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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외

모와 신체의 중요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강조된다(Lee, 2017).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

양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메시지가 

예전보다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남성들 또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으며, 자

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성의 정신적, 신

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Olivardia et al., 2004). 남

성들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신체 이미지를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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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신체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은 결국 이상적인 

신체를 갖기 위한 위험하고 극단적인 행동 결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Lee & Kwon, 2010),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서구화된 많은 사회에서는 

군살이 없고 근육이 발달한 몸(mesomorphic body)이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Furn-

ham et al., 2002).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키가 크고, 넓은 

어깨, 팔뚝, 가슴과 이와는 상대적으로 가는 허리, 낮은 

체지방을 가진 근육질의 신체를 이상적인 남성으로 묘

사하는 경우가 많다(Hargreaves & Tiggemann, 2004). 이

상적인 여성의 신체로 여겨지는 날씬하고 마른 몸이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과 마찬가

지로, 미디어에서 보이는 군살이 없고 근육이 발달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또한 많은 남성들에게는 현실

적으로 갖기 어려운 신체 조건이다(Xiaojing, 2017). 사

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연예인이나 모델의 신체는 

선천적인 조건과 함께 전문적이고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매개

체로 우리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기준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Lee, 2019).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와 관련

된 이미지들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되는 사진들은 일반인들보다 이상적인 신체

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의 소셜 미디

어에의 노출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외모 

관련 활동이 될 수 있다(Cohen et al., 2017). 더욱이 방

송이나 광고를 통해서만 연예인의 모습을 접하던 이

전과는 달리, 연예인의 일상모습까지 그들의 소셜 미

디어 개인 계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는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친

구, 팔로워, 방문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의 

계정을 통해 공유되는 사진이나 게시물의 내용은 많

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며, 또 다른 사용자

들에게 빠르게 전파된다(Djafarova & Rushworth, 2017). 

즉,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에의 노출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Brown and Tiggemann(2016)과 Cohen et al.(2017)

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연예

인의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신체

의 기준은 결국 많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갖기 힘든 신체의 기준과 자신의 몸을 비교하게 함으

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높이게 된다

(Franchina & Coco, 2018). 이러한 외모 관련 심리적 과

정의 반복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확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운동, 

보충제의 섭취 등의 위험한 행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

고 체지방을 낮추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만연해 있는 실

정이다(Eisenberg et al., 2012; Smith et al., 2011). 신체 

불만족과 이상적 신체의 지나친 추구는 다양한 섭식 

이상 증상의 발현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An- 

schutz et al., 2008).

외모나 몸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들의 영역으

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

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

근에는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남

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De Jesus et al., 2015), 외모 꾸

미기나 몸매 관리는 현대사회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남성분들도 이제는 

[Appearance can be]”, 2018). 남성의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Carper et al., 2010; Girard et al., 2018; Slater & Tiggem-

ann, 2014; Strother et al., 2012; Tylka, 2011), 아직까지 

그 수와 연구주제가 매우 제한적이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용자는 스스로의 신체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Holland 

& Tiggemann, 2016),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길다

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 신체 사진에의 노

출이 함께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인 대중매체 노출시간과 수용자의 신체 이미지와의 부

정적 관계를 밝힌 이전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

어질 수 있다(Miller & Halberstadt, 2005).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TV 시청시간과 인터넷 사용시

간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Choi, 2013), Kim(2015)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노출시간은 여성의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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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을 고려하

여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관심

을 갖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인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압박과 내면화 

그리고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특히 최근 젊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집중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이 되는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의 영향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른 

소셜 미디어가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

적은 (1)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남성의 이

상적인 신체에 대한 압박이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 수

준과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2)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이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며, (3) 이러한 신체 이미지 형성 과정에 있어 소셜 미

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 이상적 남성의 신

체에 대한 압박 및 내면화, 근육 불만족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그들의 신체 관

련 사진에 노출되는 일반인들은 그들과 같은 또는 비

슷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신체 이미지는 한 사회와 

문화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

다(Leahey & Crowther, 2008). Cohen et al.(2017)은 연

예인의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에 대한 팔로우 빈

도는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Brown and Tiggeman(2016)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매력적인 연예인 사

진에의 노출은 수용자의 부정적인 기분 상태와 신체 

불만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활동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자 연예인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용

