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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articulating the effect of Mukbang (known as eating show) on obesity. Based 

on the fact that obesity is a major health risk factor that causes various disea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factors and Mukbang watching related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health related factors (i.e. health consciousness and health 

information behavior) and Mukbang watching related factors affect obesity through five research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research company for 4 days from July 21 to 

24, 2020. Among the panels owned by the survey company, a total of 668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based on gender and age of Mukbang viewer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ver.23.0 program, and 

mediation analysis was done through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health consciousness affects obesity, and as health consciousness increases, obesity 

level decreases. Health consciousness is an individual's propensity that reflects the willingness to take 

an interest in specific health behaviors and it functions as a motive for performing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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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obese people are engaged in more obesity related health information seeking two times 

more while non-obese people tend to seek out general health information. Third, obesity was more 

likely to be observed with more time and more frequent watching of Mukbang, but the influence of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after watching Mukbang on obesity was not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watching Mukbang and imitative eating behavior are different dimensions.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kbang watching related factors, the mediating role 

of the satisfaction with Mukbang watching was found. Satisfaction with Mukbang watching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both the obese and non-obese groups, and the total effect was 

greater in the obese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extension of media 

research related to health issues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ukbang watching and health 

related factors. More specifically, a strategic plan for raising health consciousness and promoting 

health information behavior for solving the obesity problem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use of 

Mukbang was presented. In future research, a multidimensional and empirical approach to Mukbang 

watching and obesity needs to be taken, and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and obesity needs to be made.

Keywords: Obesity, Mukbang, Health Consciousness, Health Information Behavior,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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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비만 유병률은계속증가하고 있다. 실제과체중과 비만은전세계 주요사망위험요인

중 5번째 요인이며, 2017년 기준 매년 약 400만명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

망한다(WHO. 2020). 우리나라도예외는 아니다. 2018년기준 국내19세이상 성인의비만 유

병률은35%, 소아청소년의 비만유병률은2016-2018년 평균11.5%에달한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19).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경제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만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적 손

실은 한해 1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a). 이는 비만 관련 질병 치료를 위

한사회경제적 비용뿐만아니라결근이나휴직 등으로인한생산성저하로 오는손실까지더해진

것으로 비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만을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닌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치료

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경고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 ‘유행병’으로 지칭한 만큼 비만은 단지 건

강문제가아닌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최근 비만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먹방(먹는 방송)이 비만

을조장한다는 지적과함께먹방 프로그램이나콘텐츠에대한 규제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비만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2%가 먹방이 비만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8b) 김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51.9%가 먹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Kang, & Yun,

2019). 먹방의 비만 유발 가능성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보건복지부

는 2018년「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먹방을 ‘폭식조장 미디어’로 명명하고, 광

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취지를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청소년에 대한 약영향을 우려하며 규제에 지지하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대응이 지나

친간섭이라고주장하는등상반된의견이나타나기도하였다.

먹방 콘텐츠와 비만과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상황이다. 미디어 이용이나 TV, 소셜미디어에서의 식품 광고가 식습관에 미치는부정

적인 영향은 꾸준히 연구되었고(Boyce, 2007; Boyland & Halford, 2013; Dunlop,

Freeman, & Jones, 2016; Jordan, Kramer-Golinkoff, & Strasburger, 2008;

Schneider, Dunton, & Cooper, 2007), 최근 먹방이 인기를끌며 먹방시청의 동기요인이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먹방과 비만의 관계, 특히 건강 관련 미디어 요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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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먹방 시청과 모방적 섭식행위가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

관점에서비만인과 비비만인의먹방시청에는 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탐구하고, 이들간의 관계

를규명하고자한연구는없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먹방 시청과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해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상태

와 건강행동의 예측요인인 건강의식(Gould, 1988; Plank & Gould, 1990)과 건강정보행동

에주목하여비만과의관계를검토하고자 한다.특히건강정보행동은 미디어이용과관련된 건강

예측 요인으로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주요변수이다.또한본연구는 미디어 이용으로서의 먹

