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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남성 신체 이미지 고찰 연구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

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체 이미지 연

구는 여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신

체 이미지 관련 연구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외모 관

심과 외모 불만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

회의 젊은 남성들은 신체 근육 및 지방과 관련하여 주

목할 만한 불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Fallon et al., 

2014; Frederick & Essayli, 2016), 여성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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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ie practices on social media can result in negative body image for me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dual body image pathway mode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e practices on social media and body sa-

tisfaction, with internalization as a mediat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our research 

model when studying 446 young Korean male Instagram us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ie editing beha-

vior, but not selfie browsing behavior, significantly predicted an increased internalization of a body ideal. The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internalization, muscularity dissatisfaction, and body fat dissatisfaction were 

confirmed. Additionally, the indirect effects of selfie editing behavior on muscularity and body fat dissati-

sfaction due to internalization were significant. The study confirmed the detrimental effects of selfie behavior

on body satisfaction for male social media users. The results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that selfie editing

may be a risky behavior since it can result in developing muscularity and body fat dissatisfaction.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 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may elucidate the impacts of selfie practices on men's body image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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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신체 불만족은 섭식이상행동과 과도한 운동 

등의 부정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Kelly et al., 

2015; Velkoff et al., 2019). 특히, 남성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

에서는 남성 신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

고, 부정적 신체 이미지로 야기될 수 있는 남성의 심리

와 행동을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Lee & Lee, 2020).

개인의 신체 이미지는 주변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으로 밝혀져왔다(Groesz et al., 2002). 최근에 나타나

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와 사용 시간의 증가는 다양

한 미디어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가 현대 우리 사회 구

성원의 신체 관련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

력할 것임을 시사한다(Cohen & Blaszczynski, 2015). 

다양한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셀피 활동이 외모 관련 심리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고찰 연구는 최근에 발표되는 

신체 이미지 연구 분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cLean et al., 2019; Modica, 2020; Niu et al., 2020).

소셜 미디어 활동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젊은 남성들

은 자신의 외모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Sorokowski et al., 

2015).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We Are Social, 2020).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사진 활동 수준이나 외모 비교 

후의 외모 관심 수준은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Fox & Vendemia, 2016; Lonergan et al., 

2019). 또한, 소셜 미디어상에서 타인의 셀피를 둘러

보고, 자신의 셀피를 고르고 수정하여 게시하는 각각

의 행동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서로 다른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다(Chang et al., 2019). 남성의 신체 이미

지 형성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의 영향력 규

명은 중요한 연구 분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Modica, 2020), 국내 남성의 세부적인 셀피 활동과 

신체 이미지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으

며, 특히 최근의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기준을 반영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적은 신체 지방을 가진 마른 몸에 집중하는 여성의 

이상적 신체 기준과는 다르게, 남성의 이상적 신체 기

준은 낮은 체지방률과 함께 높은 골격근량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상적 신체 이미지의 기준은 각 나라의 사회

적, 문화적 특성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때로는 극명하

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군살이 없

고 근육이 발달한 몸(Mesomorphic body)을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기준으로 강조한다(Furnham et al., 2002; 

Hargreaves & Tiggemann, 2004; Hong, 2008). 1990년

대 후반까지만 해도 남성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는 근

육이 발달한 몸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른 

몸을 추구하는 경향은 주로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Spitzer et al., 1999; Wienke, 1998). 하지만 최근에는 

근육량의 강조와 함께 신체 지방이 적은 날씬한 몸이 

남성의 이상적 신체 기준으로 여겨짐에 따라, 운동과 

더불어 식이조절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렇듯 남성의 이상적 신체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현

대사회의 남성에 대한 신체 이미지는 근육과 신체 지

방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Girard et al., 2018). 이와 관련하여 Tylka

(2011)는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Du-

al body image pathway model for men)을 제안하였으

며, 최근의 남성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이중경로

의 개념을 적용하는 추세이다(Lee & Lee, 2020; Rod-

gers et al., 2012; Tylka & Andorka, 2012). 남성 신체 이

미지의 이중경로모형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친구, 연예인, 가족, 미디어의 영향)이 이상적 신체 기

준의 내면화를 거쳐 근육 불만족과 신체 지방 불만족

을 야기하게 되며, 각각의 불만족 수준은 근육 강화 행

동과 섭식이상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Lee & Lee, 2020; Tylka, 2011).

