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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

스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

을 즐긴다. 근래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찍은 

사진을 즉각적으로 보정하고 게시하는 것이 자유자재

로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동 즉, 셀피행동(selfie behavior)은 더욱 보

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Weiser, 2018). 특

히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소셜미디어의 성장

으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 셀피(selfie)

가 사용자 생성 온라인 콘텐츠로 활발히 공유되고 있

다(Boursier et al., 2020). 셀피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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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 

객관화할 뿐 아니라 보정이란 행위를 통해 향상된 자

신의 모습을 SNS에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McLean et al., 2015).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나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신의 외

모에서 비호감인 부분은 제거하고 바람직한 특성을 강

조한다(Stefanone, et al., 2019).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로 자기를 드러내고 관심을 받기 위해 편집된 셀피포

스팅이 증가하고 있는데, 셀피의 공유로 긍정적인 피

드백을 기대하는 보상행위는 심지어 소셜미디어 중독

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셀피행동은 사회에서 주목받

게 되었다(Hawk et al., 2019).

셀피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문화연구, 사회학, 여성

학,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적 동

기와 개성, 자기존중감, 생애만족 등과 관련하여 연구

되고 있다(Wang et al., 2021). 선행연구에서는 셀피행

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르시시즘이나 자기중심

성, 자기객체화(self-objectification), 섭식장애 등과 같

이 개인의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특성과 관련하

여 주로 논의되었다(Cohen et al., 2018; Fox & Rooney, 

2015). 또한 셀피행동의 결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자기객체화와 얼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Boursier et al., 2020; Wang et al., 2021). 반면, 

셀피행위를 외모관리행동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

에서는 셀피보정을 통한 외모향상효과와 긍정적 기대

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Boursier & Manna, 2018; 

Etgar & Amichai-Hamburger, 2017; Jun et al., 2020; 

Kim,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셀피행동의 동기 및 

효과를 연구하고 셀피행동의 개인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SNS

를 통한 셀피의 공유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자아의 역

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셀피행동이 촉

진되는 심리적 기제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셀피의 SNS 포스팅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셀피를 찍고 SNS에 

게시하며, SNS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수록 셀피포스

팅을 많이 한다(Charoensukmongkol, 2016). 특히 타인

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비교와 경쟁이 심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은 SNS에 셀피포스팅을 많이 하

는 경향이 있다(Qui et al., 2015; Tandoc Jr. et al., 2015).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 추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 내재화되며 자신에 대한 기

대형성에 영향을 준다(Bois et al., 2005; Felson, 1985). 

타인에 의해 자신이 좋게 평가된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셀피를 통한 외모향상기대를 갖고 적극적인 셀피행

동이 이루어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Ahn & Kim, 2016; 

An, 2019). 또한 셀피는 자신을 미래의 희망하는 자기

모습에 가능한 가깝게 표현하려는 행위로 희망자기에 

도달하기 위한 조절행위로서의 셀피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skins & vanDellen, 2019). 자신에 대한 타인

의 평가 인식이 희망자기에 대한 기대효능감과 상호

작용하여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셀피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셀피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자

아에 대한 인식과 자기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

고,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셀

피행동이 자기이미지 개선행동이라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 및 셀피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희망하는 자기에 대한 기대효능감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셀피

행동이 형성되는 심리적 기대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

해한다는 점에서 셀피행동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자

기개념과 미래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셀피행동을 

주로 부정적인 개인 특성으로 이해한 관점에서 나아

가 사회적 맥락에서 셀피행동을 보다 폭넓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셀피행동을 긍정적 자

아형성을 위한 치료에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며, 기업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미래에 대한 긍정

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전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셀피행동

셀피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으로(Kim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McLean et al., 2015; 

Weiser, 2018) 사람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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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셀피를 촬영하고 편집 및 보정하여 SNS에 게재

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 이를 셀피행동으로 구분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기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셀피를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한 셀피를 즉각

적으로 보정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셀피행동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특히 웹기반 커뮤니

케이션 플랫폼인 소셜미디어의 성장으로 사용자는 직

접 SNS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면서 셀피 공유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Weiser, 2018). 온라인 콘

텐츠로 자기를 드러내고 관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 편

집한 셀피의 포스팅이 증가하고 있는데 SNS 상에서 

셀피의 공유는 SNS 사용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셀피

의 공유로 긍정적 피드백을 기대하는 보상행위는 심

지어 소셜미디어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

다(Guedes et al., 2016; Hawk et al., 2019). 셀피행동은 

셀피의 제작뿐만 아니라 편집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활

동을 의미하는데 셀피행동은 온라인 자기표현을 위한 

가상의 화장행위와 같이 볼 수 있다(Chae, 2017). 사람

들은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나 앱을 활용하여 외모에

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추고 바람직한 특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집하기 한다(Stefanone et al., 2019). 

