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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자기표현과 오프라인 모임 참여 및 삶의 만족도 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self-expression in SNS, off-line activ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이영원

 Youngwon Lee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자기표현을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SNS를 통한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SNS를 이용할수록 SNS에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표현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SNS가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자기표현에 중요한 채

널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도가 높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릴수록 오프라인의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네

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SNS 이용, SNS에서 자기표현, 오프라인 모임 참여,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the self-expression in terms of sharing the diverse pictures  
according to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effects of the diverse online activities on the 
off-line activ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or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s, the more 
sharing the diverse pictures in SNS as a tool of the self-expression. It also shows that the mor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more sharing the pictures with friends, the more active in off-line 
activity. Both of online and off-line network activities hav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which implies that the more active in online and off-line network activitie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SNS use, self-expression in SNS, off-line activity, life satisfaction 

*정회원,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접수일: 2019년 12월 04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9일

※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입니다.

Received: December 04, 2019 / Revised:December 19, 2019

Accepted: December 29, 2019

*Corresponding Author: wonlee23@hanmail.net

Dept. of Media and Visual Communication,

Woosuk University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301

JCCT 2020-2-37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self-expression in SNS, off-line activ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 302 -

Ⅰ. 서 론

일상생활에서 SNS 비중이 커지면서, SNS를 통한

소통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페이스

북 월 이용자 수는 22억 명이고, 유튜브는 약 18억 5천

명, 인스타그램은 11억 명, 트위터는 약 3억 7천 5백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eBizMBA,2019), SNS의 활발한 이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을 알리고,

타인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

인시킨다. SNS에서 자기표현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

해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SNS에서 자기표현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

히 젊은 세대의 경우, 텍스트를 통한 자기표현 보다는

사진과 같은 시각적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성향이 늘고 있다. 이는 셀카 찍

기나 맛집이나 여행지에서 인증샷 찍기가 일상화되고,

이를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NS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나 경험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표현방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

을 타인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SNS에서 자기표현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트위터

나 페이스북의 텍스트 분석(나은영, 2013; 장현미, 2014)

이나, 사진의 경우, 투표 인증샷과 관련한 연구(서희정·

이미나, 2012; 이미나·서희정·김현아, 2012) 등 일부 제

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통한 자기표현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SNS에 다양한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표현방식으로

자기표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투표

인증샷 등 이벤트 중심으로 사진을 통한 자기표현 효과

를 분석한 것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를 중

심으로 한 일상의 사진 올리기를 통한 자기표현이 SNS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SNS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사진 올리기를 통해 자기표현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 모

임 참여와 연계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자기표현이라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활동에도 유효

한 영향력을 갖는지 탐색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회 관계성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자

기표현 및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개인의 온, 오프라인 네트

워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SNS에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표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SNS에서 자기표현 효과에 대한 논의 범

주를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을 포함

한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사

회적 네트워크 활동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관련 문헌 연구

1. SNS 속성

SNS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생산과 타인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

용한 정보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SNS가 개인이 생산

한 다양한 정보를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과 상호

공유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정보 전달 형태를 가졌던 기존 대중매

체와는 차별성을 갖는다(Eveland, 2003). SNS의 특성에

대해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7)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SNS의 특성은

SNS를 통해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고 자신을 표현한다

는 것이고, 두 번째 특성은 SNS를 통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SNS를 통해 개인

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사

회적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이라 설명한다(Boyd &

Ellison, 2007). 이러한 SNS의 특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에도 작용하여, 업무나 놀이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정보

공유나 사회 활동, 나아가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도

SNS가 활용되고 있다(Breslin & Decker, 2007).

SNS의 특성은 SNS 이용 동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NS 이용자들은 오락과 관심, 패션, 문제

해결, 사회적응, 사회 정보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한

다고 밝힌 바 있으며(Quan-Haase & Young, 2010),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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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S 이용자들은 친구들과의 소통, 사진 공유, 즐거

움, 행사 등에 대한 정보, 메시지 교류, 포스팅 읽기, 친

구 사귀기, 정보 탐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학생들은 기

존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재미와

인기를 얻기 위해, 시간 떼우기, 자기표현, 학습, 과제

준비, 학생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SNS 이용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Hew, 2011).