본 연구에서는 남성 신체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하

여,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이 이

상적 신체 내면화와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남

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을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셀피 활동은 다른 사

람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외모 사진을 찾아보

는 행동과 자신의 외모 사진을 수정하여 게시하는 행

동으로 구분하여, 각 셀피 활동이 신체 내면화에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신체 만족도는 근육 불만족

과 신체 지방 불만족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 내면화

가 각각의 신체 불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

하였다. 또한, 두 가지의 셀피 활동이 신체 내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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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신체 내면화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

다. 본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검증되어온 신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

을 국내 남성에게 적용하고,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을 

두 가지(셀피 둘러보기와 셀피 수정하기)로 구분하며, 

근육과 신체 지방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

써 국내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

해를 돕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

소셜 미디어라는 가상 세계에서는 계정 사용자가 공

유하는 사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

며, 사진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곧 사용자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음

식, 풍경, 외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게

시한다. 이 중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나오는 

셀피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Kim 

et al., 2017). 셀피란 스스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일컫는

데, 주로 스마트폰이나 웹캡으로 찍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사진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

는 자신의 계정에 셀피를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

에게 자신의 이미지와 개성을 표현하는데, 이때 자신

의 외모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셀피를 선

택하여 게시하게 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적 외모

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Hazlett & 

Hoehn-Saric, 2000), 이러한 매력적 외모의 영향은 소

셜 미디어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

이, 매력적인 외모 사진은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인기 

정도나 친구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Wang et al., 2010).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더 좋은 외모를 보여주기 위

해, 자신의 외모 사진을 신중하게 고르고, 사진상의 외

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셀피를 수정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Chae, 2017; Dutta et al., 2016). 즉, 소셜 미디

어에서의 셀피 관련 행동에는 타인의 셀피를 둘러보

는 행동과 자신의 셀피를 고르거나 수정하여 게시하

는 행동이 포함된다(Chang et al., 2019). 셀피 둘러보

기 행동은 다른 계정 사용자의 이미지나 성향을 파악

하기 위해 그들의 외모 사진을 찾아보는 행동을 일컫

는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셀피 둘러보기 행동을 통

해 친구, 일반인,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외모 

사진에 노출된다. 셀피 수정하기 행동은 소셜 미디어 

게시용의 사진을 고르기 위해 여러 장의 외모 사진을 

찍거나, 사진상의 외모를 사회의 이상적 기준에 맞추

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이나 보정 어플을 통해 수정하

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셀피 관련 행동은 소셜 미디

어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소

셜 미디어에 게시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외모 사진은 

실제보다 매력적인 경우가 많으며, 젊은 여성들은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전문적으로 생산된 연예인의 외모 

사진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이

상적 신체 이미지 노출은 사용자의 신체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젊은 사용

자의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Groesz et al., 2002; Sun, 

2021). 이와 함께, 이상적 외모 사진에의 노출 빈도가 

높고 소셜 미디어 게시를 위한 셀피 수정 행동을 많이 

하는 사용자는 타인과의 외모 비교 성향이 높으며, 신

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Couture Bue, 

2020; Modica,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젊은 남성의 

셀피 관련 행동을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 행동으

로 구분하여,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두 행동변수의 영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신체 내면화

각 집단이나 사회에는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공통된 

태도나 행동의 기준인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사회 구

성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해진, 다른 구성원들

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사회

화 과정을 통해 전달받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내면화이다(Scott, 1971). 사람들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발달 과정으로 다양한 사

회 기준에 대한 내면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Scott

(1971)는 내면화 과정을 사회 규범에 대한 학습, 이해, 

수용의 세 단계로 설명하였다. 개인은 우선 다양한 사

회 규범 및 기준에 대해 배우고, 각각의 사회 규범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해