또한 셀피행동은 SNS에서 자신이 올린 셀피에 대한 

‘좋아요’나 댓글을 보는 셀피보기(selfie-viewing)까지

도 포함된다(Wang et al., 2021).

선행연구에서는 셀피행동의 정도와 관련되는 개인

적 특성 변수로 나르시시즘, 주목 추구 성향, 자기중심

성, 외로움을 들고 있다(Charoensukmongkol, 2016). 이

같이 셀피행동은 주로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 자존

감, 자기표현, 자기제시, 자기관리, 신체의 객체화 및 

외모관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셀프 중독 등

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Bour-

sier et al., 2020; Boursier & Manna, 2018; Cho & Lee, 

2020; Jun et al., 2020; Kim et al., 2017). 많은 연구에서 

셀피행동을 나르시시즘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비교 지향적인 나르시스트들은 셀피보정을 많이 하며 

보다 이상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을 위해 더 자주 셀피

를 찍고 소셜미디어 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Chae, 2017).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셀피행동의 결과로 

자기객체화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고

(Boursier et al., 2020; Wang et al., 2021), 그로 인해 섭

식장애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

고 하기도 한다(McLean et al., 2015). 반면, 셀피행동으

로 인해 외모향상과 같은 긍정적 기대를 갖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다(Boursier & Manna, 2018; Etgar & Ami-

chai-Hamburger, 2017; Jun et al., 2020; Kim, 2021). 이

는 셀피행동의 기제를 다면적으로 추리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셀피행동의 심리적 동기는 밝히

고 있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압력뿐만 아니라 

주목 추구, 소속감, 문서화, 기록, 특별한 순간을 간직

하기 위함, 창의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Bour-

sier et al., 2020). 또한 Boursier and Manna(2018)에 따

르면 셀피의 공유는 자기표현, 자기노출, 자기향상, 

자존감, 자기확신에 대한 기대로부터 기인함을 들고 

있는데, 이는 셀피행동이 자기의 긍정적 강화를 위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

개인의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더불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인

식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Felson(1985)에 따르면 자기

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reflected appraisals)에서 타인

으로부터 이루어진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 그 자체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즉 타

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 내재화되며 이때 실제 평가 그 자체

보다 내재화된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Felson, 

1985). 또한 타인의 자기평가에 대한 추론은 남들이 나

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 스스

로를 보는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Jussim & Eccles, 

1992). Bois et al.(2005)의 연구에서 아동은 자신의 신

체능력을 평가할 때 부모의 평가에 대한 지각 즉, 부모

가 자신의 신체능력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지각하는가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신의 신

체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자신의 

신체능력을 높게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형성 과정에서 타인 평가에 

대한 인지의 역할을 말해준다. 외모는 자신에 대한 타

인의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

기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셀피를 통한 외모

향상효과에 긍정적 기대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An, 2019). 즉, 자신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은 자신에 

대한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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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Ahn and Kim(2016)의 연구에서는 타인이 자

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고 칭찬하면 실제 행동도 

더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는데,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인식

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인지는 이

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nyder et al., 1977). 실제 

자신보다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셀피행동

을 개인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본다면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고 사회적 수용을 중시하기 때

문에 타인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할 것이

다(Cho & Lee, 2020). 따라서 타인의 자기평가를 높게 

인식할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SNS에서도 보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여 

셀피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셀피기대

셀피행동은 향상행동과 보완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정을 통

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환시킬 때 개선된 외모는 자

신감을 준다(Ahn & Kim, 2016; Jun et al., 2020). 셀피

를 외모관리와 연관시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성형

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 미용관리 등의 외모관리행

동이 셀피행동에 영향을 주며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셀피의 보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Jun et al., 2020). 이같이 SNS를 통해 셀피로 자기이

미지를 만들려는 행위가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셀피

행동은 외모향상에 대한 기대와 자기로 기억되고 싶

은 존재를 전시하려는 욕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Kim, 2021). 외모향상을 통해 자기향상을 추구하는 

여러 해법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성형수술과 같이 신

체적 외모의 변형을 통해 미를 추구하는 것처럼 셀피

의 촬영 및 보정행위는 자기향상을 추구하는 행위이

다(Delinsky, 2005). Che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셀

피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형수술도 더 잘 수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iu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셀피포스팅과 여성의 다이어트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향상과 셀피행동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셀피행동에 몰입하는 이유는 셀피의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향상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셀피행동의 결

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셀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tgar & Amichai-Hamburger, 

2017; Wu et al., 2019). Boursier et al.(2020)의 연구에서

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셀피몰입행위에 가

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tion)

와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임을 확인하였다. 셀피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 및 감정은 성적 매력의 성취

와 자존감 등 자기확신이나 자기표현과 관계가 깊었다

(Boursier & Manna, 2018).

