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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mantic network structure of keywords and 
the visual composition of images extracted from Instagram in relation to the multi- 
persona phenomenon with in fashion imagery,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To this end, the concept of a ‘secondary character’, which forms a separate 
identity from a ‘main character’ on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as well as on the 
airwaves, was considered as the spread of multi-persona and #SecondaryCharacter on 
Instagram was investigated. 3,801 keywords were collected after crawling the data 
using Python and morphological analysis was undertaken using KoNLP. The semantic 
network structure was then examined by conducting a CONCOR analysis using 
UCINET and Netdraw to determine the top 50 keywords. The results were then 
classified into a total of 6 clusters.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keywords included in each cluster, group names were assigned : virtual characters, 
relationship with the main character, hobbies, daily record, N-job person, media and 
marketing. Image analysis considered the technical, compositional, and social styles 
of the media based on Gillian Rose’s visual analysis method. The results determined 
that Instagram uses fashion images that virtualize one's face to produce multi-persona 
representation s that show various occupations, describe different types of hobbies, 
and depict situations pertaining to various social roles.

Keywords: multi-persona(멀티 페르소나), secondary character(부캐), Instagram(인스
타그램), hashtag(해시태그), fashion image(패션이미지)

I.� Introduction

MBC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유산슬’은 개그맨 유

재석의 ‘부캐(부캐릭터)’로 실제 2019년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부캐인 유산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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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상을 수상하였다. 부캐란 게임에서 ‘본캐(본래 캐

릭터) 외에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거나 아이템 보관이

나 특정 공격 기능의 향상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

기 위해 추가로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뜻으로(Kang & 
Lee, 2020), 2018년에는 Mnet의 ‘쇼미더머니’에 핑크

색 복면을 쓰고 등장한 ‘마미손’은 실제 랩퍼인 매드

클라운의 부캐였으며, 최근에는 KBS 출신 개그맨 곽

범, 이창호가 카메라 앱 필터로 얼굴을 변형시켜 만든 

부캐인 아이돌그룹 매드몬스터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상파 음악방송에도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듯 본캐인지 부캐인지 혼란스럽거나 본캐보다 부

캐의 역할에 집중하는 등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오고

가고 있다.
부캐는 현대인들의 특징인 멀티 페르소나를 반영

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맞

게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바꾸는 현대인들의 특징으

로(Baek, Jeong, & Chae, 2020) 연예계 부캐 트렌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가상 캐릭터에 익숙해

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의 정체성

을 그대로 내세우기보다는 아이디, 닉네임, 대화명 등 

가상의 캐릭터로 자신을 표현해 왔으며, 오프라인에

서도 다양한 상황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른 정체

성, 즉 멀티 페르소나로 대응하며 적응해 왔다. 이러

한 멀티 페르소나, 특히 부캐 현상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 연예인과 일반인, 본업과 부업, 직업과 취미 등

의 다양한 경계를 무너뜨리며 형성된 초연결시대의 

멀티 페르소나, 다중 정체성으로서 고정되지 않고 유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현대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다(Hong, 2021; Ko, 2021).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가 콘텐츠가 되어 정보와 이슈를 

교환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

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 중

에서도 연예인과 같은 유명세와 인기를 끄는 인플루

언서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

로 자신의 경제력이나 신체 표현을 통해 자신의 우월

성을 과시하기도 한다(Park & Kim, 2020). 특히 과도

한 신체 이미지의 변형이나 과장된 일상의 표현, 거짓

된 정보전달 등으로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정체

성과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의 불일치로 구설수에 오르

며 인플루언서로서의 명성과 지위 유지에 타격을 입

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이미지와 게시글로서 상대방을 인지하고 평가

하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구독자를 늘리

기 위해 변형하고 편집한 이미지와 과장된 텍스트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주로 카메라 앱이나 포토샵 등으로 편집, 변형한 

신체이미지나 혹은 고급 호텔 방이나 비행기의 비즈

니스석의 이용, 고가의 해외 브랜드 등을 착용한 이미

지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곧 개인의 멀티 페르소나

는 다양하게 편집된 패션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전

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는 더욱더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구