방 시청과 관련된 요인,즉먹방 시청정도와 시청만족도, 먹방 모방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비만인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를 비교하여규명할 것이다. 비만에 미치는 건강 요인과 먹방 시청 요인

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접근과 먹방시청요인 간 관계에 대한 면밀한 규명을통해본연구는 비

만문제해결을위한이론적, 실무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문헌고찰및연구문제

1) 건강의식과 비만

건강의식(Health Consciousness)은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것으

로 건강을 추구하는 개인의 지향성이다(Becker, Maiman, Kirscht, Haefner, &

Drachman, 1977; Hong, 2009). 건강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또는특성으로, 특정 건강

행동에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동기로 작용하며(Moorman &

Matulich, 1993; Sakib, Zolfagharian, & Yazdanparast, 2020). 건강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가능성이높다(박순주·이영혜,

2016; Gould, 1988; Iversen &Kraft, 2006; Michaelidou &Hassan, 2008; Newsom,

McFarland, Kaplan, Huguet, Zani, 2005; Plank &Gould, 1990).

건강의식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식생활(식품선택, 영양표시, 외식, 유기농식품 등)

과 관련된 소비자 연구(박미선·이범준·함선옥, 2014; 이경미·이종호; 2018; 이서현·유재윤·이

민아, 2020; 이종호, 2017; 함선옥·정진이·김영신, 2016), 체육수업참여, 운동과같은신체

활동에 관한 연구(김범준·최석환, 2014; 박주영, 2007)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건강

의식과 건강증진행위,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논의하면서(박순주·이영혜, 2016;하주영·최은영,

2013), 건강을 의식하는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웰니스(wellness)에 관심을갖고 건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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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Kraft & Gooddell, 1993; Newsom et al.,

2005).

따라서본연구는 건강 행동을추구하는 건강 의식이 비만 정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

고, 이들 간의 관계를탐구하고자 한다. 건강의식과 비만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다뤄지지않았으

나, 건강의식과 건강증진행위, 비만여부 등과의 관련성은 광범위하게연구된 바 있다. 비만이

아닌 경우, 비만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가높게나타나 건강의식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연구가

있으며(김나연·정인숙·김정순, 2001; Park &Oh, 2004), 음식에 대한 생각 및선택과 관련하

여 건강의식과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Mai &

Hoffmann, 2015). 이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맛이 있는 음식은 곧, 건강하지 않은 음

식’(UTI, Unhealthy-Tasty Intuition)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건강의식이높을수록UTI

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며, 이러한 인식이 BMI를낮추는 것을 밝혀건강의식과 비만과의 관계를

입증했다. 이에본연구는 건강의식이높을수록식생활에 대한 관심과신체활동에 대한참여등

본인의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높아지고, 비만을낮출수 있다는선행연구의논의를 바

탕으로다음의연구문제를도출하였다.

연구문제1.건강의식은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2) 건강정보행동과 비만

건강정보행동(Health Information Behavior)은 건강에 대한 정보탐색과 공유 등을포함하는

능동적인건강정보추구행위로, 최근의건강정보행동은 인터넷정보제공의활성화로인해,온라

인 상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Atkinson, Saperstein, & Pleis,

2009). 건강정보행동은건강 행동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주요변인으로 건강커뮤니케이

션연구 및 건강 관련 미디어 연구에서논의되어왔다. 특히, 온라인 건강정보행동과 건강과의

관련성은 꾸준히 입증되어 왔는데, 맥킨리와 라이트(McKinley & Wright, 2014), 김과 리

(Kim & Lee, 2014)는온라인 건강정보행동을 많이 할수록당뇨와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식습관교정과같은 생활습관질병 개선행동이 증가함을 밝혔다. 건강정보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

병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데(Lorence, Park, & Fox, 2006), 건강정보의탐색과 공

유, 즉, 건강정보행동은 건강행동을 이끄는긍정적 요인이다. 건강정보행동은 식습관 및운동 습

관의변화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인식 및 비만과 관련한 건강행동, 비만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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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정재선·김정남, 2015). 건강정보를 많이탐색하고 건강정보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한 건강관리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다(Baker, Wagner,

Singer, &Bundorf, 2003).