디지털 셀피촬영은 자유롭게 보정이 가능하여 사

진을 조작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셀피보정으

로 자신을 보다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

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Raja-

nala et al., 2018). 반복되는 셀피촬영과 보정으로 보다 

더 개선된 외모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Ahn & Kim, 

2016).

셀피촬영의 즉시성과 보정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의 

셀피행동은 자신의 모습을 가공하고 보다 향상된 모습

을 외부화 된 이미지로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수

단이 된다(Jun et al., 2020).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로부

터 개인의 외모향상에 대한 기대는 셀피행동의 주요 

동기로 셀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은 셀피기대를 매

개로 셀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희망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과 더불어 희망자기는 자

기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kus and Nuri-

us(1986)는 개인의 자기개념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

어 설명하였는데 하나는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현재의 

자기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

이다. 가능한 자기는 희망하는 자기(hoped-for self)와 

회피하고 싶은 두려운 자기,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기, 

실현가능성이 낮은 자기 등을 포함하는 자아개념이다

(Lim et al., 2019). 가능한 자기는 자유자재로 생성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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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현실에서 가변적인 자아를 설명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Jin, 2012). 또한 가능한 자기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하기 때문이며 자신에 대한 평가적이고 해석적인 맥락

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자기는 단지 미래의 자

기를 상상하는 일련의 역할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 되고 싶고, 될 수 있으며, 되기를 꺼리는 모습으로 

자신이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희망,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Markus & Nurius, 

1986).

셀피는 자신을 희망자기에 가능한 가깝게 표현하

려는 행위이다(Haskins & vanDellen, 2019). 특히 온라

인 환경은 희망하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므로 셀피행동은 희망하는 자기와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Mehdizadeh, 2010). 희망하는 

자기, 두려운 자기 등의 가능한 자기는 그 자체로 어떤 

결과나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촉진 과정을 통해

서만이 행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Ko et al., 2014). 

가능한 자기의 촉진 과정은 지각된 효능감과 결과 기

대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각된 효능감이란 희망자

기를 성취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기를 회피하기 위한 역

량을 말하며, 결과기대는 희망하는 자기를 성취하거

나 두려워하는 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다(Lim, 2015).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형성되는 자

기개념은 희망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켜 셀피행동의 결과기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셀피행동을 긍정적 자기모습에 도달

하기 위한 자기조절행위로 보았고 나르시시즘과 연관

시켜 연구하였다(Wang et al., 2020). 동태적 자기조절 

프로세스 모델에 의하면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행위

조절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긍정적인 자기모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McCain 

et al., 2016). 희망자기는 개인의 현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며 희망자기와 현재의 자기의 차이를 느낄 때 

희망자기는 표준을 제시하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

기조절행위를 하게 된다(vanDellen & Hoyle, 2008). 

타인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셀피를 통한 자기

조절로서의 외모향상효과를 높게 지각할 것이며 이때 

희망자기가 긍정적일수록 이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희망자기는 현재의 자기를 반영하지만 그

와는 별개로 미래의 희망하는 자기에 대한 에피소드

식 사고와 기대를 의미하므로 셀피에서의 자기개선노

력에 영향을 줄 것이며, 타인 평가 인식은 희망하는 자

기에 대한 기대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셀피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셀피기대의 

매개효과(가설1)와 희망자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설2)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2. 희망자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타

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가설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은 선행연구

Selfie

expectation

Reflected

appraisals

Selfie

behavior

Hoped-for

self

H1: Mediating effect

H2: 

Moderated 

mediating 

effect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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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모두 다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은 ‘자

신을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인식’으로 정

의하고 선행연구(Lee, 2008)의 연구를 토대로 ‘나는 다

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주위 사

람들은 나의 성격을 부러워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칭찬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셀피기대는 셀피 사진을 통한 자기향상효과에 대

한 기대로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Kim, 2016)를 토대

로 연구자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2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구체적으로 셀피기대 측정문항은 ‘셀피 사진은 

나의 이상형에 가깝게 나를 보일 수 있게 해준다’, ‘셀

피 사진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일 수 있게 해준다’

로 구성된다. 셀피행동은 셀피촬영의 빈도와 양으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Kim, 2016)를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여 ‘나는 셀피를 남들보다 더 자주 찍는다’, ‘나