현되는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의 외적 표현인 멀티 

페르소나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패션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적 고찰을 통해 멀티 페르소나 현상을 

정의 내리고, 패션이미지를 통해 표현되는 멀티 페르

소나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둘째,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나타나는 멀티 페르소나, 즉 부캐의 내용분석을 통해 

부캐의 형성 의미와 맥락을 분석한다.
셋째,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패션이미지의 구

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부캐 관련 이미지의 어떤 과정

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형화되는지 해석해봄으로써 현

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멀티 페르소나의 대응양식으로

서의 패션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두 단계의 데이

터 분석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특히 사용자가 스스

로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

램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며, 수집 대상은 부캐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업로드한 게시물로 한정한다. 부캐 

해시태그를 사용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데이터는 1
차적 내용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실

시할 것이며, 이후 2차 이미지 분석은 Gillian(2011/ 
2014)의 시각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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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iterature� Review

1.�Multi-persona�and� secondary-characters

페르소나는 융의 인격 이론에서 인간 정신의 구조

를 설명하며 사용된 개념으로 인간은 내적 인격과 외

적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데 필

요한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로 정의하고 있다. 페르소

나는 개인과 사회가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서로 타협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개인의 다

양한 상황과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페르소

나를 드러내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

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Lee, 2011). 이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얻어지는 

다수의 정체성들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

어 낸 외적인격인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복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는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Kim & Ha, 2017). 
특히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SNS를 통해 시공간을 뛰

어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현대인들의 다중

적 정체성의 외적 표현을 멀티 페르소나로 정의내릴 

수 있다. 
Kim et al.(2019)은 트렌드코리아2020에서 멀티 페

르소나를 화두에 던지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사회현상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

다. 직업이나 취향의 다중정체성은 물론 일상에서와 

SNS에서의 정체성, 심지어는 SNS에서도 트위터인지, 
인스타그램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하

며, 심지어는 여러 계정을 동시에 써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이나 역

할, SNS매체에 따라 다르게 연출하는 멀티 페르소나

는 부캐(副+character)는 말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산슬, 지미유, 유드래곤에 이르는 유-니버스

(YOONIVERSE)의 캐릭터에서부터 사람이 인형 옷

을 입고 펭귄이라고 우기는 펭수, 둘째이모 김다비 등 

다양한 부캐들이 존재한다(Kang & Lee, 2020). 부캐

로 불리는 이들은 자기를 상징하는 소품 특히 패션스

타일을 통해 본캐(本+character)와의 차별성을 부여한

다. 지미유는 바가지 머리, 보잉 선글라스, 화려한 호

랑이 패턴 셔츠 등을 착용하였고, 유산슬은 트로트 가

수 스타일에 맞춰 네온 컬러의 페도라와 글리터 재킷

을 착용하며 등장하였다. 멀티 페르소나, 즉 본캐와 

차별화되는 부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패션스타일을 통해 연출하는 것은 연예인들에게만 한

정된 현상은 아니다. 연예계에 부캐 트렌드가 시작되

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가상 캐릭터에 익숙해진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SNS에서의 활동에서도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
이디, 닉네임, 대화명, 아바타 등 가상의 캐릭터로 자

신을 표현하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다양

한 SNS에서는 본계정 외 부계정을 사용하며 다양한 

부캐 이미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멀티 페르소나, 즉 부캐를 가진 현

대 사회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디

자인 분야에서 페르소나를 다중적 정체성의 외적발현

으로 규정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Kim 
and Ha(2017) 및 Ye and Yim(2015)의 페르소나 발현

에 관한 연구들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히지 못했으며, Kim(2013)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의 자기상징 캐릭터의 표현을 페르소나로 제시하였으

나, 패션스타일만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SNS에

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Kang, 2013; Lee, 2004)은 

인문학, 사회학, 정보통신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

지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가상 세계에

서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의 외적 표현을 멀티 페르소

나로 규정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부캐를 통해 표현하

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멀티 페르소나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

