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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media is an essential part of everyday life in modern societ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

municating the ideal body image. With the increased prevalence and high popularity of social media, the pro-

blems associated with the addictive use of social media have become a social issue. Utilizing social compa-

rison theory, this study examined (1) the effect of appearance related photo activities on body satisfaction

through appearance comparison and (2) the moderating effect of Instagram addiction in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related photo activity,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satisfaction. We tested the proposed rela-

tionships between research variables us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n a sample of

346 young female Instagram users. The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of high and low addicted Insta-

gram us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ppearance related photo activity positively influenced

appearance comparison for both high and low addiction groups. For the high addiction group, the effect of

appearance comparison on body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is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and negative for the low addiction group.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Instagram addiction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related photo activity and appearance comparison.

Key words: Instagram addiction,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Appearance comparison, Body satis-

faction; 인스타그램 중독, 외모관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신체만족도

I. 서 론

2018년 1월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2%인 32억 명 이

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약 13% 이상 증가한 것이다(We Are Social, 2018).

우리나라의 경우, SNS 이용률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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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로, 전체 인구 수의 약 84%인 4천 3백만 개 이

상의 SNS 계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SNS 사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다(We Are

Social, 2018). 특히 SNS의 사용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의 주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

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 Lee, 2017).

TV나 잡지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르게, 사용자 간

의 상호정보전달을 기본으로 작동하는 SNS는 현대인들

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Zhang & Leung, 2015). 이러한 SNS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전달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de Vries et al., 2014). 다양한 SNS 중, 인스

타그램(Instagram)은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의 시각적 정

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소셜미디어로서 사

용자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예, 자신의 사진 업로드, 타인

의 외모사진에의 노출 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젊

은 여성 사용자들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SNS 상에서의 외모관

련 사진활동은 사용자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Lee, 2017). 현대 우

리사회의 젊은 여성들은 SNS에 업로드된 유명인, 모델,

또는 타인의 사진에서 보이는 마르고 이상적인 외모와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에게

는 비현실적인 외모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되며, 그러한 외모와 몸매

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여, 사용자의 신체만

족도를 낮아지게 한다(Fardouly et al., 2015).

SNS 사용자 수의 증가와 사용시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SNS의 지나친 사용 및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Carbonell & Panova, 2017), SNS

중독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특

성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Andreassen, 2015).

이에 따라 SNS의 영향력과 관련된 여러 연구분야에서

SNS 중독을 사용자의 주요 특성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Blachnio et al., 2016; Cho & Jung, 2017;

Moqbel & Kock, 2018). SNS 활동이 사용자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SNS의 중독 정도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Blachnio et al., 2016; Chan,

2014). 이미 국내에서도 SNS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Cho & Jung, 2017; Kim et al., 2017),

SNS의 강박적 사용과 과도한 몰입이 여성 사용자의 신

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사회와 문화는 이상적인 외모

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상적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수준 또한 다르다는 점을 감

안하면, 국내의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외모관련 사

진활동이 여성 사용자의 외모비교와 신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20대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용현황을 조사한

다.

2)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외모관련 사

진활동, 외모비교, 신체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3)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른 인스타그램 외모관

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한다.

4)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라 인스타그램 외모관

련 사진활동이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 차이를 비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비교이론: 인스타그램 외모관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신체만족도

사회비교이론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다양한 부분

에 대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고 설명한다(Fest-

inger, 1954). 이 이론은 사용자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미

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데, 미디

어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사이즈나 외모를 자신

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

다. 또한 미디어 사용자는 이러한 비교과정에서 인지하

게 되는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평

가하게 된다(Hendrickse et al., 2017; Myers & Crowther,

2009).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의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식

된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낮은 외모존중감(Leahey et al., 2007),

신체불만족(Lee & Lee, 2017), 식이장애행동(McLean et

al., 2017)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매력적인 외모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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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Hazlett & Hoehn-Sa-

ric, 2000; Mehrabian & Blum, 1997), 특히 매력적인 여성

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Con-

ley & Ramsey, 2011; Evans, 200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매력적인 외모는 SNS상에서의 인기 정도나 친구관계 형

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Wang

et al., 2010).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프로필 기반 SNS

에서는 사용자의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인스

타그램 사용자는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자신의 외모

관련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향을 보인다(Fardouly & Var-

tanian, 2016). 사용자의 외모과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결과적으

로 더 많은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타인의 사진에 노출되

게 한다.