당 규범을 자신의 태도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 개념은 개인의 신체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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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

로도 적용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하

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대해 인지 및 학습하게 되는

데, 이때 사회의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신체 이

미지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를 이상적 신체 내면화라고 

한다(Fardouly et al., 2018; Thompson et al., 1999).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과 사회

적 영향력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 형성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

구가 발표되어왔다(Saiphoo & Vahedi, 2019). 현대사

회의 젊은 남성들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 

신체 기준에 대해 학습하며,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비교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 

Lee, 2020). 특히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사용자로 하여

금 이상적 신체 사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

써, 이상적 신체 내면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Lee & Lee, 

2021).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타인의 외모 사진을 둘러

보는 행동, 셀피 게시 행동, 셀피에 대한 피드백 확인 

행동 등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Lonergan et al., 2019; Meier & 

Gray, 2014). 또한 셀피 수정은 자신의 외모를 이상적 

신체 기준에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 내

면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Mingoia et al., 2019). 

자신의 사진상의 외모를 수정하는 행동은 그 행동의 주

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대상(Object)’으로 바라보게 

하며, 자신의 외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더 잘 인식하게 

한다(Lamp et al., 2019; Mills et al., 2018). 또한, 자기 

스스로를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대상으로 인식하

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외모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

는 개인의 심리를 부추기게 된다(Fardouly et al., 2018). 

특히 소셜 미디어상의 외모 사진은 계정 사용자가 자

신의 외모가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하거나 수정하여 게

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셀피를 둘러보고 

자신의 셀피를 수정하는 행동은 사회의 이상적 외모 

기준에 대한 반복적 학습이 된다. 즉, 셀피 둘러보기와 

셀피 수정 행동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자신의 외모

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나은 외모를 가져야 한다고 만들

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Chang et al., 2019). 이러한 이론적 배경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셀피 둘러보기와 셀피 수

정하기 행동은 이상적 신체 내면화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1. 소셜 미디어 셀피 둘러보기 행동과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 사이에는 정(+)의 관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소셜 미디어 셀피 수정하기 행동과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 사이에는 정(+)의 관

계가 있을 것이다. 

3. 남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은 남성의 신체 이

미지를 연구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다(Tylka, 2011). 

미의 기준이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주로 근육이 발달하

고 지방이 적은 신체가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이미지로 

정의된다. 즉,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

형은 여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남성의 신체 이미지

에서 강조하는 높은 근육량과 낮은 체지방량을 모두 

고려하여 제안된 모형이다. 여성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

는 주로 마른 몸에 집중되는 반면에, 남성의 신체 이미

지 연구는 근육에 대한 불만족과 신체 지방에 대한 불

만족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남

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을 제안한 Tylka 

(2011)는 남성의 근육 불만족은 근육 강화 행동을 예측

하며, 신체 지방 불만족은 식단 요법 등의 체중 조절 행

동을 예측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매력적인 신체를 갖기 위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고, 이와 동시에 식이 조절과 다이어트를 통해 신체 

지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남성들의 행동과 같은 맥

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이 적은 남성의 이상

적 신체는 마른 몸을 추구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남성의 경우, 체지방량을 낮추고 

싶은 이유가 주로 자신의 신체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남성의 신체 불만족 정도는 여성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며, 남성의 특성에 맞게 측정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중경로모형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남성의 신체 내

면화를 거쳐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연령, 인종, 문화

적 배경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었다(Girard 

et al., 2018; Lee & Lee, 2020; Rodgers et al., 2012; Tylka 

& Andorka, 2012). Lee and Lee(2020)는 확장된 삼자

영향 이중경로모형을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

는 국내 20~30대 남성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 행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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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예인의 소셜 미디

어와 현실 친구(온라인상의 친구가 아닌)로부터의 압

박은 이상적 남성 신체의 내면화를 거쳐,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 근육 강화 및 섭식이상행동으로 이어짐