구방법을 확립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질 미

래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

는 디지털 사회문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Instagram�and� self-presentation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중 이미지 기반의 SNS들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미지 기반의 SNS
란 기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관계 

기반이 아닌 사용자의 관심 주제별 콘텐츠를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이미지 형식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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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이 이미지 기

반 SNS는 사진이나 동영상 위주로 원하는 정보를 찾

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다양한 필터를 통해 

편집하고 업로드함으로써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으

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ho, Lee, & Hwang, 
2019; Lee & Kim, 2017).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SNS는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의 기술적, 사회

적, 문화적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기술적으로

는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카메라를 휴대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다
양한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데 용이해졌다. 또한 디지털기술

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연결이 가

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가상 온라인 세계에 접속해 타

인과 소통하며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SNS의 사용은 하나

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개인 

간의 연결성이 그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스
마트폰의 증가로 PC 사용이 현저히 줄어듬과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는데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

진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

분, 즉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

에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으

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면대면으로 만나기보다는 

자신의 근황을 사진으로 전하거나 인스타그램의 게시

글로 자신의 변화를 알리는 일이 더 많아졌다(Park & 
Kim, 2020).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제의 물리적인 개

인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보다 가상공간에서 이미지

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상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지를 통한 정체성 표현

이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으로 보관했다면 이제 

사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는 공적인 언

어가 되어서 사진 촬영자의 어떤 측면을 말해주는 단

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진 편집 및 수정 행위는 변형이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의 특징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 및 변경하

는 것 즉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연출하는 것이 용이해

진 것이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자신이 속

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상황과 역할을 위해 멀티 페르

소나를 연출하는 것이 디지털 이미지의 편집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변경하는 것이 철저한 기획

아래 연출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패션이미지를 통

해 자기의 멀티 페르소나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

다. OOTD(outfit of the day)를 올리거나, 패션 아이템 

특히 명품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자기의 

기분이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패션이미지를 프로

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각기 다른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

로 다른 페르소나를 표현하고 수정, 변경하는 데 있어 

패션이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 철학자 질 리포베츠키는 패션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사회 유형에 제한된 사회 역사적인 구성물로

서 패션은 사회 변화의 특정한 형태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패션은 짧은 시간에 변화하기 때문에 격변하는 

사회를 성격짓는 사회적 장치로 집단적인 생활 영역

의 일원으로 보았다. 이는 패션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

달하고 자신을 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
히 사회가 용인한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지는 패션은 

제스처와 같은 몸의 다른 기호들과 함께 특정한 코드

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Gilles, 1987/1999). 이

를 가상의 SNS 공간에 적용시켜보면 패션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공적 이미지 즉 페르소나를 형성할 수 있

을 것이며, 이는 현실과 가상의 다중적 페르소나 연출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동시에 다수의 SNS
에서 각기 다른 패션이미지를 통해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패션은 SNS를 통

해 타인과 소통하고 만들어낸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

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과 의미

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관심이나 

취미 등을 사진이나 영상 등 이미지 요소를 이용해 시

각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 자신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콘

텐츠가 되어 정보와 이슈를 교환하고 생산하기도 한

다. 특히 인스타그램만의 특징은 해시태그인데 해시

태그를 검색하면 최신 이미지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Park & Kim, 2020; Yang & 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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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들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정보, 위치, 근
황, 의견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

문에(Nam, 2020) 개인의 다중 정체성인 멀티 페르소

나, 부캐를 분석하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되는 이미지는 해시태그 같

은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해시태그와 함

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Ⅲ.�Methods

1.�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고 공

유하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멀티 페

르소나, 즉 부캐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업로드한 게시

물을 수집자료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Python 
데이터 크롤링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2021년 7월 13
일 #부캐 해시태그로 검색한 결과 2만 6천 4백개의 

게시글이 검색되었으나,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으로 인스타그램 크롤링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단위를 낮춰 2021년 3월 22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의 게시글 중 1,026개의 게시글을 수집