따라서본연구는 건강상태또는 건강행동을 예측하는인식변인인건강 의식과함께, 행동

요인으로서미디어 상에서건강과관련된정보를탐색하고획득하는활동또한 비만에영향을미

친다는선행연구에 바따라다음과같은 연구문제를도출하였다.특히, 대부분의정보행동이인터

넷, 신문 등의 미디어를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는점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건강정보행동을일

반적인 건강정보를찾고 공유하는 행동과 비만과 관련된 정보행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건강정

보행동이비만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탐구하고자하였다.

연구문제2.건강정보행동은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2-1.건강과관련된정보행동은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2-2.비만과관련된정보행동은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3) 미디어 이용 행위로서 먹방 시청과 비만

(1) 먹방에대한선행연구

2009년 아프리카TV에서처음 등장한 ‘먹방’은 먹는다는뜻의 ‘먹’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신조어

로, ‘먹는방송’을의미한다. <허핑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등에 소개되며국내뿐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끌고 있다(위키백과, 2020). 먹방의 인기는 국내크리에이터 콘텐츠 시청자분

포를통해서도알수 있는데, 2020 인터넷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요리/음식/맛집주제의 콘텐츠

가크리에이터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이용자분포를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스미디어,

2020). 먹방이 인기를끌자 ‘얼리어먹터(Early Adopter와 먹다의 합성어)’, ‘먹캉스(먹다와 바

캉스의 합성어)’, ‘푸드로맨스(먹는 콘텐츠에서 소소만 만족과 위로를얻는 것)’등신조어까지 등

장하며 먹방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2019,

2020;네이버시사상식사전, 2020). 학술연구에서 먹방에 대한 정의나 개념화는 명확하게이뤄

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 정의되고 있으며(박신자·백선기,

2013), 먹방을 사회적커뮤니케이션현상으로 나타난미디어 이용 행위이자 미디어 문화의 한

양상으로보고 있다(홍석경·박소정, 2016). 따라서 이제먹방은 음식을소재로한 TV 프로그램,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방송을 광범위하게의미하며, 먹는 것과 요리하는 콘텐츠를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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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포함한다할수있다.

먹방에 대한 연구는 2015년 이후미디어, 심리, 보건 등 다양한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먹방이 한국의독특한 사회, 문화적맥락에서 발달하다보니, 초기에는 먹방 콘텐츠 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와 사회적 측면의 해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의 연구는 먹방 시청경

험, 시청동기, 시청효과와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확장되었다. 나은경(2015)은 먹방과쿡방

의 사회적논의를 정리, 이를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로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학문적인탐구가 필요함을 시사했으며, 김형우(2015)는 먹방을 1인

가구의증가와함께변화된문화로바라보기도했다.

먹방 시청의 동기와효과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접근을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미디어 이용

행동과동기 이론을적용한연구들이 주를이루었다. 김혜진(2015)은 사람들이먹방을계속해서

시청하는이유를 식습관과몸에관련된스트레스를해소하려는심리가 있기때문인것으로,홍석

경과박소정(2016)은 먹방 시청이 실질적, 정서적허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윤재와 김미라(2016)는 미디어 이용과충족이론에 바탕을 두고 오

락, 정보추구, 시간 보내기와 함께 대리충족이 먹방특유의 동기임을확인하고, 1인 가구 및혼

밥족과 그렇지않은 이들의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최영준(2017)은 시청

자의먹방과쿡방의시청동기와시청효과를 연구하여시청자들이먹방,쿡방에대해선별적인 시

청동기(정보습득, 간접경험, 오락추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시청효과(시청만족도, 프로그램충

성도, 시청행복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확인했다.특히 연구자는 먹방을 보는것만

으로 시청자들은스트레스해소를 하며, 간접경험을통해 심리적 행복감을느낀다고 해석하였다.