을 밝혔다. 미국인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신체 이

미지 삼자영향모형과 이중경로모형을 검증한 Tylka 

and Andorka(2012)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와 파트너의 

압박, 동성애 커뮤니티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이상적 

신체 내면화가 높아지며, 이는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

족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즉, 남성의 신체 내면화 수준

이 높을수록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이 모두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 젊은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 수

준은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3.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와 근육 불만족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와 신체 지방 불

만족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상적 신체 내면화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사회-

인지적 메카니즘이다(Morry & Staska, 2001). 신체 이

미지 삼자영향모형 등의 신체 이미지 관련 이론에서도 

이상적 신체에 대한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부터의 압

박은 이상적 신체 기준의 내면화와 타인과의 비교 과

정을 통해 개인의 전반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Thompson et al., 1999; Tylka, 2011).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

회의 이상적 신체 기준에 대한 내면화를 경험하게 되

며, 개인의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

록 신체 불만족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Bair et al., 2012; 

Stratton et al., 2015). 소셜 미디어상의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 행동은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

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며,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현실적 외모 기준에 

적응하고 이를 자신의 목표로 내면화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일반인 대부분은 갖기 힘든 외모와 신체 사이

즈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높

은 이상적 신체 내면화 수준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목

표로 추구하는 외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높은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와 신체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신

체 내면화 과정의 매개효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

혀져 왔으며(Lee & Lee, 2021; Xiaojing, 2017), 국내 남

성들을 대상으로도 그 중요성이 보고되었다(Lee & Lee, 

2020). 또한, 이상적 신체 이미지 노출과 신체 불만족, 

부정적 감정 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섭식이상행

동의 관계에 대한 33편의 실험 연구를 메타분석한 Hau-

senbla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이상

적 신체 이미지 노출이 개인의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이상적 신체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진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소셜 미디어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 행동은 

이상적 신체 내면화를 거쳐 근육 불만족과 신체 지방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

였다.

가설 5. 소셜 미디어 셀피 둘러보기 행동과 남성의 

근육 불만족 사이에는 이상적 신체 내면화

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소셜 미디어 셀피 둘러보기 행동과 남성의 

신체 지방 불만족 사이에는 이상적 신체 내

면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소셜 미디어 셀피 수정하기 행동과 남성의 

근육 불만족 사이에는 이상적 신체 내면화

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소셜 미디어 셀피 수정하기 행동과 남성의 

신체 지방 불만족 사이에는 이상적 신체 내

면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과 남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주요 연구변수를 설정하고, 변수 간 관계에 대

한 연구모형을 제안, 이를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Fig. 1>에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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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H4

H2

H1Selfie 

browsing

Selfie 

edit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Muscularity 

dissatisfaction

Body fat 

dissatisfaction

Selfie practices on 

social media

H5: Selfie brows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Muscularity dissatisfaction

H6: Selfie brows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Body fat dissatisfaction

H7: Selfie edit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Muscularity dissatisfaction

H8: Selfie edit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Body fat dissatisfaction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0년 8월에 전문 리서치 회사

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

여 조건을 충족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응답자 중,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자료를 제외하였

고, 최종적으로 446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4.98세(S.D.=2.78)였다

(Table 1). 직업은 학생(n=230, 51.57%)과 사무직(n=

122, 27.3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Variable Categories n %

Occupation

Student

Office worker

Professional

Production worker

Others

230

122

45

14

35

51.57

27.35

10.09

3.14

7.8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Currently attending college or graduated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y or graduated

Graduate degree

36

54

336

20

8.07

12.11

75.34

4.48

Average daily time spent on Instagram

Less than 10 minutes

10-30 minutes

31 minutes-1 hour

1-2 hours

2-3 hours

Over 3 hours

34

167

129

67

31

18

7.62

37.44

28.92

15.02

6.95

4.04

Have you posted your selfie

or appearance-related photos on Instagram?

Yes

No

214

232

47.98

52.02

Height (Unit: cm) Mean=174.88, S.D.=5.57, Min=161, Max=193

Weight (Unit: kg) Mean=72.29, S.D.=11.70, Min=46, Max=124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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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졸업(n=336, 75.3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74.88 cm

(S.D.=5.57, Min=161 cm, Max=193 cm), 72.29 kg(S.D.