자들은 군살이 없는 근육질의 몸을 우리사회에서 정

해진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이미지의 기준으로 인식

하게 된다(Brichacek et al., 2018).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러한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 신체의 기

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내면화라고 설명한

다(Karazsia et al., 2014). 특히 미디어의 압박은 수용자

로 하여금 사회에서 정해진 이상적 신체 기준의 내면

화 수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rtanian, 2009). Lwin and Malik(2012)은 미디어

의 비현실적 신체에 대한 반복적 묘사는 사회 내에 이

상적인 신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신체 불만족을 야기한다고 하

였다. Lee and Lee(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20대 여성

의 소셜 미디어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외모 압박

과 외모 비교의 과정을 거쳐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내면화 과정에서, 자신의 신

체가 이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

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즉, 군살이 없

고 근육이 발달한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은 남

성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높은 불만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irard et al., 2018). Tylka(2011)는 미국인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육질의 몸에 대한 미디어

의 압박이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 수준과 근육 불만족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Girard et al.(2018)은 프랑스인 남자 대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신체의 압

박이 외모비교를 거쳐 체지방이 낮고 근육질의 신체

에 대한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다. Tylka and Andorka(2012)의 연구에서는 군살이 없

는 근육질의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내면화 과

정을 거쳐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동성애자 남

성 집단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

라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남

성의 신체에 대한 압박은 내면화와 근육 불만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동시에 내면화는 이상적

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압박과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

계에 있어 매개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압

박, 내면화,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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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

면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

이 높을수록 근육 불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이 

높을수록 근육 불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과 

근육 불만족의 관계에는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2.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과 신체 이미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강

력한 영향력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Brown & Tig-

gemann, 2016; Lee, 2019).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많을수록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활동시간이 길수록) 외모와 관

련된 사진에의 노출이 많아지며, 이는 사용자의 이상

적인 외모 기준의 내면화를 거쳐 신체 불만족 수준을 

높아지게 한다(Lee & Lee, 2017; Xiaojing, 2017).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Holland & Tiggemann, 2016). 소셜 미디어

의 사용시간과 외모 관심, 외모 대상화, 신체 불만족, 

섭식 이상 증상 등과의 정(+)적인 관계는 여러 선행연

구에서 보고되었지만(Mabe et al., 2014; Manago et al., 

2015; Tiggemann & Slater, 2013), 대부분의 연구는 성

인여성이나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

다. 남성 대상의 연구결과로는, Manago et al.(2015)의 연

구에서 남녀 대학생의 페이스북 사용시간은 외모 대

상화 경향을 거쳐 높은 신체 불만족을 야기한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Stronge et al.(2015)은 모

든 연령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

용이 신체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즉, 소셜 미디어 활동이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중독과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Lee 

(2019)의 최근 연구에서는 국내 20대 인스타그램 여

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상의 외모 관련 사

진활동이 외모 비교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변수 간 관계에 있어 인스타그램의 중

독적 사용수준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의 지나친 사용이 반복되다보

면 사용자는 자신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높은 불안감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의 회피처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

의 사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기

도 한다(Andreassen, 2015).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소

셜 미디어의 사용시간과 이상적 신체에 대한 소셜 미

디어 압박, 내면화, 신체 불만족 사이의 유의한 정(+)

적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자 연예인의 소

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소셜 미디

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

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a.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라 남자 연

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이 이상

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5b.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라 이상적

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가 근육 불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5c.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라 남자 연

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이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

면화, 근육 불만족의 경로 관계에 대한 다음의 연구모

형이 제시되었다(Fig. 1). 또한 제시된 변수 간의 경로 

관계에 있어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가 분

석되었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평소 운동을 하고 있는 20∼30대 남성이 

연구의 모집단에 포함되었으며, 마케팅 리서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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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30대 남성 패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의 참여 조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소셜 미

디어(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제외)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평소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

는 20∼30대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특

성상,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전자 동의로 대체

되었으며, 수집된 총 247부의 유효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외모 압박은 Per-

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Scale(PSPS)(Stice et al., 

1996)을 남성 대상으로 수정하여 제시한 PSPS for Men 

(PSPS-M)(Tylka, 201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

는 군살이 없고 근육이 발달한 몸에 대한 압박을 측정

하는 두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

다)로 응답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

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Eigenvalue=1.85, %  of 

variance=92.48, Factor loadings=.96 for each item), 두 

문항에 대한 Crobach's α계수는 .92이었다.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는 the Sociocul-