자신의 외모 및 신체 사진의 게시, 타인의 외모 및 신

체 사진에의 노출 등과 같은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외

모관련 사진활동은 여성 사용자의 외모비교 성향을 높

이게 되며, 이러한 사회 ·심리적 행동은 사용자의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 Vries et al., 2014). Lee

and Lee(2017)의 최근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과 사회

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SNS 외모관련 사진활동

이 여성 사용자의 신체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에 미치

는 강한 영향력을 밝혔다. SNS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많

을수록 사용자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

을 크게 느끼게 되고, 자신의 외모를 대상화하게 되며 타

인과의 외모비교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즉, SNS 외모관련 사

진활동과 사용자의 신체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에

는 타인과의 외모비교가 주요한 심리적 과정으로 작용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신

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은 외모

비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a: 높

은 중독집단, H1b: 낮은 중독집단).

가설 2.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H2a: 높은 중독집단, H2b: 낮은 중

독집단).

가설 3. 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과 신체

만족도의 관계에는 외모비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H3a: 높은 중독집단, H3b: 낮은

중독집단).

2. 인스타그램 중독

최근 몇 년간, SNS 중독은 사용자의 심리적 위험과

SNS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

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사용자의 특성 중 하나이다

(Carbonell & Panova, 2017; Hawi & Samaha, 2017; Hor-

mes et al., 2014; Koc & Gulyagci, 2013). SNS 중독이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수준으로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

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Hawi & Samaha, 2017). 인

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 등과 유사

한 행동적 중독의 개념으로 여겨지며(Andreassen, 2015),

SNS 중독은 SNS의 사용강도 및 빈도로 측정되거나(Elli-

son et al., 2007) 과도한 SNS의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중

독증상까지 포함하여 측정되기도 한다(Andreassen et al.,

2012). SNS의 중독증상으로는, SNS에 대해 생각하는 많

은 시간, 의도했던 것보다 긴 SNS 사용시간, 기분전환이

나 개인적 걱정이나 근심을 잊기 위한 SNS의 사용, SNS

를 사용하지 못할 때 느끼는 높은 불안감 등이 포함된

다. 또한, SNS 중독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SNS의 사용

이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자신의 SNS 사용수

준을 줄이려 하지만 그에 대한 스스로의 조절이 힘든 상

태인 것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도 설명된다(Andreassen,

2015).

SNS 중독과 사용자의 심리와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주요 변

수로 분석하였으며,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는 중독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Blachnio et al., 2016).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의 사용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를 분석한 Chan(2014)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의 사용강도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Blachnio et al.(2016)은 총 382명의 성인 남녀

를(평균 나이=20.73세) 페이스북의 중독수준에 따라 일

반 수준의 사용자, 강도 높은 사용자, 중독적 사용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

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 사용자는 강도 높은

사용자와 중독적 사용자 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

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일반 사용자와 강

도 높은 사용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중독적 사

용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SNS 중독

과 신체이미지와의 관계 고찰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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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SNS 중독은 SNS 활동시간과 강

도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SNS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SNS 상에서의 활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이미지와 관련해서는 SNS 상에서 보이는 이상

적인 외모관련 이미지에의 노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SNS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많은 사용자는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는 성향이 높으며, 이는 이

상적인 외모나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

게 하여 사용자의 신체만족도를 떨어뜨린다(Lee & Lee,

2017). 즉, SNS 중독수준은 SNS 활동과 사용자의 외모

비교 행동과 신체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과 SNS 활동, 사용자의 신체이미지와의 관계에 있어

SNS 중독의 조절효과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4a.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라 인스타그램 상

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4b.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라 외모비교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4c.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라 인스타그램 상

의 외모관련 사진활동과 신체만족도의 관계

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가 다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연구모형

