아닌 제 3자로 질문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 부분이 다음과 같은 행동

을 한다는 제를 통해 설문에서 부정직한 답변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선행 연구 사례

가 있다(윤민정, 병  2012). 한 사람들은 타

자의 역할 입장에서 안 인 조망을 취하고 다

른 사람들의 행동에 인지 으로 공감하는 성향이 

있다(Smith, 2006). 이번 설문의 응답자도 타인이 

멀티페르소나 행동을 하는 사실에 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할 것이다’ 라고 고려하는 정도를 묻

는다. 본 연구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정 인 

행동과 생각을 타인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타인

의 행동에 투 하는 답변을 멀티페르소나 성향에 

동의하는 응답으로 신한다. 

5.3 분석 차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인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요소들이 온라인 정체성 에서

도 오 라인과 다른 멀티페르소나 성향 동의 

정도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해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

을 수행하 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변수가 종속변

수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변수선택 

방법  입력(Enter) 방식을 선택하 다. 독립변수

에 한 선택문제는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가장 

은 오차를 갖는 회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우선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정확성을 해 사

용한 데이터에서 몇 가지 통제 변수를 사용하 다. 

10  남녀 스마트폰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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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타인과의 거리감 -.275***

상  박탈감 .270*** -.215***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355*** -.368*** .417***

사회 규범의 향 .344*** -.339*** .449*** .669***

***p < .001

<표 3> 상 계 분석

(N = 664)

이상의 SNS를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지 여

부, 인터넷에 친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 했다는 통

제 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계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감정  요소를 타인과의 거리감, 상

 박탈감,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그리고 사

회  규범의 향 4가지 독립변수와 멀티페르소

나 성향의 동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4가지의 설명변수들이 종속변

수와 선형 계에 있다는 가정을 검정하기 함과 

동시에 모형설정의 정확성을 높이며, 종속변수에 

하여 락되는 설명변수가 발생시키는 편향성

을 방지하고자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변수설명:

 = 타인과의 거리감

 = 상  박탈감

 =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 사회 규범의 향

 = 멀티페르소나 성향 동의 정도

Ⅵ. 연구결과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된 4가지의 변인들에 

한 기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

조). 종속변수인 ‘멀티페르소나’ 성향 동의 정도

를 묻는 질문의 표 편차는 0.486이며, 독립변수

인 타인과의 거리감(= 0.577), 상  박탈감(= 

0.544),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0.685), 그리고 

사회  규범(= 0.681)의 표 편차를 통해 독립변

수와 종속 변수의 표 편차가 답변간의 차이에 큰 

치우침 없었음을 측해 볼 수 있었다 즉, 해당 

문항에 한 답변이 고르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변수 평균 표 편차

멀티페르소나 2.07 0.486

타인과의 거리감 1.93 0.577

상  박탈감 1.29 0.544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1.53 0.685

사회 규범의 향 1.53 0.681

<표 2> 기 통계량

(N = 664)

피어슨(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

인과의 거리감’과 련된 변수들 간의 상 계

를 제외하고는 변수들 간의 양의 상 계를 보

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거리감’과 련된 변수

들 간의 상 계를 제외하고는 독립변수의 정도

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따라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두 변수들간의 

상 계는 값이 1과 가까울수록 강한 상

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인반응에 

한 압박감’과 ‘사회 규범 향’에 한 상 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력(Enter)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회

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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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계수
   

 


 표 오차

타인과의 거리감 -.121 .032 -.144 -3.751***

.175

(.170)

  34.874***

(4,659)

상  박탈감 .098 .036 .110 2.720**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118 .035 .166 3.371***

사회 규범의 향 .096 .035 .135 2.727**

**p < .01, ***p < .001

<표 4> SNS 상에서 인 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요소와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상 계

(N = 664)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을 상으로 SNS 상의 

인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요소인 ‘타인

과의 거리감’과 ‘상  박탈감’,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그리고 ‘사회 규범의 향’에 따른 멀

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의 상 계를 살펴

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그 결과 ‘타인과의 거리감’이 가깝다고 느낄수

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

날 수 있다고 고려하는 정도를 더 보인 것으로 나

타나며(  = -.144, p < .001) 가설 1을 증명하 다. 

그리고 ‘상  박탈감’과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와 정 방향의 상 계를 보이며(  = 

.110, p < .01), SNS 상에서 타인의 모습과 비교해 

상  박탈감을 느낄 때 오 라인과 다른 온라

인상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다고 고려하는 가설 

2를 증명하 다.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과 ‘멀

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와 정 방향의 상

계를 보인다는 가설 3의 내용도 본 연구를 통

해 증명하 다( = .166, p < .001). 마지막 독립변

수인 ‘사회 규범의 향’ 과 ‘멀티페르소나’ 성향

의 동의 정도가 정  상 계를 가설 4 한 증

명하며(  = .135, p < .01), 청소년들이 SNS 상에

서 느끼는 사회 규범에 한 향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라인상에서 실과 다른 정체성을 보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결정

계수 R
2
 값은 0.175로 본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을 

약 17%의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ohen에 따르면 본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와 같이 

설문조사 방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과학의 경

우 결정계수가 13% 이상이며 해당 모형의 효과를 

검정하 다고 본다(Cohen, 1988). 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회귀방정식의 오차항의 자기상 에 

한 검증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당 값은 일반 으

로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 의 험은 어든다. 도출된 회귀모델의 

Durbin-Watson값은 1.981로 상 으로 자기상

에 한 험이 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계 으

로 유의미하다고 단할 수 있다.