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4-Rev-

ised-Male(SATAQ-4R-Male)(Schaefer et al., 2017)의 내

면화 하위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5=매우 동의한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요인 1: Eigenvalue=

4.10, %  of  variance=51.30, 요인 2: Eigenvalue =1.10, %  

of  variance=13.68). 본 연구에서는 과반 이상의 설명력

을 가진 요인 1(6문항)을 내면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요

인 1에 포함된 6문항의 요인적재량은 .63에서 .80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2문

항이 추가로 제거되었으며, 남아있는 2문항에 대한 내

적일관성 신뢰도 검증결과인 Cronbach's α계수는 .84이

었다. 

근육 불만족의 측정은 the Male Body Attitudes Scale 

(MBAS)(Tylka et al., 2005)의 근육질 하위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이 하위측정도구의 10문항

에 대해 리커트형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6=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서는 하나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Eigenvalue=6.10, 

% of variance=61.04),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68에

서 .85로 나타났고, Crobach's α계수는 .92이었다. 

Time spent on social media

H2

H4: Indirect effect of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on muscularity dissatisfaction
           : The direct paths between variables.
           : The moderating effect of time spent on social medi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Muscularity 
dissatisfaction

H3

H1

H5a H5c H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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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은 “귀하의 하루 평균 모든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의 문항

으로 측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4시

간 미만’, ‘4시간 이상’ 중, 자신의 평균 소셜 미디어 사

용시간을 선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사참여자의 나이, 직업, 교

육수준, 연 평균 가구소득, 신장, 체중 등의 문항이 포

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신장과 체중은 신체질량지

수(BMI: Body Mass Index)의 계산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AMOS를 활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는 주요 연구변수와 인구통

계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 분석, 소셜 미

디어의 사용시간의 조절효과 분석이 포함되었다. 구조

방정식의 모형 적합도 판단은 Hu and Bentler(1995)와 

Muthén and Muthén(2001)의 제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9.8세(S.D.=5.49)였으

며, 53.8%의 20대와 46.2%의 30대로 구성되었다. 직

업으로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42.9%), 학생(26.3%), 

전문직(14.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

학교 재학/졸업(69.6%)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전

문대 재학/졸업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11.7%인 것으

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n=64, 25.9%)이 가장 많았으며, 30분 이

상∼1시간 미만(n=54, 21.9%), 30분 미만(n=45, 18.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n=44, 17.8%), 4시간 이상(n= 

17, 6.9%), 3시간 이상∼4시간 미만(n=14, 5.7%), 거의 

하지 않는다(n=9, 3.6%)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전체표

본의 평균 키는 174.6cm(S.D.=5.4, Min=158cm, Max= 

193cm), 평균 몸무게는 74.1kg(S.D.=9.7, Min=40kg, 

Max=105kg)이었고,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4.3kg/m2 

(S.D.=2.9, Min=15.6kg/m2, Max=35.9kg/m2)로 과체중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2.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1>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인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

한 내면화, 근육 불만족,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대

한 기술통계 결과(평균, 표준편차)와 변수 간 상관관

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

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근육 불만족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즉,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을 크게 받을수록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

화 수준이 높으며(r=.25, p<.001), 자신이 갖고 있는 근

육 정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3, p<.001). 

또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

을수록 스스로의 근육 수준에 불만족 한다는 관계가 

밝혀졌다(r=.54, p<.001). 이에 반해, 소셜 미디어의 사

용시간은 다른 세 변수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연구변수에 대한 3 미

만의 왜도값(Min=–.51, Max=.20)과 10 미만의 첨도값

(Min=–.85, Max=.24)이 확인되어, 모든 변수에 대한 정

Construct Mean S.D.

Correlations

Male celebrities' 
SNS pressure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Muscularity 
dissatisfaction

Time spent on 
social media

Male celebrities' SNS pressure 2.76 1.08 1.00000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3.82 0.69 0.23*** 1.00000

Muscularity dissatisfaction 3.87 1.03 0.33*** 0.56*** 1.00 

Time spent on social media 3.89 1.54 0.07*** 0.03*** 0.08 1.00 

***p<.001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bivariate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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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분포성이 검증되었다(Kline, 2005).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기준치인 .50에 못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VE=.47), 이에 따라 표준적채

지가 낮은 두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두 문항은 마른 몸

에 대한 내면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4문항은 

모두 근육이 발달한 몸에 대한 내면화와 관련된 것들이

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성은 χ2=181.45, df=93, p<.001, 

TLI=.95, CFI=.96, RMSEA=.06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문

항의 표준적재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표준적재치≥.50, 8.65≤t≤16.05), 각 구성요

인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두 .50 이상인 것이 확인되었

기 때문에 구성요인에 대한 집중타당도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Gau, 2011)(Table 2). 주요 연구변수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

출 값은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Table 3).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I've felt pressure from the social media of celebrities to 
be more muscular and/or lean.