과 가설은 <Fig. 1>에 제시되었다. 제시된 모형과 가설

의 검증분석에 있어, 신체이미지 분야의 여러 선행연구

에서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의 신체질량지수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Lawler & Nixon, 2011).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SNS 이용률이 가장 높고, 신

체이미지가 중요시되는 20대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Bearman et al., 2006; Neighbors & Sobal, 2007). 조사참

여자의 모집 이전에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심의를 받

았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편의표집방법을 이용,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20대 여성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였다. 인스타그램 활동이 여성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목적 상, 설

문참여 조건은 한 개 이상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인스

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 이

상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2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조

사참여자는 설문의 참여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내용, 조

사참여자의 권리, 연구의 참여로 인한 이익과 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화면을 본 후, 설문의 참여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2018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346부의 유효데이터가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인스타그램 외모관련 사진활동의 측정은 Lee and Lee

(2017)의 SNS 외모관련 사진활동 측정도구의 6문항을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Meier and Gray(2014)가 제시한 페이스북 상

에서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표적집단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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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통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SNS와 여성 사용

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

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Lee and Lee(2017)의 연구

에서 보고된 내적일관성 신뢰도 결과인 Crobach's α계수

는 .87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참여자의 응답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하지 않

는다~5=항상 한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적재량이 낮은 한 문항이 제거된 후, 총 5문항에 대해

한 차원이 추출되었다(Eigenvalue=3.62, % of variance=

72.32, Range of factor loadings=.74~.92).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외모비교는 Fardouly and Vart-

anian(2016)이 제시한 페이스북 상에서의 외모관련 비교

의 측정도구를 Hendrickse et al.(2017)이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3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Fardouly and Vartanian(2016)의 페이스북 상

에서의 외모비교 측정도구는 Physical Appearance Com-

parison Scale(PACS; Thompson et al., 1991)을 기반으로

제안된 문항들이다. Hendrickse et al.(2017)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계수는 .95이었다. 조사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

트형 척도로 응답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Eigenvalue=2.48, % of variance=

82.54)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89에서 .92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신체만족도는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Cash, 2000)의 하위측정도구 중 하나인 외

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 subscale; 7문항)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Eigenvalue=4.71, % of variance=

67.31)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70에서 .92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중독은 The Facebook Intensity Scale(FBI;

Ellison et al., 2007)을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게 수정

하여 측정하였다. 평소의 인스타그램 활동에 관한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인스타그램은 내 일상활동

의 일부분이다; 나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나는 한동안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

근 소식을 잘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만약

에 인스타그램이 없어진다면 나는 아쉬울 것이다),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5=매

우 그렇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하나의 구

성요인이 확인되었으며(Eigenvalue=3.45, % of variance

=69.08)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79에서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인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중독변수를 활용하여

전체 표본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측정

척도 중 ‘3=보통이다’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5문항의

평균이 3 이상인 경우는 높은 중독집단(n=141), 3 미만

인 경우는 낮은 중독집단(n=205)으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사참여자의 나이, 직업, 결혼

상태, 수입수준, 신장, 체중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조

사참여자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정도를 추정하

는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주요 연구변수,

인스타그램 사용현황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

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매개효과 분석), 인스타그램 중독

정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모형비교 분석은 AMOS를 활

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 판단은 The comp-

arative fit index(CFI≥.95), The Tucker-Lewis incremental

fit index(TLI≥.95), The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08),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

roximation(RMSEA≤.06)을 기준으로 하였다(Byrne, 2010;

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표본특성 및 인스타그램 사용현황

전체 조사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5.3세(S.D.=2.56)였

으며,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n=150, 43.4%),

학생(n=112, 32.4%), 전문직(n=55, 15.9%), 기타(n=24,

6.9%), 전업주부(n=5, 1.4%) 순이었다.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와 관련해서는 대학교 재학/졸업(n=245, 70.8%)과