김위근과 최민재(2012)는 SNS 이용자들의 이용 동

기를 ‘정보’, ‘교류’,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유정

(2013)은 ‘정보 교류’, ‘자기표현’, ‘관계맺기’ 등으로 구

분하여 SNS의 특성을 확인한 바 있다. 페이스북 이용

자들은 사회적 탐사나 사회적 연계, 정체성 등의 목적

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Joinson, 2008).

SNS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에 따라 SNS를 구분하기도 한

다. 최영과 박성현(2011)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모든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SNS

와 카카오 톡과 같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

한적 이용을 하는 폐쇄형 SNS로 그 속성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SNS가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유로운 자기

표현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개인의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한 SNS 이용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에도 유

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Cheng, Liang, &

Leung, 20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다

구체화하여, SNS 특성의 하나인 사회적 교류 및 관계

맺기 동기에서 발현하는 사회적 관계 목적의 SNS 이용

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밝

힌 SNS 이용 목적의 하나인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을 중심으로 SNS에서 자기표현 효과에 대한 분석

을 SNS에서 다양한 사진 올리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2. SNS에서 자기표현

SNS가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의

사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SNS에서 자기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SNS에서 자기표현이 활발한

것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모습을 표현함으로

써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연결 욕구가 강할수록

SNS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거나(Alhabash, Chiang, &

Huang, 2014),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거나 기존 친구

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바랄수록 SNS 이용이 많

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Raacke &

Bonds-Raacke, 200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SNS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Raacke & Bonds-Raacke, 2008).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쉽

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 보

다 자신에 대한 노출이나 표현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Christofides, Muise, & Desmarais., 2009). 이

는 SNS에서 개인이 자기표현 이나 자기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Wallace, 1999)에 기인하며,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SNS에 자

신을 표현한다는 연구 결과들(예를 들면, Collett, 2005;

Tidwell & Walther, 200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할수록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성

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Tosu, 2012), 사회적 관계성

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SNS에서 자기표현이 활발함

을 보여주었다. SNS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기표현은 타

인과의 친밀감을 높이거나 타인과의 상호 관계성을 높

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현미, 2014;

Joinson & Paine, 2007), 페이스북의 경우, 자기 노출을

통해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Kim & Lee, 2011).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친구

수 등으로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거나(Kramer &

Winter, 2008), 타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고 개

인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Walther, Heide, Kim,

Westman, & Tong, 2008; Zhao, Grasmuck, & Martin,

2008). 박화진과 신재욱(2010)은 블로그 이용자들의 자

기표현 행태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과 공감을

얻으려하는 ‘자기 만족형’과 자기표현에 중점을 두는

‘자기 노출형’, 자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타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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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의식하는 ‘사회 관계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SNS에서 다양한 자기 노출을 통한 자기표현이 사

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

음에도, SNS에서 자기표현 행태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특히, SNS에 사진 올

리기와 같은 시각적 자기표현 행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SNS에서 자기표현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등에 글쓰기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

(나은영, 2013; 장현미, 2014)하거나, SNS에서 투표 인

증샷(서희정·이미나, 2012; 이미나·서희정·김현아, 2012)

과 관련한 분석 등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을 사진에 담으며 이를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오늘날의 SNS 소통 방

식을 반영하여, SNS에서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

표현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SNS 이용과 오프라인 모임 참여

SNS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SNS 이용과 개인의 오

프라인 활동을 연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SNS를 통한

다양한 자기표현이 타인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이에 따

른 상호 관계성도 높아질 수 있다(장현미, 2014; Joinso

& Paine, 2007; Kim & Lee, 2011)는 연구 결과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SNS 이용은 개인의 사회관계 및 활동

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SNS를 타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이용할 경

우, SNS 이용은 개인의 사회성 형성에 유효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SNS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성이 과연 개인의 오프라인 활동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

쳐 활발한 오프라인 모임 참여로 연결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온라인 매체 이용과 오프라인 활동 관련

한 연구 결과들이 상반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하

여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지만(예

를 들면, Katz & Rice, 2002; Wellman, Quan-Haase,

Witte & Hampton, 2001), 일부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

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외감이나 외로움 등의 이유

로 사회 활동 참여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

으며(Kraut, Patterson, Lundmark, Kei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Nie & Erbring, 2000),

SNS를 통한 활동이 사회 복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Seo & Lee, 2018).