먹방 시청요인과 만족도, 행동의도와의 관계는여러연구를통해입증되었다. 시청동기 중 오락

과 대리만족이 시청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시청태도가 만족도에,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정(+)의영향을미치는것이검증된바있다(강민지·김하연·장하원·이수범, 2019).

먹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미디어 이용 행위로서의 먹방 시청과 건강과

의 관련성,특히,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한탐구는 미흡하다. 먹방의열풍으로 시청자들에게미칠

수 있는파급력, 부정적 영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욕구 및 식이, 섭

식 행위와 관련이 있는 먹방과 비만 이슈에 대한논의는 이뤄지지않았던것이다. 이에본연구

는 먹방 시청도 음식 및 식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를찾아 이용하는 행위이자,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나누거나, 공유하는활동으로보고 먹방시청을미디어 이용행동으로서살펴보고자 한

다. 먹방 시청은 요리나 음식 관련 정보추구, 다이어트, 섭취욕구의 대리충족과같은 식생과

관련되어 있으며(최영준, 2017), 먹방 시청이 음식에 대한욕구와 섭취를촉진시킨다는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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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은미디어 이용행위로서의먹방시청이 시청만족과모방적섭식 행동과관련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 행위로서의 먹방 시청과 건강 이슈에 대한학문적접근, 비만 유발 미

디어콘텐츠로이슈화된먹방의영향력에대한실증적검증은매우유용하고필요할것이다.

(2) 먹방시청과비만과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

미디어의 내용이나 콘텐츠에담긴묘사, 인물의 행동이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 사용량과빈도가 어떤특정 행동을일으킨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통해논의되어왔다.

텔레비전의폭력노출과공격성, 적대감의관계에 대해연구한스칼러(Scharrer, 2001)는폭력

적인 행동과남성적인묘사가포함된텔레비전 프로그램에노출된후남성들의 폭력성과 적대감

이증가함을입증했다.특히폭력장면에 오래노출된청소년일수록문제해결에폭력을사용할 가

능성이높다는 연구 결과(Bushman & Cantor, 2003; Wood, Wong, &Chachere, 1991)

는 미디어 시청 및 콘텐츠 이용의양과 내용이 이와 유사한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데 영향을줌

을말해주었다. 이러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논의들은 미디어가 시청자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먹방 시청 요인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나, 미

디어 시청이 식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관련해(Anderson, de Bruijn, Angus,

Gordon, & Hastings, 2009; Cairns, Angus, & Hastings, 2009) 비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여생각해볼수 있다. 보이랜드와 할포드(Boyland & Halford, 2013)는텔레비전을 많

이보는 어린이들이식품광고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탄수화물및고지방 식품을선호하는현상

이 나타나며, 텔레비전과 광고 시청이 과체중과 비만 아동의 섭취량에 더큰영향을끼친다고 주

장했다. 같은맥락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광고, 마케팅에 나타나는 건강하지않은 정보는 식생활

과비만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Dunlop, Freeman, & Jones, 2016).

미디어 이용에서오는 기대의충족이나 만족상태가특정 행동을일으킬수있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파어와뵈킹(Fahr & Bὅcking, 2009)은어떤충족을 위해엔터테인먼트를찾은미

디어이용자는 그엔터테인먼트가기대만큼만족스럽지않으면만족스러운것을계속 더찾게되

는탐색의 과정을거치게되며, 마침내 기대를충족시키는 미디어 콘텐츠를 발견하면 그 콘텐츠

를담고 있는엔터테인먼트에 계속접근하게된다고설명한 바 있다. 미디어 콘텐츠를얼마나찾

고즐기며 만족하는지는 그 콘텐츠를통해서무엇을추구하느냐와 만족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먹방 시청에 적용하여생각해보면, 먹방 시청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면 이 만족이

지속적인 먹방 시청 행동을 이끌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먹방 시청에서 오는 만족은 먹는 것