미혼(n=318, 91.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참여

자의 평균 키는 161.6cm(S.D.=4.8, Min=148cm, Max=

180cm), 평균 몸무게는 54.8kg(S.D.=8.2, Min=40kg, Max

=90kg)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평균 신체질량지수

는 21kg/m
2
(S.D.=3.0, Min=15.6kg/m

2
, Max=34.5kg/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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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상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교차분석의 집단 간 카

이검정 결과, 직업을 제외한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키, 몸무게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인스타그램 중독에 따른 두 집단 간 표본특성의 동

질성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조사참여자의 인스타그램 사용현황은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높은 중독수준 vs. 낮은 중독수준)에 따라 분

류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인스타그램 중독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인스타그램의 계정 수, 팔로워

와 팔로잉 수,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사용시간, 계정의

공개범위 설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의 조사참여자는 현재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스타그램 계

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중독수준 집단의

경우, 세 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조사참여자가 약

14.8%(n=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낮은 중독수

준의 참여자(약 67.3%)는 약 100명 이하의 팔로워와 팔

로잉 수를 갖고 있는 반면, 높은 중독수준의 참여자는

10명 미만에서 400명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한, 높은 중독집단의 참여자들은 낮은 중독집단의 참여

자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시간 동안 인스타그램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기기, 장소, 공개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중독수준의 차이

가 없었으며, 조사참여자의 대부분은 집과 대중교통 이

용 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공개범위 설정은 모두 공개 또는 친구에게만 공개인 경

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높은 중독집단의 경우 나만 보기

위한 계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주요 연구변수인 외모관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신체만

족도, 인스타그램 중독, 신체질량지수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 간 독

립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인스타그

램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별 비교결과, 높은 중독집단은

낮은 중독집단보다 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

동, 외모비교를 유의하게 많이 하며, 신체만족도는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중독집단의 외모관

련 사진활동은 외모비교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었

지만,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 낮은 중독집단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은 외모비교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었고,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

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

단 모두에서 신체질량지수는 신체만족도와 유의한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외모관련 사진활동

의 5문항 중 표준적재치가 낮은 한 문항이 제거되었고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253.64, df=142, p<.001,

TLI=.96, CFI=.97, RMSEA=.05, SRMR=.0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Table 3). 측정항목의 불변성 검정분석

을 위해 요인계수 동일 제약모형(measurement weights)

과 요인계수/공분산 동시 동일 제약모형(structural cov-

ariances)을 제약모형(unconstrained)과 비교하였다. 비록

모형 간 카이검정의 차이는 유의하였지만, ΔCFI, ΔSR-

MR, ΔRMSEA가 모두 기준치(ΔCFI≤.01, ΔSRMR≤.01,

ΔRMSEA≤.015; Chen, 2007)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각 요인문항의 표준적재치(≥.50)와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50), 개념신뢰도(≥.70)가 기준

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어 모든 변수에 대한 집중

타당도가 확인되었다(Table 4). 또한 각 구성개념에 대

한 평균분산추출값이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것이 확인되어, 연구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4. 다중집단분석 및 가설검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집

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319.28,

df=170, p<.001, TLI=.95, CFI=.96, RMSEA=.05, SRMR

=.08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에 미치는 영향(H1a, H1b), 외모비교가 신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H2a, H2b), 외모관련 사진활동과

신체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

(H3a, H3b),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를 거쳐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의

조절효과(H4a, H4b)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집단별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비

교를 확인하였다(Fig. 2).

높은 중독집단과 낮은 중독집단의 외모관련 사진활

동, 외모비교, 신체만족도 사이의 직접효과 분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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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다. 높은 중독과 낮은 중독집단 모두 인

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중독집단: β=.53,

t=5.77, p<.001; 낮은 중독집단: β=.18, t=2.46, p<.05). 즉,

H1a와 H1b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 활동과

외모비교 성향의 정(+)적 관계를 밝혀온 여러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것이다(de Vries et al., 2014; Meier & Gray,

2014; Rutledge et al., 2013).