.92 08.65***

.92 .85 .90
I've noticed a strong message from the social media of 
celebirities to have a muscular and/or lean body.

.92 -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It is important for me to look muscular. .71 10.58***

.82 .54 .87
I think a lot about looking muscular. .72 10.49***

I want my body to look muscular. .75 11.06***

I would like to have a body that looks very muscular. .77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I think I have too little muscle on my body. .61 10.25***

.92 .56 .87

I wish my arms were stronger. .76 13.66***

I think my legs are not muscular enough. .64 10.90***

I think my chest should be broader. .84 14.01***

I think my shoulders are too narrows. .63 10.73***

I think my arms should be larger. .85 16.05***

I think my calves should be larger. .57 09.53***

I think my back should be larger and more defined. .81 14.85***

I think my chest should be larger and more defined. .86 15.18***

I feel dissatisfied with the definition in my arms. .83 -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research variables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Muscularity 
dissatisfaction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85a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05b .54

Muscularity dissatisfaction .11a .31 .56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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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4의 검증을 위하여 구

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χ2=181.45, df=93, p<.001, TLI=.95, CFI=.96, RMSEA 

=.06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

면화, 근육 불만족 사이의 직접경로 분석결과와 최종 

모형 결과는 <Table 4>와 <Fig.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세 개의 직접경로는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

디어를 통한 압박이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두 변수 간 경로계수 값은 β=.25(t=3.42,  p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외

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외모

에 대한 내면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온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Tylka, 2011; Tylka & 

Andorka, 2012).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

어에서의 영향력을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영

향력으로 확장시켰으며 이를 검증하였다.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는 근육 불만

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β=.62, t=8.46, p<.001), 가설 2는 채

택되었다. 미국인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Tylka

(2011)의 연구와 동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Tylka 

and Andorka(2012)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이상적인 신

체로 여겨지는 군살이 없는 근육질의 몸에 대한 내면

화 수준과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불만족 사이의 정

(+)적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면화와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선행연

구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한국 남성에게 검증하였다.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과 근육 불

만족 사이의 직접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β=.18, 

t=3.03, p<.01).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외모에 대

한 미디어의 압박이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Knauss et al., 2008, 

2009). 즉,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높은 사용자일

수록 군살이 없고 근육질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

Direct path β S.E. t

H1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25 .05 3.42***

H2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62 .12 8.46***

H3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18 .0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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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rect effects: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62***

R2=.48

R2=.06

.18***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Muscularity 
dissatisfaction

.25***

Indirect paths from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to muscularity dissatisfaction: .16*
*p<.05, ***p<.001

Fig. 2.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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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음과 동시에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과 근육 불

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

디어를 통한 압박이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

를 분석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간접효과가 밝혀졌다(β=.16, p<.05). 따라

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Karazsia and 

Crowther(2009)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의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내면화 과정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또한 

Girard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이상적 신체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은 남성의 외모 비교와 내면화를 통해 

근육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근육 

강화 행동이나 섭식 이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다고 밝혔다. 

5.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 검증

가설 5a∼5c는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내면화, 근육 불

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

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개의 직

접경로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부

스트래핑 기법으로 검증하였다(Model 59). 우선, 전체

적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41)=26.81, 

p<.001, R2=.36). 제시된 세 경로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

용시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Table 6>, 가설 5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남성은 이상적 신체에 대한 연예인의 소셜 미디

어 압박이 클수록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 수준이 높아

지며, 이는 더 나아가 높은 근육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는 변수 간 관계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및제언

소셜 미디어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전달에 있

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신

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 Lee, 2017). 여성과 마찬

가지로,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인 영향력이 남성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Holland & Ti- 

ggemann, 2016; Rutledge et al., 2013). 하지만, 소셜 미

디어를 통해 남성 사용자가 받게 되는 외모 관련 심리

적 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체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국내 남성 대상의 연구

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

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과 남

성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

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젊은 남성을 대

상으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압박이 이상적 신체 기준의 내면

화와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체 이

미지의 압박과 근육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내면

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 

간 영향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미치는 조

절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군살

Path β S.E. t CI

H5a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00 .03 –.00 –.05, .05

H5b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03 .05 –.51 –.13, .08

H5c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01 .04 –.19 –.06, .08

Table 6. Moderation effects of time spent on social media

Indirect path β S.E.