SNS 이용과 관련한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연구로

는 SNS 이용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

되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성향 및 오프라인 활동에 따

른 SNS 이용 효과(진보래·양정애, 2015; Alhabash,

Chiang, & Huang, 2014; Raacke & Bonds-Raacke,

2008; Raacke & Bonds-Raacke, 2008; Zywica &

Danowski, 2008)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매체 이용과 사

회 참여 활동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상호 인과적 추론

이 가능한데, 일상적인 SNS 이용을 고려할 때, SNS 이

용을 개인의 오프라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독

립 변인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매체 이

용이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거나(정용복·박성복, 2015;

한혜경·이상기·오창호, 20060),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등 사회 자본 확대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심흥

진·이연경·김지현·김용찬, 2014; 최윤정, 2008)을 통해서

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SNS에서 자기표현 행태와 오프라인 모임 참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삶의 만족도

SNS와 같은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논의는 매체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에 상호

영향성이 공존한다(금희조, 2011; Colleman, 1990;

Puttnam, 2000).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이용과 커뮤

니케이션이 개인의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에 영향을 주

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

의 삶에 만족할수록 개인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여 매

체 이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매체 이용에 따른 삶의 만족도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매체 이용이

삶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Coleman, 1990; Puttman, 2000),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

울감 등의 심리 상태가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거나

(Sanders, Field, Diego, & Kaplan, 2000), 삶의 만족도

가 낮을수록 인터넷 과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301-312,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05 -

(Young & Rodgers, 1997).

SNS의 경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자기표

현을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의 이용과

공유를 하는 인터넷의 속성과는 일부 차이점을 갖는다.

SNS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확장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

금희조(2011)는 페이스북과 같은 상호 관계 맺기형

SNS 이용이 사회 자본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높여

개인의 행복도를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SNS 이용과 다양한 SNS에서 자기표현 행태와 함께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함께 분석

하여, 온, 오프라인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SNS 활동이 사회적 관계 유지에 시

간과 공간의 용이성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실제 오프

라인 활동과 연계성을 갖는지,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온, 오프라

인 네트워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문제

본 연구는 SNS에서 자기표현이 보다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자기표현 행태를 SNS에 사진 올리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경험

을 사진을 통해 기록하고, 이를 SNS를 통해 타인과 함

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을 표현하

는 것이 일상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분석

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한다.

SNS 이용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개인의 네트워

크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을 기대하는 사회

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표현

행태를 다양한 사진 올리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자기표현(사진 올리기)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SNS가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인 점을 고려할 때, SNS 이용과 개인의 오프라인 활동

과의 상호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인

터넷 이용과 오프라인의 사회적 참여와는 상호 상이한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일관된 영향성을 보이지는 않았

다(Katz & Rice, 2002; Kraut, Patterson, Lundmark,

Kei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Nie &

Erbring, 2000; Wellman, Quan-Haase, Witte &

Hampton, 2001).

인터넷과는 달리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노출을

하는 SNS의 경우, 정보 전달 및 공유의 편리함은 인터

넷과 유사하지만 개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기 노출

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과 구별되며, 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를 기대하는 사

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이에 따른 SNS에서 다

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이 개인의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개인

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활동

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 문제 2: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매체를 통해 얻는 사회 정보는 개인의 사회 관계 형

성 및 유지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이러한 매체 이용은

사회 참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SNS

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사회 자본의 확대를 통

해 사회 참여를 높이고, 이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금희조, 201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SNS 이용 범주를 구체화하

여,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다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 및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3: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다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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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
265 5.07 1.20

SNS에 사진 올린 
정도 265 3.70 1.71

셀카 등 자신 사진 265 3.26 1.62

라인 모임 참여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V.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NS 이용이 많은 대학생 집

단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원들이 직접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9년 5월 20일부

터 27일까지 일 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총 응답자 수는 269명 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

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응답자 수는 265

명이었다. 이 중 남녀 비율은 남성 62%(N=164), 여성

38%(N=10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0.44세(SD=2.05)였다.

2. 연구 변인의 측정

1)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대한 측정 항목은

기존 연구들(김유정, 2013; 김위근·최민재, 2012)에서 사

용한 항목들 중 “관계 맺기”나 “교류” 등 사회적 관계

성과 연관된 항목들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일부 수정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항목들은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 근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는 유명 인사

들의 소식을 아는데 중요하다”, “SNS를 통해 나를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통해 나를 알리는 것

이 중요하다”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

며, 분석에서는 이들 항목들의 응답 값을 합산하여 항

목 수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들 항목들 간에 신뢰

도는 .87(Cronbach’s α)이었다. 이들 항목들에 대한 기

술 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에서 제시하였다.