할 수 있었다.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일, 좋아요 수, 
URL과 해시태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해시태그인 ‘#팔로워늘리기’, ‘#맞

팔’, ‘#선팔’ 등의 해시태그나 다단계 영업을 위한 특

정 브랜드, 이벤트 홍보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검색

되어 추출된 게시글은 삭제하는 1차 데이터 정제 작

업을 통해 총 809개의 게시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멀티 페르소나의 패션이미지 데이터 수집은 파이

썬으로 크롤링한 809개의 게시글에 업로드된 이미지 

중 중복이미지와 광고, 동영상을 제외한 559개의 이

미지 데이터를 1차로 수집하였다. 이 중 패션이미지

는 취미생활의 결과물인 드로잉이나 음식, 게임 캐릭

터, 장소, 애완동물 등을 제외하고, 사람의 얼굴이나 

전신이 나오면서 옷을 착용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보여주지만 주얼리 등의 패션아이템을 보여주는 사진

은 패션이미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아바타 이미지나 스노우 제페토 

필터로 만든 가상 아바타 이미지는 부캐의 패션이미

지로 분류하여 총 268개의 패션이미지를 수집하였다.

2.�Data� analysis� and� research�process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멀티 페르소나, 즉 부캐의 패

션이미지 분석은 해시태그를 분석하는 내용분석과 이

미지의 유형과 의미를 분석하는 이미지분석의 두 단

계로 실시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위한 부캐 해시태

그 관련 데이터 수집은 Python 데이터 크롤링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이후 키워드 분석을 위해 해시태그 데

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는 KoNLP 모듈을 이용

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3,801개의 키워드를 추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까지’, ‘을’, ‘된’, ‘♥’ 등 조사나 

전치사, 의미없는 기호 등을 불용어 처리하였으며, 이
후 ‘부캐릭터’와 ‘부캐’, ‘ 가상세계’와 ‘가상현실’ 등 

유사 단어를 통일시키는 2차 데이터 정제 작업을 실

시하였다. 이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50개의 핵

심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UCINET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

석은 텍스트 자료의 단어 간 관계에 주목하여 해당 이

슈를 중심으로 핵심키워드 간 의미론적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이슈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

고 복잡한 관계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Chae & You, 2017; 
Kim & Han, 2019; Kwon, 2017; Lee & Choi, 2020). 
특히 네트워크 분석 중에서 CONCOR 분석은 노드 

간 관계 패텬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군집을 구분하는 

방법(Kim et al., 2021)으로 핵심 키워드와 관련한 주

요 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 부캐 

해시태그 관련 인스타그램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키

워드를 대상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 분석은 Gillian(2011/2014)

의 시각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Gillian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하는 이미지 생

산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 양

식, 구성적 양식, 사회적 양식 3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에 의해 이미지

가 생산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Gillian의 방

법론을 적용하여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하고 있는 부

캐 관련 패션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어떤 장르적 특성을 보이며 유형화 할 수 있는지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패션이

미지가 만들어졌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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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and� Discussion

1.� Content� analysis� of� multi-persona� (Hashtag�

“secondary� character”)�

1)� Results� of� keyword� frequency�analysis

부캐 해시태그가 부여된 인스타그램 게시글 809개

에 포함된 해시태그를 키워드로 추출하여 총 39,903

개의 키워드가 수집되었고, 이 중 데이터 정제작업을 

통해 추출된 출현빈도가 높은 50개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출현빈

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를 의미하는 

부캐(646건)이며, 이와 함께 본캐(107건)가 같이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취미생활(103건), 
소통(87건), 도전(86건), 가상현실(82건) 등의 순으로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가상현실이나 메

<Table� 1>�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the top 50 keywords 

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1 Secondary character 646 26 Cycling women 51