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셀피를 찍는다’의 2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희망자기는 ‘미래에 될 수 있는 가능한 

자기 중 미래에 되기를 원하는 자기’로 정의하고 선행

연구(Lim, 2015)를 토대로 ‘나는 희망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희망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의 2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셀피촬영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통해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495명의 응답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를 포함한 20대 응답자는 31.1%, 30대는 30.9%로 높게 

분포되었으며, 40대 18.8%, 50대 16.6%, 60대 2.6%로 

나타났다. 표본의 53.7%는 기혼자였으며, 71.1%가 대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직업은 사

무직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25.3%, 전문 

기술직 13.9%, 학생 11.7%, 무직 및 프리랜서 7.3%, 서

비스 판매직 6.9%, 전문직 4.4%로 분포되었다.

분석표본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셀피를 촬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7.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셀피촬영을 하였다. 일주일 평균 4.4회의 셀피

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평균 10.5회 셀피를 촬영한다고 응답

하여 셀피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셀

피촬영에 대한 흥미, 중요성, 즐거움, 의미를 포함한 

셀피관여도를 측정한 4문항의 평균이 4.03점으로 나

타나, 셀피행동에 대한 관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IV. 결과및논의

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한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AMOS 21.0을 통해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26.584(df=21, p=.185), Normed χ2=1.266, GFI=.988, 

AGFI=.975, CFI=.998, RMSEA=.023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754~.967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각 변수의 수렴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을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823~.962, AVE값은 

.621~.926, CR값은 .803~.913으로 나타나 만족되었다. 

변수들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AVE

값과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Table 2>,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AVE값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2. 가설검증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자기의 조절된 매개효

과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자기

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과 셀피행동 사이의 셀피기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18)의 SPSS Pro-

cess Macro 3.4의 Model 4를 통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5,000 샘플, 95% 신뢰도). 분석결

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셀피행동에 미치는 직접

적 영향은(effect=‒.047, bootSE=.093) 95% 신뢰구간

(CI: Confidence Interval)이 LLCI=‒.231, ULCI=.136로 

신뢰구간에 .00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202, bootSE= 

.061, 95% CI=[.087 to .332]).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

식은 셀피기대(coefficient=.386, 95% CI=[.177 to .596])

에, 셀피기대는 셀피행동(coefficient=.524, 95% CI=[.448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자기의 조절효과

– 1069 –

to .6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셀피기대를 매개로 하

는 간접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1은 채택되었다.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희망자기의 조절효과

에 대한 가설을 검증을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

였다(5,000, 95% 신뢰도). 분석결과 희망자기에 의해 

조절된 셀피기대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index of moderated media-

tion=.098, bootSE=.052, 95% CI=[.002 to .209]) 희망

자기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

으로 경로를 살펴보면, <Table 3>에서와 같이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으나(coefficient=‒.528, 95% CI=[‒1.429 

to .373]),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과 희망자기의 상

호작용이 셀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coeffi-

cient=.187, 95% CI=[.017 to .358]). 또한 셀피기대가 셀

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coef-

ficient=.524, 95% CI=[.448 to .601]) 희망자기에 의해 

조절된 셀피기대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Fig. 2). 

셀피행동에 미치는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의 

조건적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희망자

기의 평균값과 평균값±표준편차값의 수준에서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Table 

4). 평균값 ‒1 S.D.값(3.956) 즉, 희망자기가 낮은 수준

에서는 셀피기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95% CI=[‒1.429 to .373]), 희망자기의 평균 

이상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희망자기의 평균 이상에서 희망자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loading 

(λ)

Cronbach's α

AVE

CR

Reflected appraisals

I am known to others as a good person.

People around me envy my personality.

People around me compliment my personality and personality

.754

.776

.832

.823

.621

.901

Hoped-for self
I have ability to achieve what I hope for in the future.

I will be able to achieve my hoped possible self.

.925

.875

.892

.808

.849

Selfie expectation
Selfie photos make me look closer to my ideal self.

Selfie photos let me look the way I want

.933

.895

.910

.836

.803

Selfie behavior
I tend to take selfies more often than others.

I tend to take more selfies than others

.967

.958

.962

.926

.913

All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1.