에 대한욕구를일으켜섭식 행위를촉진시킬수 있는 반면, 반대로 대리충족으로욕구를 해소



먹방시청은비만에영향을미치는가?: 건강요인과시청요인을중심으로 213

시켜먹는 행위를줄일수도 있다. 강, 리, 김과윤(Kang, Lee, Kim, & Yun, 2020)은 먹방

콘텐츠와 먹방 관련 기사분석, 인식 조사를통해 유튜브먹방이 폭식과같은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수록콘텐츠의 인기가올라감을확인하고, 먹방 콘텐츠 시청이 대리 만족을느끼게도 하고,

먹고싶은충동을 유발하기도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순태 등은 유튜브먹방 콘텐츠의댓글을

분석하여, 먹방의 내용이 시청자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며, 먹방에서 건강한 식행동이 나올때시

청자들은 공감하고호감을갖는 반면, 건강하지않은 식행동이 등장할때부정적인 인식과 반응

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안순태·임유진·이하나, 2020). 권혁성(2019) 또한 먹방의 시

청동기, 시청 만족, 행동의도와의관계를밝히며, 먹방의부정적 영향,즉비만유발의가능성을

논의했다. 즉, 먹방 시청이 1인 가구에게함께 먹는느낌을 제공하여외로움을덜어주는효과도

있지만, 시청자가대리적폭식(vicarious gluttony)을하게한다는것이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은먹방 시청정도와 시청 만족, 음식 구매나섭취와같은모방적 식행동

은 비만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폭식 등의 과도한 행동과 연결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주장을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본연구는 먹방 시청 정도와 시청 만족, 시청후나타나는

모방적식행동이비만이라는결과로나타나는지, 그인과적관계에대해탐구하고자한다.

연구문제3.먹방시청은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1.먹방시청정도는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2.먹방시청만족도는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3.먹방모방행동의도는비만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또한, 먹방 시청 정도와 시청 만족, 시청후나타나는 모방적 식행동 간에는 관계가 있다.

앞에서논의한 바와같이, 미디어 시청량은 만족감에 영향을 주며, 시청량이나 시청 만족은특정

행동을 이끈다. 문준서와박기성, 송종현(2011)은 해외교민의 한국어 방송 시청 시간이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본결과 시청시간이긴집단이 적은집단보다 시청에 대한 만족도가높은

것을밝혔으며, 이강형과신동호(2017)는노인들의텔레비전시청총량이클수록텔레비전에대

한 만족도가높아짐을입증했다. 미디어 이용이나 시청시간과 만족의 관계는 1인 미디어와게임

연구에서도 적용되어, 게임 이용 시간이짧은집단보다긴집단이게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빈·박영일, 2015),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국 인기 인플

루언서인왕홍의 콘텐츠시청량(시청빈도, 지속성, 시간)이클수록시청만족도가높아진다는결

과를 제시하였다(탕린·조희정·이혜은, 2020). 먹방 연구에서는 먹방을 많이 시청할수록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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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인 시청행복감이높아지며(지앙슈에진·황하성, 2019), 먹방콘텐츠 시청만족도가모방적

식행동이나 경험, 콘텐츠 이용 등의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을끼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가입증된 바 있다(강민지·김하연·장하원·이수범, 2019; 권혁성, 2019; 김지

선·양성병, 2019).

먹방 시청의 정도는 시청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며, 시청만족도는 시청 지속이나 모방적 식

행동 등의후속 행위를 이끌수 있다(Kim &Rubin, 1997). 따라서본연구는 비만 정도에 보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이 모방적 식행동이라 보고, 이러한 모방행동이 먹방 시

청에서 어떠한 과정을통해일어나는지, 그 인과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먹방 시청과 만족,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방적 식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분석하

고, 이들 간의 관계가 비만 정도, 즉비만인인지 비만인이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연구문제4.먹방시청정도,시청만족도,모방행동의도간의관계는어떠한가?

연구문제 5. 먹방시청정도, 시청만족도, 모방행동의도간의관계는비만여부에따라달라질것

인가?

3. 연구방법

1) 표본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조사전문회사에의뢰하여해당기관이보유하고있는패널중먹방시청자를대상으로온라인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앞서 먹방 시청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표본을 수집

하였으며,설문조사는2020년7월21일부터24일까지4일간진행하였다. 비만도를고려한먹방

시청자표집을위해수도권과지방의5대광역시를중심으로성별에기반한할당표집을하였다.