2 Main character 107 27 Camping 51

3 Hobbies 103 28 Social world 50

4 Communication  87 29 Contents 49

5 Challenge  86 30 Healthstagram 46

6 Virtual reality  82 31 Work challenge 44

7 Metaverse  80 32 Dream 44

8 Self-development  70 33 How to do something else 44

9 Daily  70 34 Aspiring writer 43

10 Bookstargram  67 35 Best seller 42

11 Selfie  65 36 Bookstone 42

12 Two jobs  65 37 Side income 42

13 Influencer  65 38 Hiking 41

14 Avatar  64 39 Hanryang 36

15 Photo account  63 40 Record 34

16 Bucket list  57 41 Personal branding 34

17 Diet  57 42 Concept shooting 34

18 Exercise  55 43 Weekend 31

19 Eatstagram  55 44 Business 30

20 ZEPETO  55 45 Butchers butcher shop 30

21 Model  54 46 Youtuber 30

22 Bike fanatic  54 47 Housewife start-up 29

23 Working mom  53 48 Diving instructors 27

24 Dailystagram  53 49 Amateur 25

25 Office worker  53 50 Steady sell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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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스, 인플루언서, 아바타, 제페토 등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부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관련 

해시태그로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취미생활

이나, 운동, 헬스, 자전거, 그림, 캠핑 등 개인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여러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 키

워드로 언급되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사용

자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비롯

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다. 

2)�Results� of�CONCOR�analysis

부캐 해시태그 관련 인스타그램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키워드를 동시출현 1-mode 매트릭스로 변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캐

와 연관된 키워드 간 의미들의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패턴을 시각적으로 도출하고 상호 연관 관계

가 강한 단어들을 군집으로 분류하는 CONCOR 분석

을 실시하여 각 군집에 포함된 키워드들의 의미와 맥

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UCINET 6와 Netdraw를 사

용하였으며,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CONCOR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6개의 군집에 포함된 키워드의 의미와 맥락을 고

려하여 가상의 캐릭서, 본캐와의 관계, 취미생활, 일

상의 기록, N-잡러, 미디어 및 홍보로 군집명을 부여

하였고, 각 군집별 주요 노드들은 다음 <Table 2>와 

같다. 
각 군집별로 포함된 노드의 현황과 의미론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의 캐릭터로 명명한 군집1
의 주요 노드들은 가상현실, 아바타, 메타버스, 제페

토 등으로, 개인들은 그들의 부캐를 현실과 가상에서 

동시에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의 

부캐를 만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N-잡러, 일상의 기

록, 취미생활 등의 군집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의 

부캐도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캐와

의 관계 군집2의 주요 노드들은 부캐, 본캐, 커뮤니케

이션, 도전이나 꿈 등으로 본캐에서 이루지 못했던 도

전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캐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그림계

정, 헬스타그램(헬스+인스타그램), 자덕스타그램(자
전거덕후+인스타그램), 운동 등의 노드들로 구성된 

취미생활 군집이나 네 번째, 일상스타그램, 데일리, 
기록, 주말, 캠핑, 등산 등의 노드들로 구성된 일상의 

기록 군집 등은 현실에서의 부캐라는 존재를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

상적인 삶 속에서 업무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Fig.� 1>�Visualization of CONCOR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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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캐와 다른 특별한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어야

만 부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나 운동, 주말

의 활동 등에서 충분히 즐기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부캐로 설정함으로써 일상의 의미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

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워라벨이 중요한 MZ 
세대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업무와 별개인 개인

의 사생활,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부캐로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군

집 N-잡러는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지는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투잡을 넘

어 쓰리잡, 포잡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디지털 

세대들의 N잡러 현상은 최근 유투버, 블로그 마케팅, 
이모티콘 제작, 스마트 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덜한 일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물론 유연해진 사회 구조와 사고방식

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

캐들은 계속해서 다원화될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Hong, 2021).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여섯 번째 미디어 

및 홍보 군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인부업, 
부수입, 작가지망생 등 특히 N잡러에 대한 다양한 베

스트셀러 서적들의 홍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캐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접

하는 다양한 마케팅에 의해 부캐를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부캐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복수의 정체성을 선택하

도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Image� analysis� of� multi-persona� (Hashtag�

“secondary� character”)� fashion� image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는 인스타그램의 부캐 