Table 1. Instagram activity                                                                 (N=346)

Variable Items
High addiction (n=141)

n (%)

Low addiction (n=205)

n (%)
χ

2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One 66 (46.8) 142 (69.3)

22.95***

Two 54 (38.3) 52 (25.4)

Three 13 (09.2) 10 (00.5)

Four 4 (02.8) 1 (00.0)

Five or more 4 (02.8) 0 (00.0)

Number of followers & followings

Below 10 2 (01.4) 32 (15.6)

63.16***

11-50 15 (10.6) 58 (28.3)

51-100 25 (17.7) 48 (23.4)

101-150 20 (14.2) 24 (11.7)

151-200 26 (18.4) 14 (06.8)

201-250 14 (09.9) 12 (05.9)

251-300 10 (07.1) 3 (01.5)

301-400 10 (07.1) 3 (01.5)

More than 400 19 (13.5) 11 (05.4)

Daily time spending on Instagram

Below 10mins 1 (00.7) 58 (28.3)

95.35***

10-30mins 24 (17.0) 78 (38.0)

31mins-1hour 47 (33.3) 36 (17.6)

1-2hours 31 (22.0) 19 (09.3)

2-3hours 18 (12.8) 12 (05.9)

More than 3hours 20 (14.2) 2 (01.0)

Major device using Instagram

Smartphone 139 (98.6) 201 (98.0)

00.48***Desktop 1 (00.7) 3 (01.5)

Laptop 1 (00.7) 1 (00.5)

Major place using Instagram
a

Home 136 (92.5) 176 (88.4)

-

School 25 (17.0) 33 (16.6)

At work 90 (61.2) 66 (33.2)

Public place 28 (19.0) 27 (13.6)

Public transportation 116 (78.9) 117 (58.8)

Account privacy setting

Public 74 (52.5) 91 (44.4)

10.68***
Private (only for friends) 58 (41.1) 84 (41.0)

Private (only for me) 3 (02.1) 20 (09.8)

Other 6 (04.3) 10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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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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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중독집단의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β=−.14, t=−1.65, p=.10). 이에 반해, 낮은 중독집단

의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21, t=−3.09, p<.01). 따라서

H2a는 기각되었고, H2b는 지지되었다. 낮은 중독수준

의 집단에서 나타난 외모비교와 신체만족도의 부정적인

관계는 이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인스타그램의 높은 중독수준 집단에서 나타난 사

용자의 높은 외모비교 성향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두 변수 간의 부(−)적 관계를 밝

혀온 여러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de Vries et al.,

2014; Fardouly et al., 2015; van den Berg et al., 2002). 각

변수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비교결과를 보면, 인스타그

램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의 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 외모비교 성향, 신체만족도는 모두 인스타그

램 중독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이 높은 집

단은 낮은 수준의 중독집단보다 외모비교 성향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을 함으로써 외

모비교 성향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심리적 과정의 영향

이 그들의 신체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6). 높은 중독집단과 낮은 중독집단 모두 외모관

련 사진활동은 신체만족도에 부(−)의 방향으로 간접효

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낮은 중독집단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높은 중독

집단: β=−.08, p=.14; 낮은 중독집단: β=−.04, p<.01). 즉,

H3a는 기각되었고, H3b는 채택되었다. 이는 낮은 중독

수준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20대 여성에게는 인

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의 심리

적 과정을 거쳐 그들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모관련 사진

활동, 외모비교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

스타그램 중독 정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 앞서 보고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변수 간 경

로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of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Correlations

High addiction

(n=141)

Mean (S.D.)

Low addiction

(n=205)

Mean (S.D.)

t
Photo

activity

Appearance

comparison

Body

satisfaction

Instagram

addiction
BMI

Photo activity 03.27 (0.83) 02.44 (0.87) 0−8.87*** 1 −.18*** −.24*** −.41*** −.19***

Appearance

comparison
03.52 (0.91) 02.83 (1.05) 0−6.52*** −.43*** 1 −.15*** .14 −.01***

Body satisfaction 02.81 (0.77) 02.63 (0.77) 0−2.15*** −.16*** −.04*** 1 −.17*** −.39***

Instagram addiction 03.59 (0.51) 02.06 (0.56) −26.47*** −.38*** −.33*** −.07*** 1 −.16***

BMI 20.67 (2.39) 21.22 (3.29) 0−1.79*** −.15*** −.18*** −.37*** −.13*** 1

*p<.05, **p<.01, ***p<.001

below diagonal line: high addiction, above diagonal line: low addiction.