H4 Male celebrities' social media pressure → Internalization of male body ideal → Muscularity dissatisfaction .16* .05

*p<.05

Table 5. Indirect effects: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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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근육이 발달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크

게 받을수록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근육이 발달한 신

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남성 사용자

의 근육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압박은 남성 사용

자의 근육 불만족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외모에 

대한 압박이 남성 수용자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내면화와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Girard et al., 2018; Kar- 

azsia & Crowther, 2009). 또한 그동안 여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밝혀져 온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은 남성 사용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이 밝

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

를 통한 압박이 내면화와 근육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 사용자들에게 있

어서는 인스타그램의 중독적 사용수준에 따라 외모 

관련 사진활동으로 야기된 외모 비교 성향이 신체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

(Lee, 2019)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남성 사용자들에

게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그들의 이상

적 신체에 대한 압박, 내면화, 근육 불만족 수준 사이

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만을 측정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의 차이점으로 인해, Lee 

(2019)의 연구결과와 직접적 비교를 할 수는 없다. 비

록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절효과 관련 

가설들은 모두 기각되었지만,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

구의 비교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과 신체 이미지

와의 관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소셜 미디어와 신체 이미지 사이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주로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보고된 경우가 많으며(de Vries et al., 2016; de Vries 

et al., 2014; Haferkamp & Krämer, 2011; Kim & Chock, 

2015; Manago et al., 2015), Thompson and Lougheed 

(2012)의 연구에서만 페이스북의 사진과 신체 불만족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여성 사용자들에게서 더 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Hafer- 

kamp and Krämer(2011)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

용자 모두 매력적인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에 노출

된 후 신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밝혀졌다. de Vries 

et al.(2014)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많을수록 외모 관

심도와 성형 수술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밝혔으며, 이

러한 관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일치하여, de Vries et al.(2016)의 네덜란드와 독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의 사

용이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에 있어 성

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남녀에 대한 신체 만족도의 측정

에 있어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성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

한 사회문화적 이상적 신체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즉, 여성의 신체 만족도의 측정이 주로 마

른 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여, 남성의 신체 불

만족을 근육 정도의 불만족으로 측정하였다. 소셜 미

디어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의 관계에 있어 소셜 미디

어의 사용시간이나 성별의 조절효과와 관련된 연구

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며, 일관된 연구결과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며, 연구대상자가 속한 사

회의 문화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남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남자 연예인의 소셜 미디

어의 영향력에 집중하여 고찰한 본 연구는 소셜 미디

어와 신체 이미지 관련 분야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학

문적 의의와 건강한 남성의 신체 이미지 확립을 위해

서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성을 밝혔다

는 실무적 기여를 갖는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특성, 측정도구, 분석방법과 관

련하여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고 있는 남성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남성에게 한정되

어 해석될 수 있겠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은 운동을 하지 않는 남성보다 근육이 발달한 신

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본 연

구의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 측정도구의 요인분

석 과정에서 전체적인 외모나 마른 몸에 대한 내면화 

문항이 제거되고 근육이 발달한 신체에 대한 내면화 

문항들만 분석에 활용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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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운동활동에 대

한 제한을 두지 않은 연구대상자의 모집이 필요하겠

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

구도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사

용시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과도한 소

셜 미디어의 사용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 정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도 한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나 빈도뿐만 아니

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용자의 심리적 결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Błachnio et al., 2016). 

따라서 보다 명확한 변수 간 인과관계와 소셜 미디어

의 사용 정도의 조절효과의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 결

과를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

해 국내 남성과 여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사용시간

의 조절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기에,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소셜 미디어가 남성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건

강한 신체 이미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

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캠페인이나 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본 연구의 대상인 20∼30대의 젊

은 남성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문화의 영

향을 크게 받는 남녀 청소년을 위한 연구도 시급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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