해시태그 게시글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상

의 멀티 페르소나 이미지 생산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생산

해내며, 대중들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재

생산한다. 소셜 미디어라는 미디어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가로지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이미지에도 복합적인 성격이 부여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Kang, 2018), 따라서 멀티 페

르소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자신

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화하는지를 개인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미시적 논의는 물론 사회 전체와 

관계를 맺는 거시적 논의에도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Gillian(2011/2014)의 시각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Gillian은 이미

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하는 이미지 생산의 

영역을 설명하여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 양식, 구
성적 양식, 사회적 양식 3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에 의해 이미지가 생

<Table� 2> Clustering of CONCOR analysis results 

Rank Cluster name Major nodes

1 Virtual characters Virtual reality, metaverse, social world, ZEPETO, influencer 

2 Relationship with the 
main character Secondary character, main character, communication, challenge, dream 

3 Hobbies Hobbies, bucket list, healthstagram, bike fanatic, exercise, diet, photo account, 
model

4 Daily record Dailystagram, daily, record, working mom, eatstargram, hanryang, amateur, 
weekend, camping 

5 N-job person Two jobs, personal branding, contents, work challenge, diving-instructors 

6 Media and marketing Bookstargram, steady seller, bestseller, side income, office worker, bookstone, 
aspiring writer, self-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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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Gillian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하고 있는 부캐 관련 

패션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어떤 장

르적 특성을 보이며 유형화 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패션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1)� Technical� perspective� analysis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술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

어가 곧 메시지이다”라는 맥락(Manovich, 2014)에서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 양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

다. 첫째, 연구대상인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에서 

인스타그램 소프트웨어에 의한 행위유도성(어포던스, 
affordance)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스틸 

이미지를 정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넣도록 만드는데, 
이와 같은 기술, 형식적 제한에 따라 생산된 멀티 페

르소나 패션이미지는 대부분 인물사진 중에서도 <Fig. 
2>와 같이 얼굴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얼

굴을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

는데, 이는 정사각형의 프레임은 직사각형의 프레임

보다 시선을 중앙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보정이다. 원본 사진에서 색

감이나 명도나 채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하여 수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의 릴스 기능을 통해 

짧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

다. 주변의 피사체와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오버레이 

및 AR(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기반의 효과나 

음악을 삽입할 수 있어 다양한 동영상 이미지의 편집

이 가능하게 한다. 수집된 패션이미지 중에서 <Fig. 2>
와 같이 가상의 아바타 캐릭터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변형시킨 이미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가상의 

멀티 페르소나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Compositional�perspective�analysis

구성적 양식의 측면에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

지를 분석했을 때 분석대상은 크게 본인의 얼굴을 가

상으로 아바타 캐릭터로 표현하는 패션이미지, 다양

한 직업을 보여주는 패션이미지, 취미 생활의 종류를 

설명하는 이미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상황을 연출

하는 패션이미지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가상 아바타 캐릭터 패션이미지는 앞서 설명한 

인스타그램의 릴스 기능에서 다양한 AR 기반의 필터

를 통해 변형 가능하며, 부캐 해시태그와 함께 수집된 

이미지들 중에서는 스노우의 제페토 필터와 디즈니 

필터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얼굴을 가상 캐릭터

로 변형시킨 패션이미지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내 대

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생성한 자신의 

3D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하여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

미지를 이용하는 유형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

한 직업을 보여주는 패션이미지는 부캐라는 해시태그 

분석에서 나타난 N-잡러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다

양한 직업 정보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니폼 

등을 착용한 패션이미지들이 존재했다. 세 번째, <Fig. 
3>과 같이 취미 생활의 종류를 설명하는 이미지 유형

은 특히 헬스타그램(헬스+인스타그램), 자덕스타그램

(자전거덕후+인스타그램), 운동, 그림계정, 모델과 같

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자신을 부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군집과 관련된 패션이미지로 폴댄스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헬스를 하는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나 모델 활동을 하며 촬영한 이미지 등의 패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상황을 연출하는 패션이미지는 유튜버

<Fig.� 2>�Virtual avatar character fashion image 
Reprinted from Kim. (2021). 
https://tenas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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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킹맘, 투잡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역