2) SNS에서 자기표현

본 연구에서 SNS에서 자기표현은 자신의 셀카나 가

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올리기

와 같은 시각적 자기표현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SNS에서 평소

사진 올리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와 함께, 셀카 등 자신

의 사진 올리기와 가족사진 올리기, 친구들과 함께 찍

은 사진 올리기, 자신의 일상 사진 올리기 등으로 구분

하여 이들 사진들을 평소 어느 정도 올리는지 각각 7점

척도(1점-전혀 올리지 않는다, 7점- 매우 자주 올린다)

로 측정하였다.

3) 오프라인 모임 참여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대한 측정은 평소 오프라인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7점 척도(1점-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7점 – 매우 자주 참여한다)로 측정하였

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기존 연구(진보래·양정애, 2015)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참고하여,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항목들로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

한 항목들은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한다‘, ”나는 내 건강

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학업 혹은 직장

일)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학교나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 등이다. 이들 항목들을 각각 7점 척

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이들 항목들에 대한 응답 값을

합산하여 항목 수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들 항목들

간의 신뢰도는 .85(Cronbach’s 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 통계 분석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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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

SNS
에 

사진
올린 
정도

셀카 
등 

자신 
사진

가족
사진 

친구
들과 
찍은 
사진 

일
상 
사
진

오프
라인
모임 
참여
도

삶의 
만족
도

사회

적

관계

중심

의

SNS

이용

1

SNS
에 

사진
올린 
정도

.466*
* 1

셀카 
등 

자신 
사진

.394*
*

.648
** 1

가족
사진 

.237*
*

.372
**

.479
** 1

친구
들과  
찍은 
사진 

.414*
*

.581
**

.647
**

.429
** 1

일상 
사진

.436*
*

.612
**

.495
**

.369
**

.538
** 1

오프
라인
모임 
참여
도

.309*
*

.213
**

.221
**

.125
*

.344
**

.23
5** 1

삶의 
만족
도

.177*
* .040 .069 .106 .155

*
.09
5

.27
8** 1

종속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t F p R
2

B SE β

SNS
에 

사진
올린 
정도

.658 .078 .466 8.401 70.57 .000 .22

셀카 
등 

자신 
사진

.549 .080 .394 6.843 46.82 .000 .12

가족
사진 .282 .073 .237 3.891 15.14 .000 .06

친구
들과  
찍은 
사진 

.588 .081 .441 7.255 52.63 .000 .17

일상 
사진 .708 .091 .436 7.752 60.01 .000 .19

가족사진 265 2.28 1.43

친구들과 찍은 사진 265 4.02 1.72

일상 사진 265 3.57 1.95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 265 5.31 1.32

삶의 만족도 265 4.71 1.14

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상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2>

참조).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일부 SNS에

사진 올리기 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변인들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

Table 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mong main variables

* p<.05, ** p<.01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자

기표현(사진 올리기)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문제

1>은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도를 독립 변인으

로 하고, 셀카 등 자신 사진, 가족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일상 사진 등의 사진 올리기 정도를 각각 어느

정도 하는지를 개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 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었는데,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은 전반적인 SNS에 사진 올리

기 뿐 아니라, 셀카 등 자신의 사진이나 가족사진, 친구

들과 찍은 사진, 일상 사진 등 모든 시각적 자기표현

방식에 유효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다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효과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elf-expression according to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 사진 올리

기라는 다양한 자기표현에 따른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

효과에 대한 <연구 문제 2>는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 셀카 등 자신 사진과 가족사진, 친

구들과 찍은 사진, 일상 사진 등의 사진 올리기를 모두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를 종속

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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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B SE β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