=11.70, Min=46 kg, Max=124 kg)으로 조사되었다. 응

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평균 신

체질량지수는 평균 23.62 kg/m2(S.D.=3.52, Min=15.32 

kg/m2, Max=40.96 kg/m2)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약 10~30분(n=167, 37.44%)과 약 31분~1시

간(n=129, 28.92%)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반이었

으며, 절반 정도의 응답자(n=214, 47.98%)는 지난 한 

주 동안 셀피나 자신의 외모가 나오는 사진을 인스타

그램에 게시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3. 측정도구

온라인 설문은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

모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 신체 내면화, 근육 불만족, 신체 지방 불만족, 인

구통계학적 변수로 구성되었다.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

은 Chang et al.(2019)이 제안한 인스타그램 셀피 활동 

측정도구 중, 두 가지 하위차원인 둘러보기(Browsing)

와 수정하기(Editing)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둘러보

기 차원은 다른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외모 사

진을 찾아보는 활동을 측정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응답자는 자신의 평소 활동에 대해 ‘1=전혀 하

지 않는다, 2=하루에 한 번, 3=몇 시간 간격으로, 4=한 

시간 간격으로, 5=30분 간격으로, 6=10분 간격으로’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수정하기 차원은 소셜 미디어에 

셀피를 게시하기 전에 사진상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

한 준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러 장의 셀피 찍

기, 사진 보정 앱을 사용해 셀피 수정하기 등의 행동을 

측정하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형 5점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5=항상 한다)로 측

정되었다. Chang et al.(2019)은 둘러보기와 수정하기 

차원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군살이 없고 

근육이 발달한 이상적 신체 내면화(Internalization of 

the mesomorphic ideal)는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

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4-Revised-Male(SA-

TAQ-4R-Male)(Schaefer et al., 2017)의 내면화 하위차

원(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리

커트형 5점 척도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였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매우 동의한다). 이 측정도구는 미

국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높은 신뢰도와 구성타당

도가 검증되었으며(Schaefer et al., 2017), 규칙적인 운

동을 하고 있는 20~30대 국내 남성 소셜 미디어 사용

자를 대상으로 높은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다(Lee & 

Lee, 2019).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

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의 신체 불만족인 근육 불만족

과 신체 지방 불만족은 the Male Body Attitudes Scale

(MBAS)(Tylka et al., 2005)의 Muscularity와 Body fat 

하위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각 차원은 신체 근육과 신

체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근육 불만족 10문항과 신체 지방 

불만족 8문항을 포함하였다. 응답은 리커트형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6=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해당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이미 다양한 문

화, 인종, 개인적 특성의 남성을 대상으로 검증되어왔

으며(Blashill & Vander Wal, 2009; Ryan et al., 2011), 

20~30대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도 높은 신뢰도가 보고

되었다(Lee & Lee, 2020). 이 외에 응답자의 나이, 직

업, 교육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키, 몸무게, 하

루 평균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셀피 사진 게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도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고, AMOS를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은 요인문항묶음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문항묶음방법은 두 개 이상의 개별 문항을 합

산 또는 평균을 계산하여 관측변수로 활용하는 방법

론으로, (1) 자료가 비정규 분포인 경우 (2) 표본이 매우 

작은 경우, (3)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문항이 많은 경

우, (4) 자료가 비연속형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Ban-

dalos, 2002; Matsunaga, 2008).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문항 수를 줄임으로써 연구모형을 보다 간

명하게 하기 위해 문항묶음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항

묶음방법의 활용을 결정하는 측정문항 수의 기준은 

명확히 보고된바가 없지만, 남성 신체 이미지의 이중

경로모형을 적용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방

법이다(Lee & Lee, 2020; Tylka, 2011; Tylka & Andor-

ka, 2012). 문항묶음분석의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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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요인묶음방법을 활용하여 단일차원 요인의 문

항들을 3개의 문항묶음(Parcel)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문항묶음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의 요인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문항묶음 

1(Parcel 1), 문항묶음 2(Parcel 2), 문항묶음 3(Parcel 3)