총 668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325명(48.7%), 여자는 343명(51.3%)으로 표본의남녀

성비는거의1:1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연령의평균은47.73세로나타났고, 50~59세가161

명(24.1%)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9세가 134명(20.1%), 30~39세가 131명(19.6%),

40~49세가 141명(21.1%), 60대 이상이 101명(15.1%)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비교적 고른

연령분포를 보였다. 응답자 중에서 비만인 경우가 252명(37.7%), 비만이 아닌 사람이 416명

(62.2%)이었으며, 이외질병,거주지,월소득, 직업등일반적인특성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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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저질환이 있는 응답자가 394명(59.0%)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274명,

41.0%)보다 다소 많았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 경기(인천포함)지역과 지방의 5대 광역시거주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서울 거주자가 188명(28.1%), 경기(인천포함) 지역이

285명(42.7%)으로 약 70.8%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이 외에 5대 광역시인 부산(57명,

8.5%), 대구(43명, 6.4%), 광주(35명, 5.2%), 대전(31명, 4.6%), 울산(29명, 4.3%)의거

주자가 195명(29.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월소득은 중위범주가 300~4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명(9.6%), 100~200만원 미만이 84명(12.6%),

200~300만원 미만이 173명(25.9%), 300~400만원 미만이 127명(19.0%), 400~500만원

미만이 76명(11.4%), 500~600만원 미만이 63명(9.5%)이었으며,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81명(12.1%)으로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299명(44.8%)으

로 대다수를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부가 84명1(12.6%), 자영업자가 59명(8.8%), 전문직/자유

직이49명(7.3%) 순으로많았으며이외학생,판매/서비스직, 관리직, 기술직등다양했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비만도, 비만여부

응답자의키(cm)와몸무게(kg) 정보를함께수집하여체질량지수(BMI, BodyMass Index)를

산출하였다. 비만 수준, 즉비만도는 산출한 BMI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

한비만기준에따라BMI 23~ 24.9 kg/㎡를 ‘비만전단계(과체중, 위험체중)’로, BMI≥ 25

kg/㎡를 ‘비만’으로분류하였다. 비만 전 단계의 경우도 비만의 위협이 있고 관리의 필요가 있다

는의학적지침에따라본연구에서는BMI 23kg/㎡이상의응답자를비만인으로판단하였다.

(2) 건강의식·건강정보행동

건강의식의 측정은 굴드(Gould, 1998)가 개발하고 마이클리도와 헤슨(Michaelidou &

Hassan,2008), 우드와 슈크라(Wood & Shukla, 2016)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적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의식은 ‘나는 건강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나는 내 건강상변화에 많은 주

의를 기울인다’, ‘내 건강상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있다’, ‘나는 하루일과 중 내 건강상태를 종

종확인한다’ 등6개문항을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다.

건강정보행동은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정보행동과 비만 관련건강정보행동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건강정보행동은킴과 리(Kim & Lee, 2014)의 연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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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을참고하였다. ‘나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을통해 건강과 관련된새로운정보를 수집한다’,

‘나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른사람에게이야기하는편이다’, ‘나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사람에게건강에 관해알려주는편이다’, ‘건강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일이다’, ‘나는때때로 건강문제의 해결방법을알기 위해 다른사람과온라인을통해

접촉한다’ 등11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비만 관련 건강정보행동은 아하드자데와 연구자들(Ahadzadeh, Sharif, Ong, &

Khong, 2015), 장, 정과첸(Zhang, Jung, & Chen, 2010)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본

연구에맞게수정하여측정하였다. ‘나는비만과관련하여다양한 질병진단과치료에대한 정보

와설명을얻는데 인터넷을 사용한다’, ‘나는 비만에 대처하는 방법을알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다’, ‘나는포털(인터넷)뉴스에서 비만 관련 정보가 나오면클릭해서끝까지읽는편이다’ 등의