.222 .077 .204 2.897
***

6.94

SNS에 
사진올린 

정도
-.040 .070 -.051 -.573

셀카 등 
자신 사진 .005 .087 -.001 -.007

가족사진 -.040 .065 -.043 -.617

친구들과  
찍은 사진 .219 .069 .282 3.163

***

일상 사진 .021 .055 .031 .383

독립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B SE β

사회적 관계 .118 .067 .132 1.698 3.99

중심의 SNS

이용

*

SNS에 
사진올린 

정도
-.092 .061 -.139

-1.51

2

셀카 등 
자신 사진 -.030 .063 -.044 -.469

가족사진 .069 .056 .089 1.224

친구들과  
찍은 사진 .052 .061 .079 .842

일상 사진 -.002 .048 -.003 -.036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 
.209 .056 .248

3.732
***

심의 SNS 이용(β=.222, p<.001)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

올리기(β=.219, p<.001)인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의 네

트워크 활동 중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친구들과의

사진 공유가 오프라인 활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다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가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 and the self-expression

on the off line activity

R2=.19, *** p<.001

<연구 문제 3>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 사진 올린 정도, 셀카 등 자신 사

진, 가족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일상 사진,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

속 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β=.118, p<.05)과 오프라인 모임 참여

도(β=.209, p<.001)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다양한

자기표현(사진 올리기 및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에 따른 삶

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NS

use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 the self-expression,

and the off line activity on the life satisfaction

R2=.12, * p<.05, ** p<.01, *** p<.0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자기표현을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표현 방

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SNS를 통한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표현과 오

프라인 모임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

인의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자기

표현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SNS를 이용할수록 SNS에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표현은 매우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났다. SNS가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자기표현에

중요한 채널이라고 인식할수록 SNS에 사진 올리기 이

용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사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

구들과의 사진, 일상 사진 등 사회적 관계성을 나타내

는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통

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

진을 통한 자기표현이 적극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타

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성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Tosu, 2012)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SNS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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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의 적극성이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표현 방

식에서도 활발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 그룹의 경우,

자기표현에 있어 텍스트 보다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표

현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향이

SNS에서 자기표현 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사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

도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관

계성을 SNS를 통해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텍스트를 통한 자기표현이 갖는 제한적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

려는 응답자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

다.

2.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서 자기

표현에 따른 오프라인 활동

SNS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된

다는 점에서, SNS 이용과 SNS에서 자기표현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반영한다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중심

의 SNS 이용과 SNS에서 사진 올리기 등 다양한 온라

인 활동에 따른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 분석에서는 사회

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도가 높고, 친구들과 찍은 사

진을 많이 올릴수록 오프라인의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관

계망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SNS와 같은

온라인 활동이 개인의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하여 오프

라인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금희

조, 2011; Cheng, Liang, & Leung, 2015)와도 상통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관계 중 친구들과 찍은 사진 올리

기가 오프라인 모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 및 유지되

는 사회적 관계성이 오프라인에서도 유효하게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SNS 이용자가 자

기표현을 통해 사회적 친밀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도

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Kim & Lee,

2011)와 연관시켜 보면,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

진을 올림으로써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

표현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대학

생 그룹이라는 점도 일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아직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대학생들

의 경우, 친구의 비중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만큼 이들과의 관계 유지가 사회적 네트워크 차원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SNS에 사회 관계

성 사진을 올림으로써 자기표현을 하는 온라인 네트워

크 활동과 함께 오프라인 네트워크 참여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참여 활동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오프라인 네트워

크 활동 모두 적극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을 보여주어,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삶의 만족

도에 모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홀로가 아닌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과 소통할 때 심리적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SNS 활동이

나 오프라인의 모임 참여도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진 올

리기와 같은 SNS에서 시각적 자기표현이 삶의 만족도

에는 유효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점을 시사한다. 비록, 다양한 사진 올리기와

같은 SNS에서 자기표현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시

사하는 것은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현실의 자신의 모

습이나 삶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해 자

신이나 자신의 사회적 관계성을 표현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

복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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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성 중심으로 SNS 이용에

따른 자기표현 효과 및 오프라인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SNS 이용 동기에 따른

자기표현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SNS에서 자기표현을 사회 관계성 중심의 사진

올리기로 측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의 자기표현 방식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SNS에

서 자기표현에 대한 보다 다각적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 중심의 SNS 이용에 따른 SNS에서 사진

올리기라는 시각적 자기표현 효과를 분석하여, SNS에

서 자기표현에 대한 논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 중심의 SNS 이용과 다양한 사진 올리기를

통한 자기표현 행태에 따른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를 분

석함으로써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오프라인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요인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온,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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