에 3개의 문항을 정순으로 배정한다. 다음으로, 남은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크기에 따라 각 문항묶음에 3개

의 문항을 역순으로 포함시킨다. 다음 단계로는, 남은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크기에 따라 다시 정순으로 3개

의 문항을 배정한다. 모든 문항이 문항묶음에 배정될

때까지 정순, 역순 배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

항묶음방법을 사용하여 간명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Coffman & MacCal-

lum, 2005; Russell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네 개 이

상의 문항으로 측정된 신체 내면화, 근육 불만족, 신체 

지방 불만족의 세 변수에 대해 요인문항묶음방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성을 검증

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소

셜 미디어 셀피 활동의 둘러보기(r=.16, p<.01)와 수

정하기(r=.26, p<.001) 차원은 모두 신체 내면화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체 내면화는 근

육 불만족(r=.54, p<.001), 신체 지방 불만족(r=.27, p< 

.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는 모두 근육 불만족과 

직접적인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r=.13, p<.01; r=.19, 

p<.001, respectively), 신체 지방 불만족과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6, p=.21; r=.03, p=.53, 

respectively).

2.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주요 연구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다섯 개의 주요 

변수를 측정한 총 29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낮

은 적재량(<.50)을 보인 신체 내면화의 두 문항을 제거

하였다. 남은 27문항은 다섯 요인으로 구성됨이 확인

되었고, 요인적재값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70 이상으로 확인되

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χ2=191.53, df=67, p<.001, 

TLI=.97, CFI=.98, RMSEA=.07의 적합도 지수가 확인

되었고, 각 요인의 표준적재치와 개념신뢰도는 기준

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4). 또한, 모

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으로 분석되어, 

연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두 구성

개념의 상관계수 제곱값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

출값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어, 변수들에 대한 판별타

당성이 확보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3.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94.49, df=70, 

p<.001, TLI=.97, CFI=.98, RMSEA=.06으로 적절한 적

합성이 확인되었다. 제시된 변수 간 경로분석과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셀피 둘러보기

는 신체 내면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β=.09, p

=.15). 반면, 셀피 수정하기는 신체 내면화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가설 2는 채택되었다(β=.25, p<.001). 신체 내면화

Mean (S.D.) 1 2 3 4 5

1. Selfie browsing 3.03 (  .91) 1.00

2. Selfie editing 2.66 (1.12) 0.32*** 1.00

3.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3.62 (  .81) 0.16** 0.26*** 1.00

4. Muscularity dissatisfaction 3.83 (1.12) 0.13** 0.19*** 0.54*** 1.00

5. Body fat dissatisfaction 3.35 (1.32) 0.06 0.03 0.27*** 0.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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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elfie browsing, selfie editing,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muscularity dis- 

satisfaction, and body fat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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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uscularity

dissatisfaction

Item 1. I think I have too little muscle on my body. .62

9.81
33.82

(33.82)
.79

Item 2. I wish my arms were stronger. .75

Item 3. I think my legs are not muscular enough. .74

Item 4. I think my chest should be broader. .84

Item 5. I think my shoulders are too narrow. .69

Item 6. I think my arms should be larger (i.e., more muscular). .84

Item 7. I think my calves should be larger (i.e., more muscular). .70

Item 8. I think my back should be larger and more defined. .80

Item 9. I think my chest should be larger and more defined. .81

Item 10. I feel dissatisfied with the definition in my arms. .74

Body fat

dissatisfaction

Item 1. I think my body should be leaner. .83

5.07
17.47

(51.29)
.85

Item 2. I feel dissatisfied with the definition in my abs (i.e., 

stomach muscles).
.62

Item 3. I am concerned that my stomach is too flabby. .84

Item 4. I think I have too much fat on my body. .93

Item 5. I think my abs are not thin enough. .89

Item 6. Has eating sweets, cakes, or other high calorie food 

made you feel fat or weak?
.71

Item 7. Have you felt excessively large and rounded (i.e., fat)? .83

Item 8. Have you been so worried about your body size or sha-

pe that you have been feeling that you ought to diet? 
.89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Item 1. It is important for me to look muscular. .78

2.69
09.26

(60.55)
.90

Item 2. I want my body to look very thin. .60

Item 3. I think a lot about looking muscular. .80

Item 4. I think a lot about looking thin. .63

Item 5. I want my body to look muscular. .77

Item 6. I would like to have a body that looks very muscular. .69

Selfie editing

Item 1. Before posting a selfie on Instagram, how frequently 

do you use photo-editing apps to modify your facial 

features or body shapes?