Ⅶ. 논의  연구의 공헌도

본 연구는 청소년 상으로 SNS 상의 인

계에서 가지는 감정  요소 4가지를 선별하여 오

라인과 다른 온라인의 정체성인 멀티페르소나

와 상 계를 확인하 다. 사회  정체성 이론

의 가정에 따라 SNS상의 인 계에서 가지는 

감정  요소를 타인과의 거리감, 상  박탈감,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 그리고 사회 규범의 

향을 선택하 고 이 요인들이 멀티페르소나 성향

의 동의 정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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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타인과의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멀티

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더 강해짐을 확인

함에 따라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하여 잘 알 

수 있다고 단한다면, 실과는 다른 개인의 정

체성을 SNS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문헌 연구에서와 같이 

라이버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실제 많은 면

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에 동의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상  박탈감이 커질수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를 높게 보인다는 

가설 2 한 확인된다. 이는 SNS 상의 타인과 비

교하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 을 경우, 

실과 다른 정체성을 온라인 환경에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상  

박탈감은 실에 부정 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그 기 때문에 상  박탈감이 멀티

페르소나에 향을 미쳤을 때 이러한 멀티페르소

나는 부정 인 사회 향을  것인지에 한 연

구도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 가

설인 타인 반응에 한 압박감이 클수록 멀티페

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에 향을 보인다는 것

도 확인이 되었다. SNS는 추천 시스템과 댓  등

의 기술 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실에

서 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실세계를 넘어 가상세계에서의 타인의 

평 도 정체성 형성에 큰 향을  수 있음을 시

사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설인 사

회 규범의 향이 크게 느껴질수록 멀티페르소나 

성향의 동의 정도가 더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되

었다. SNS 상에서도 실 사회에 마찬가지고 사

람들의 네트워크로 인해 구성되는 가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규범의 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

는 환경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실에서의 래 

사회를 넘어 더 넓은 인 계 안에서의 사회 규

범의 향을 받으며 실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온

라인에서는 가능한 자신들이 원하는 정체성을 형

성하게 되는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문 인 측면과 실무

 측면의 공헌도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경 학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정체성 특히 멀

티페르소나의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는 면에서 의

의를 가진다. 지 까지 심리학 분야와 컴퓨터 게

임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 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다. 하지만 경 학  측면에서 온라인의 

정체성에 집 된 연구는 미미하다. 하지만 온라

인 활동의 기본은 사용자의 정체성에서 시작되

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온라인

상의 사용자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 올바르지 않은 정체성 확립은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정 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실과 다른 온라인 정체성

을 형성하는 소비자 역시 경 학 측면의 연구 

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SNS 상에서 멀티페르소나의 유발할 수 있는 구

체 인 요인들을 악함으로써, 련 연구의 구

체 인 방향을 제시하 다. 둘째, 실무  측면에

서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에게 SNS 사용자의 왜

곡 없는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하여 실과 

다른 가상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에 토 를 제공하 다. 오늘날 기업은 온라인상

의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활

용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 

구매 가능한 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정보를 

악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의 

멀티페르소나는 오히려 그들을 악하는데 걸림

돌이 되기도 한다. 한 기업은 정보가 자발 으

로 확산되는 SNS 채 을 마 의 도구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구  효과를 통해 이

익을 얻고자 한다. 과거 연구에서는 정보수요자

(information seeker)는 제공되는 정보 출처의 신뢰

가 높을수록 그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심도가 높아진다고 정교화 이론(elaboration like-

lihood model)을 통해 설명한다(Sussman and Siegal, 

2003). 한 정보제공자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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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효율 인 지식공유가 

어렵다(Poston and Speier, 2005). 그 기 때문에 

멀티페르소나의 성향을 가진 사용자로부터 달

되는 정보는 정보의 신뢰의 측면에서 부정 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멀티

페르소나를 유발하는 구체 인 요인을 제시함으

로써 실무에 멀티페르소나의 통제 가능한 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공헌을 가진다. 

Ⅷ.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경 학  측면에서 온라인 정체성

이 요한 연구 쟁 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진

행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Pew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2차 자료를 활

용하 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계가 완료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이론  바탕의 연구로

는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멀티페르

소나의 실험  연구이며 향후 경 학  에서

의 온라인 멀티페르소나와 련된 이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토 가 되었다. 선행 연

구 고찰을 통하여 멀티페르소나를 유발하는 감정

 요인을 추가 으로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 인 설문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을 구축하여 변수 사이

의 상 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에 심리

학 분야에 집 된 멀티페르소나의 연구를 확장하

여, 멀티페르소나의 사회  향력을 분석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가상 정체성 형성 등의 재 

만연된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토 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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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become widely used tools for maintaining social relationships, 
people use SNS to express themselves online. Users are free to form multiple characters in SNS be-
cause of online anonymity. This phenomenon causes SNS users to easily demonstrate multiple per-
sonas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identities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online 
multi-personas that establish multiple fake identities in the SNS environmen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online multi-personas. Fake online identities can have 
various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cyber bullying, cyber vandalism, or antisocial behavior. Since 
the boundary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worlds is fading fast, these negative aspects of online be-
havior may influence offline behaviors as well. This study focuses on teenagers who often create mul-
ti-personas onlin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personal identities are usually established during a 
person’s youth. Based on data on 664 teenage users, this study identifies four emotional factors, name-
ly, closeness with others, relative deprivation, peer pressure and social norms. According to data analy-
sis results, three factors (except closeness with others)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users’ mul-
ti-persona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cause young people 
to form online multi-personas, an issue that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a safe online environment by explaining the rea-
sons for creating fake SNS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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