Table 3. Fit statistics for the multi-group CFA                                              (N=346)

Model χ2 df Δχ2 CFI TLI SRMR RMSEA

Unconstrained 253.64*** 142 - .97 .96 .06 .05

Measurement weights 277.57*** 153 23.93*** .96 .96 .06 .05

Structural covariances 296.92*** 159 43.28*** .96 .95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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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41 high addiction, n=205 low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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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CFA                                                                   (N=346)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Photo

activity

Post a photo of me, waist and above visible .66/.73 08.89***/13.64***

.86/.89 .66/.68 .87/.87

Post a photo of me, full body visible
a

- -

View friends' photos that they've added of you .75/.61 09.12***/10.27***

View comments on a photo of me .87/.97 13.49***/23.29***

View likes on photos of me .94/.93 -

Do likes on photos of friends, followers, or some-

one
b - -

Appearance

comparison

When using Instagram, I compare my physical ap-

pearance to the physical appearance of others.
.89/.86 10.75***/15.26***

.85/.89 .69/.73 .86/.86
When using Instagram, I compare how I am dre-

ssed to how other people are dressed.
.79/.80 09.88***/13.93***

When using Instagram, I sometimes compare my

figure to the figures of other people.
.81/.90 -

Body

satisfaction

My body is sexually appealing. .67/.62 10.93***/12.32***

.92/.92 .61/.61 .92/.93

I like my looks just the way they are. .84/.88 14.33***/15.99***

Most people would consider me good looking. .60/.61 08.19***/09.50***

I like the way I look without my clothes on. .64/.71 08.94***/11.70***

I like the way my clothes fit me. .78/.82 12.23***/14.07***

I dislike my physique.(R) .94/.96 18.66***/18.41***

I am physically unattractive.(R) .91/.83 -

n=141 high addiction, n=205 low addiction

Values for high addiction are presented to the left of the diagonal, whereas values for low addiction are to the right of the diagonal.

a: excluded from CFA; b: excluded from EFA

(R): reversed item

Fig. 2. The difference of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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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집단 간 경로계

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의 차이검정을 실

시하였다(Table 7).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에 미

치는 영향은 높은 중독집단과 낮은 중독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더

세부적으로,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에 미치는 정

(+)적인 영향은 높은 중독수준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

났다. 이에 반해, 외모비교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는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 간에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H4a는 지지되었으며, H4b는 기

각되었다. Baron and Kenny(1986)와 MacKinnon(2008)

의 설명에 따르면 3-변수 경로모형에서는 매개변수(본

연구의 외모비교)에서 종속변수(본 연구의 신체만족도)

로의 경로에 대한 집단 간 동일성 검증은 조절된 매개의

검증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비교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로에 대한 집단 간 동일

성 검증결과, 조절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를 거쳐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의 조절효과도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H4c는 기각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20대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용현황에 대

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

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여

성 사용자의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

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NS 중독 정도에 따라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외모비교의 매개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에서의 외

모관련 사진활동을 많이 할수록 외모비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인스타그램 중독수준

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외모비교 성향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력은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

났다. 즉,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의 외모

비교 성향은 그들의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높은 중독수준의 집단에서 나타난 외모비교

와 신체만족도 사이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해석은 조심

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외

Table 5.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for the direct effects

Direct path
High addiction Low addiction

β S.E. t β S.E. t

H1 PA→AC −.53 .07 −5.77*** −.18 .07 −2.46**

H2 AC→BS −.14 .09 −1.65*** −.21 .05 −3.09**

*p<.05, **p<.01, ***p<.001

PA: Photo activity; AC: Appearance comparison; BS: Body satisfaction

Table 6.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for the indirect effects

Indirect path
High addiction Low addiction

β S.E. β S.E.