.84

2.11
07.28

(67.83)
.94Item 2. How frequently do you use filters to enhance colors 

and effects?
.79

Item 3. How frequently do you take multiple pictures of your-

self in order to post the best shot on Instagram?
.73

Selfie browsing

Item 1. On a typical day, how often do you check Instagram, 

even if you are logged on all day?
.65

1.31
04.51

(72.34)
.95

Item 2. On a typical day, how often do you browse the Instagram 

posts of peers you follow?
.96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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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육 불만족(β=.54, p<.001), 신체 지방 불만족(β=.31, 

p<.001) 사이에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

인되었으며,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연구모형

에서 제시된 간접 경로에 대한 가설 5~가설 8은 10,000 

부트스트랩 표본과 95% 신뢰구간 안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셀피 둘러보기와 근

육 불만족(β=.05, p=.19) 및 신체 지방 불만족(β=.03, p

=.18) 사이에서 신체 내면화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5와 가

설 6은 기각되었다. 이에 반해, 셀피 수정하기와 근육 

불만족(β=.13, p<.001) 및 신체 지방 불만족(β=.08, p< 

.001) 사이에서 신체 내면화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7과 가설 8

은 채택되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

모형을 적용하여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이 근육 및 신

체 지방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수 간 관

Direct path β SE t

H1 Selfie browsing→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09 .05 1.45

H2 Selfie editing→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25*** .04 4.23

H3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Muscularity dissatisfaction .54*** .07 11.84

H4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Body fat dissatisfaction .31*** .08 6.37

Indirect path β SE 95% CI

H5 Selfie browsing→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Muscularity dissatisfaction .05 .04 [‒.02, .12]

H6 Selfie browsing→Internalizaion of mesomorphic ideal→Body fat dissatisfaction .03 .02 [‒.01, .07]

H7 Selfie editing→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Muscularity dissatisfaction .13*** .04 [.07, .21]

H8 Selfie editing→Internalizaion of mesomorphic ideal→Body fat dissatisfaction .08*** .02 [.04, .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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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AVE CR

Selfie browsing
Item 1 .87*** -

.66 .80
Item 2 .76*** 07.50

Selfie editing

Item 1 .86*** -

.65 .77Item 2 .79*** 16.99

Item 3 .78*** 16.87

Internalization of

mesomorphic ideal

Parcel 1 (Item 2, 3) .91*** -

.77 .93Parcel 2 (Item 1, 4) .92*** 28.29

Parcel 3 (Item 5, 6) .81*** 22.73

Muscularity

dissatisfaction

Parcel 1 (Item 3, 6, 10) .95*** -

.87 .94Parcel 2 (Item 2, 4, 7) .94*** 38.29

Parcel 3 (Item 1, 5, 8, 9) .91*** 35.47

Body fat

dissatisfaction

Parcel 1 (Item 1, 4, 6) .94*** -

.90 .94Parcel 2 (Item 2, 5, 7) .96*** 44.23

Parcel 3 (Item 3, 8) .95*** 40.89

***p<.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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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 신체 내면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셀피 활동은 자신과 타인의 계정 사진을 둘러보는 

행동과 셀피 수정 행동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고찰하

였다. 20대 남성 인스타그램 사용자로부터의 설문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셀피 둘러보기와 셀피 수정하기 행

동은 모두 남성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와 정(+)의 관계

가 있지만, 이 중 셀피 수정 행동만이 신체 내면화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셀피 둘러보기와 셀피 수정하기 행동이 신체 내면