5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3) 먹방시청정도, 시청만족도및모방행동의도

먹방 시청정도는선행 연구에서 먹방 시청 시간과횟수를 합하여시청 지수로 사용한 것을참

고하여(지앙슈에진·황하성, 2019) 일주일간의 먹방을 본시간의 양, 즉 시청량과 시청 빈도를

측정하였다. 시청량은 주당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시청

빈도는 ‘주 5회미만’, ‘주 5~9회’, ‘주 10~14회’, ‘주 15회이상’의보기를제시하여응답하게하

였으며, ‘먹방시청시간’과 ‘먹방시청빈도’의평균을산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먹방 시청만족도를 ‘먹방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와욕구충족등 주관

적인감정이 개입된 평가’로 행동의도를 ‘먹방 콘텐츠 시청 이후주관적인 행동 가능성, 특히 취

식행위’로 보았으며,선행연구(권혁성, 2019;김지선·양성병, 2019)에서 제시한 문항을 수정·보

완하여 5점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먹방 콘텐츠 시청만족도는 ‘나는 먹방을 보면

서 만족감을느낀다’, ‘나는 먹방 시청을즐긴다’ 등 5개 문항을, 모방행동의도는 ‘나는 먹방에서

본음식을 기꺼이 요리할 생각이 있다’, ‘나는 먹방에서본음식이나 식재료를 기꺼이 사거나맛

볼의향이있다’의2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먼저독립변수로설정한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 먹방 시청이 비만이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

2, 3)을검증하기 위해통계분석프로그램인 SPSS를활용하여BMI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주요변인의투입전 1단계에서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변인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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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 소득을통제하기 위해 기저모형(1단계) 설정한후주요변인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건강관련, 비만관련), 먹방 시청정도 및 시청만족도, 먹

방시청후모방행동의도를투입하여분석하였다.

먹방시청후모방행동의도에대한먹방 시청정도의영향을먹방시청만족이 매개하는지를파

악하기 위한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 5의검증은SPSS프로세스매크로(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먹방시청만족도의매개효과를분석하고비만인과비비만인의차이를비교하였다.

4. 연구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1) 주요변인의요인분석

요인분석은 건강 및 비만에 관련된변수인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건강관련, 비만관련)과 먹방

시청과 관련된변수인 먹방 시청정도, 먹방 시청만족도, 먹방 모방행동의도를 나누어분석실시

하였다. 각각의 구성개념타탕도를파악하기 위해탐색적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잠재요인

을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MSA)는건강과관련된요인이.93, 먹방시청과관련된요인이.88

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또한,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 건강 및 비만과 관련된 요

인이 =8448.44, p= .000으로, 먹방 시청과 관련된 요인이 =3562.53, p= .000으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변수 간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주요변인인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 먹방시청의신뢰도,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1>에제시하

였다. 모든변수의신뢰도는.70 이상으로신뢰할수있는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건강의식의크

론바흐알파(Cronbach’s α)는 .81, 일반적인 건강정보행동과 비만관련 정보행동은 각각 .92,

.90로 나타났고, 먹방시청정도는.82, 먹방 시청만족도는 .91, 먹방 모방행동의도는 .80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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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의 상관성을파악하기 위해 비만도(BMI 지수)를포함하여피어슨(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만 관련 정보행동(r= .10, p .01)과 먹방 시청정도(r= .16,

p .001)만이 BMI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먹방 시청변수 간에

는 먹방 모방행동의도와 먹방 시청만족도의 상관관계(r= .57, p .001)가 가장높았으며, 먹

방 시청정도와 시청만족도, 먹방 시청정도와 모방행동의도, 시청만족도와 모방행동의도 간 상관

관계가모두p .001의유의수준에서정(+)의관계를나타냈다(<Table 2> 참고).