χ2 = 26.584(df  = 21, p  = .185), Normed χ2 = 1.266, GFI = .988, AGFI = .975, CFI = .998, RMSEA = .023

Table 2. AVE and squared correlation

Reflected appraisals Hoped-for self Selfie expectation Selfie behavior

Reflected appraisals .621a

Hoped-for self .145b .808

Selfie expectation .036 .001 .836

Selfie behavior .005 .006 .310 .926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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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커짐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희망자기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희망자기 값이 

하위 25%인 4.242점 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95% CI=[.000 to .535]). 즉, 자기에 대

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셀피

기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희망자기가 낮은 경우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 수준의 희망자기

를 인식한 소비자의 경우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미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희망자기 수준이 높을수록 대

한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가설2는 지

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 인식이 미

래의 희망자기에 대한 기대와 상호작용하여 셀피기대 

및 셀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s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Selfie expectation   

Reflected appraisals ‒.528 ‒1.429 ‒.373

Hoped-for self ‒.732* ‒1.341 ‒.123

Reflected appraisals × Hoped-for self ‒.187* ‒1.017 ‒.358

Dependent variable: Selfie behavior

Reflected appraisals ‒.047 ‒.231 ‒.136

Selfie expectation ‒.524*** ‒1.448 ‒.601

*p<.05, ***p<.001

Selfie

expectation

Reflected

appraisals

Selfie 

behavior

Hoped-for 

self

.187*

.524***

*p<.05, ***p<.001 

Fig. 2.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hoped-for self.

Table 4.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reflected appraisals on selfie behavior at values of hoped-for self

Hoped-for self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ean‒1 S.D. (3.956) .112 ‒.049 .269

Mean   (5.121) .227   .110 .353

Mean+1 S.D. (6.286) .341   .166 .537

Table 3. The results of bootstrap analysis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자기의 조절효과

– 1071 –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생활에서 SNS를 통

한 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셀피행동에 

영향을 주는 타인의 영향 및 미래의 자신에 대한 비전

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동태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셀피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인식

이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셀피기대를 매개로 간

접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타인이 자신을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식이 셀피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셀피의 외모향상효과에 대

해 기대가 높아져 결국 셀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

인의 행동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한다(Snyder et al., 1977). 또한 선행연구에서 

SNS에서의 셀피행동이 자기객체화나 신체에 관한 우

려, 섭식장애와 관련이 깊다고 하여 셀피행동을 부정

적인 자기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면(Cohen et al., 

2018), 본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자기개념이 

자기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한 셀피행동으로 이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서 셀피행동을 바라보고 SNS에서의 상호작용과 셀피

기대를 연관시킨다면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의 기

획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셀피의 외모향상기대는 셀피행동에 강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셀피를 통한 외모향상기대

가 긍정적일수록 셀피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셀피를 통해 이상적인 외모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이 셀피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다. 이는 외모향상

기대가 셀피행동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 선행연구

(Etgar & Amichai-Hamburger, 2017; Wu et al.,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셀피행동이 SNS에서의 자기

표현행위인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자기향상행위를 촉

진시킨다고 한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다(Charoensuk-

mongkol, 2016). 셀피의 외모향상기대가 셀피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복시착 모습을 

보여주는 매직미러와 같은 AR을 통해 다양한 외모의 

변형과 향상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체험 마케팅에 대

한 소비자 관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온

라인 미팅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에 있어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셀피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므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 

만족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셀피기대를 매개

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희망자기에 의해 조절

되었다. 미래에 되기를 희망하는 자기에 대한 기대수

준이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이 셀피를 

통한 외모향상기대를 매개로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희망하는 자기에 도

달하기 위한 자기조절행위로 셀피를 볼 수 있다(Wang 

et al., 2020). 셀피행동이 나르시시즘이나 고독함 등과 

관계가 있으며 셀피촬영을 많이 할수록 나르시시즘이 

더 심해진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미래의 희망자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외모향상기대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셀피행동을 설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셀피행동은 자신의 현재에 대

한 긍정적 판단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

가 외모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에 반영

되어 나타나는 행위임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

로 셀피행동을 통해 긍정적 자기향상을 체험하게 하

여 미래의 희망자기에 대한 성취가능성 인식을 높이

고 자존감을 높여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

록 셀피를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 마케팅에서는 셀피행동을 확대하여 AR을 통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희망자기에 접근할 수 있는 옷의 

피팅을 스스로 모색하게 함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발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인식과 셀피행동의 관계에 대한 심

리적 기제를 설명하고 이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

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몇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Arpaci et al.,  2018) 셀피행

동 경로에 미치는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남성만 유의하

고 여성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셀

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

구모델을 토대로 타인의 자기평가에 대한 인식이나 희

망자기 인식이 셀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셀피행동이 긍정적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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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셀피행동이 자아개발

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치료나 쇼핑치료 영역에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셀피행동을 개

인의 특성으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에서 보다 확장하

여 타인과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반영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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