화를 거쳐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도 셀피 수정하기 행동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

한 이상적 신체 노출과 외모 사진 게시 행동은 사용자

의 이상적 신체 내면화, 신체 비교 등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신체 불만족과 섭식이상행동 등의 부정적인 신

체 관리 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Rodgers, 

2016). Wa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셀피를 보는 빈도와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이상적 신

체 내면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Rous-

seau(2021)는 셀피 수정 행동을 많이 할수록 이상적 신

체 이미지의 내면화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타인의 외모 사진에 노출되는 정도보다는 자

신의 외모 사진을 수정하는 행동이 남성 사용자의 이

상적 신체 내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셀피 둘러보기 행동이 신체 내면화에 미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지만, 본 연구는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 행동

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첫 시도로써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온 변수 간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결

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 신체 내면화는 근

육과 신체 지방 불만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남성 신체 이미

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을 미국인 남성(Tylka, 2011), 

동성애 남성(Tylka & Andorka, 2012), 프랑스인 남성(Gi-

rard et al., 2018), 남자 청소년(Jones & Crawford, 2005)

을 대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한국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압박과 신체 내면화가 신체 만족 

및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Lee and 

Lee(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 미디어상의 셀피 수정 행동

이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강력하고 부정적

인 영향력을 시사한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 이전부터 

수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강

력했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상

적 신체에 대해 주로 미디어를 통해 학습하게 되기 때

문이다.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보다 사용자의 신

체 이미지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소

셜 미디어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 이미지에 노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플을 활용한 손쉬운 셀피 수정의 가능성은 소

셜 미디어 사용자의 외모 관심도를 더욱 높아지게 하

며, 궁극적으로 부정적 신체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

(Lee & Lee, 2021). 셀피 수정 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용자의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위험한 외모 관리 행

동의 가능성은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Boursier et al., 2020; Lamp et al., 2019). 소셜 미디어 사

용자는 셀피 수정 과정에서 이상적 신체의 기준에 대

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에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

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게 된다(Lamp et al., 2019). 이

러한 신체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진 신체 

근육과 지방에 대한 불만족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셀피 수정 행동의 위험

성은 국내 젊은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위해서는 셀피 수정 행동의 부정적 영향력

을 낮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 변수 간의 선후 및 인

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

석에 제한점이 있다. 셀피 활동과 신체 이미지 사이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면조사의 반복적 시행

이나 실험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겠다. 둘째, 인스타그램을 매일 사용하는 국내 20대 남

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해

석의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남성 신체 이미지에 대

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

적 배경을 지닌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셀피 관련 행동을 셀피 

둘러보기와 수정하기의 두 행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셀피 관련 행동을 셀피 촬

영, 게시, 투자, 수정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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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Rousseau, 2021).

본 연구는 첫째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20대 남성의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과 신체 이미지와의 관계를 남

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이중경로모형을 바탕으로 파

악하였다는 이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남성의 신체 이

미지는 근육 및 신체 지방에 대해 구분되어 분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

다. 또한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과 근육 및 신체 지방 

불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 군살이 없고 근육이 발달

한 신체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이중경로모형 적용의 적합

성과 함께 신체 내면화 심리 과정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셀피 활동과 신체 이미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셀피 수정 행동과 신체 내면화의 직접적인 

정(+)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에 기여한

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검증되어 온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이 사용자 신체 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남성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후속연구의 필요

성과도 부합되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 셀피 활동을 통

해 겪게 되는 이상적 신체 내면화의 심리적 과정에 대

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

가 남성 사용자의 외모 관련 행동과 심리에 미칠 수 있

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셋째, 이중경로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검증된 국

내 남성의 신체 이미지 형성 과정은 소셜 미디어와 신

체 이미지 관련 연구 분야의 심화에 이바지하며,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확립을 위한 사회의 노력은 남성을 대

상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셜 미

디어 셀피 관련 활동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셀

피 수정 행동은 남성의 근육과 신체 지방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 남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

된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에의 노출은 우리 사회의 젊은 남성들의 외모 관련 심

리와 외모 만족 및 외모 자신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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