H3 PA→AC→BS −.08 .05 −.04** .02

**p<.01

PA: Photo activity; AC: Appearance comparison; BS: Body satisfaction

Table 7. The moderating role of Instagram addiction

Path χ2_free χ2_con. Δχ2

PA→AC 319.28 (df=170) 325.34 (df=171) 6.06*

AC→BS 319.28 (df=170) 319.29 (df=171) 0.01*

*p<.05

PA: Photo activity; AC: Appearance comparison; BS: Bod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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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련 사진활동과 신체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심리적 과정으로 알려진 외모비교의 매개효과만

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심리적 상

태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

에(Grogan, 2008),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외모비교

와 신체만족도 사이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는 보다 다양

한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예, 미디어 압박, 내면화 등)를

함께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시험을 통한 세부적인 분석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은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특성이 다르며 그로 인해 인스타그램 활동이 신체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

선, 인스타그램의 사용빈도 및 강도가 높은 참여자들로

구성된 높은 중독수준의 집단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

심과 만족도가 원래 높은 여성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상

에서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을 더 많이 하며, 타인의 외모

사진을 더 많이 찾아보긴 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

족도를 떨어뜨릴 만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

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외모에 대한 높은 자신감

과 만족도가 높은 인스타그램 중독수준 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여성 사용자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력(Meier & Gray, 2014)을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대상

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SNS 상에

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 및 서비스 중, 사진관

련 기능은 특히 젊은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

며, SNS 상의 사진관련 활동과 사용자의 외모관련 태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져 왔다. 더욱이 SNS에서 제

공하는 사진관련 앱과 콘텐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2012년 사진관련 기능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였고

최근에는 사진 특수효과 앱인 마스커레이드(Masquera-

de)를 인수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사진관련 콘텐

츠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인스타그램의 강력한 경쟁자

인 스냅챗(Snapchat) 또한, 최근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바

꿀 수 있는 사진필터를 도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와 같은 SNS의 변화는 사용자의 사진관련 활

동의 증가를 유도하게 되고, 결국 사용자의 전반적인 신

체이미지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

다. SNS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이 외모비교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스타그램

활동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에 따

라 변수 간 관계를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SNS와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의 심화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중독 정도에 따른 비교연구

의 결과는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됨으

로서 관련 연구분야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겪게 되는 외모비교 성향이 사용

자의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에 따른 차이점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의 영향력을 고찰하는 연구에 있어 중독수준 변수의 고

려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SNS와 신체이미지와의

관계 고찰 연구에 있어 SNS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별 분

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SNS의 중독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에서 보이는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 간의 관계에 대

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세부적으로는 높은 중독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높

은 외모비교 성향이 신체만족도에 사이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수의 고찰 연구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SNS의 중독수준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에 대한

보다 확장된 모형의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에 대한 측정에 있어 보

다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제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중독수준을 인스타그램의

사용강도와 이와 관련된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고, 변수

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중독과 낮은 중독수준의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인스타그램 중독수준에 대한 각 집단

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높은 중

독집단의 평균(3.59)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NS 중독은 소셜미디어의 사용빈도 및

강도와 함께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중독증상으로 측정되기도 한다(Blachnio et al., 2016).

예를 들어, The 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Andreassen et al., 2012)은 총 6가지의 주요 중독증상인

중요성(salience), 인내(tolerance), 기분전환(mood modi-

fication), 재발(relapse), 철회(withdrawal), 갈등(conflict)

을 모두 포함한다. SNS 중독수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측정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SNS의 영

향력을 더 자세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SNS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인 20대 여성의 인스타그램 중독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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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상의 외모관련 사진활동 현황을 고찰하였

다. 또한 이러한 인스타그램 활동이 신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건전한 인스타그램 사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SNS 제공 기업

및 개발자들이 SNS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이미지 연구분야에의 다양한 기여와

함께 다음의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변수 간

관계 고찰 연구이며,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 사

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활동 이전과 이후의 사용자의

외모비교 성향과 신체만족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높은 중독수준 집단의 구성원들은 인스타그램 활

동과 상관없이 높은 신체만족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임의표본추출법을 활용

한 조사참여자의 모집은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사용자의 특성

이 반영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통한 본 연

구결과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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