할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부캐의 이

미지를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적 양식의 측면에서 분석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

지는 일상적인 기록의 측면도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자

신의 부캐를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

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Social� perspective�analysis

사회적 양식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멀티 페르

소나 패션이미지를 생산하는 의미와 그 맥락을 해석

하는 것으로 개인의 목적에서 기록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전시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정

체성이란 즉 일상의 일부분으로서의 가상의 부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의 한 부분을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 속한, 기록의 의미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오

픈한다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 개인의 기록이

면서 동시에 미디어 상의 자기표현 기능이 존재하는 

볼 수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교류는 

사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이미지에도 복

합적인 성격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멀티 페르소나 패

션이미지를 생산 및 공유하고, 부캐라는 해시태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부캐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게시글 즉,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자신의 

부캐를 밝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부캐를 인

정받는 행위라는 맥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Conclusion

현대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

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스

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생산, 변형하고 공유하며, 적극적인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구현되는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의 외적 

표현인 멀티 페르소나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어떻

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패션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

근 주목받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 즉 부캐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스타그램

의 부캐 해시태그로 검색되는 게시물을 수집하여 두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적 내용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차 이미

지 분석은 Gillian(2011/2014)의 시각분석방법론을 바

탕으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이썬을 이용해 크롤링한 부캐 해시태그가 

부여된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

를 의미하는 부캐(646건)이며 이와 함께 본캐(107건)
가 같이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취미

생활(103건), 소통(87건), 도전(86건), 가상현실(82건) 
등의 순으로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가상

현실이나 메타버스, 인플루언서, 아바타, 제페토 등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부캐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관련 해시태그로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취미생활이나 운동, 헬스, 자전거, 그림, 캠핑 등 

개인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활동과 관련된 단어

들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다는 의

미에서 비롯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위 5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UCINET과 

Netdraw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중 CONCOR 분

<Fig.� 3>�Fashion images that describe the types of 
hobbies Reprinted from Choi. (2021).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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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군집에 포함된 키워드의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가상의 캐릭터, 본캐와의 관계, 취미생활, 일상의 기

록, N-잡러, 미디어 및 홍보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각 군집별로 포함된 노드들의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

보면 개인들은 그들의 부캐를 현실과 가상에서 동시

에 형성하고 있었으며, 취미생활이나 일상의 기록 군

집 등은 현실에서의 부캐라는 존재를 특별한 어떤 상

황이나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업무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양

한 활동들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N-잡러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물론 유연해진 사

회 구조와 사고방식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직업을 동

시에 수행하는 부캐들은 계속해서 다원화될 것이며, 
이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마케팅에 의해 부

캐를 설정하도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기

술적 양식 측면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에 의한 행위유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을 

이미지 중앙에 배치하거나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하

여 보정하는 패션이미지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적 양식의 측면에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분석대상은 크게 본인의 

얼굴을 가상으로 아바타 캐릭터로 표현하는 패션이미

지, 다양한 직업을 보여주는 패션이미지, 취미 생활의 

종류를 설명하는 이미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상황

을 연출하는 패션이미지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사회적 양식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기록이라

는 특성과 더불어 타인에게 공유하고 오픈된다는 미

디어상의 자기 표현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사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영역

을 아우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교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멀티 페르소나 패션이미

지를 게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캐를 사회적으로 인

정받고자 하는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해시태그를 달고 패션이미지

를 게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상품으로서 신체를 장식하던 기존의 

패션의 역할과는 차별화된다. 신체에 입혀지고 장식

하는 관습적인 패션의 개념에서 보고 공감하고 느끼

고 생각할 수 있는 패션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특히 패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를 표

현하는 것은 패션의 자기표현의 기능을 디지털 시대

에 대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이에 대한 개

인의 정체성 대응양식으로서의 패션의 가능성을 확인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의 사적인 패션이미

지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공적인 페르소나를 연출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 사적 영역과 공

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로서 가상 디지털 환

경 하에서의 패션이미지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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