3)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 먹방 시청과 비만도와의 관계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 먹방시청이비만에 미치는영향요인을검증하기위해중다회귀분석을

Variabl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M SD

Health Consciousness 6 .81 3.68 .55

General Health Information Behavior 11 .92 2.92 .76

Obesity-related Health Information Behavior 5 .90 3.11 .81

Amount of WatchingMukbang 2 .82 1.43 .70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5 .91 2.93 .86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2 .80 3.10 .8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Reliability Test

1 2 3 4 5 6 7

1. Health Consciousness 1

2. General Health Information Behavior .42*** 1

3. Obesity-related Health Information Behavior .36*** .62*** 1

4. Amount of WatchingMukbang .10* .14*** .18*** 1

5.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10** .18*** .13*** .48*** 1

6.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08* .19*** .12** .31*** .57*** 1

7. BMI(BodyMass Index) -.07 -.07 .10** .16*** -.00 .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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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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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특성(성별, 연령, 소득)을통제한후건강의식, 건강정보

행동(건강관련, 비만관련), 먹방 시청정도와 시청만족도, 먹방 모방행동의도를투입하여회귀분

석을시행하였다(<Table 4> 참고).

<연구문제 1>은 건강의식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건

강의식정도는 비만정도에 부(-)적영향을 미쳤다(β= -.09, p .05).즉건강에대한 의식과

염려가클수록 BMI가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는 건강정보행동과 비만정보행

동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탐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결과, 건강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

행동으로서의 두 가지변인 모두 비만에 영향을 미쳤다. 단, 건강에 대한 정보행동은 적게할수

록(β=- .16, p .001), 비만관련정보행동은많이 할수록BMI가높아지는것으로(β= .24,

p .001) 나타났다<연구문제2-1>, <연구문제2-2>.

<연구문제3>에대한분석결과, 먹방시청정도, 먹방시청만족도는비만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먹방모방행동은비만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먹방시청의경우, 많이시청할수

록BMI는높아졌으며(β= .18, p .001)<연구문제3-1>, 먹방시청만족도의경우만족도가낮을

수록, BMI는높아졌다(β= -.14, p .001)<연구문제3-2>. 그러나먹방시청후에일어날수있

는모방적식행동,즉먹방모방행동은BMI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β= .07, p .001)<연구문제

3-3>.

Predictor B S.E. β t(p)

(Constant) 22.59 1.06 21.22***

Gender 2.76 .25 .39 11.03***

Age .11 .10 .04 1.15

Income -.14 .07 -.07 -2.02*

Health Consciousness -.61 .25 -.09 -2.44*

General Health Information Behavior -.82 .23 -.16 -3.56***

Obesity-related Health Information Behavior 1.06 .20 .24 5.38***

Amount of WatchingMukbang .92 .20 .18 4.56***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56 .19 -.14 -2.92**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26 .17 .07 1.52

F(p) 20.73***

R2(adj R2) .22(.21)

*p .05, **p .01, ***p .001
Dependent Variable: BMI((Body Mass Index), Reference Group: Gender*Woman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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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먹방 시청정도와 모방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시청만족도의 매개효과

먹방 시청정도와 먹방 모방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먹방 시청만족도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헤이즈(Hayes)의 SPSS프로세스매크로(PROCESS Macro) 모델(Model) 4를 이용하여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 5>에 대한분석결과는 <Table 4>와같다. 각 경로

간의 인과관계를분석한 결과 먹방 시청정도가 먹방 시청만족도에 정(+)의 영향을(β= .48, p

 .001), 먹방 시청만족도는 먹방 모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β= .55, p .001) 먹방 시

청정도와 먹방 모방행동의도의 관계에서 먹방 시청만족도가 매개적역할을 함을확인하였다. 먹

방 모방행동의도에대한 먹방시청정도의총효과는 β= .31(p .001)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

과는 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이는 먹방 시청만족도가높아질수록먹방 모방행동의도가높아

짐을의미하는것이다.

먹방 시청만족도의 간접효과를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10,000번

반복하여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검증 결과 95% 유의수준에서 상한값이 .27,

하한값이 .41으로 사이에 0이포함되지않아 먹방 시청정도와 먹방 모방행동의도의 사이에게먹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β) SE t
95%CI

F R2

LL UL

Satisfaction
of Watching
Mukbang

Amount of Watching
Mukbang

.59(.48) .04 14.24*** .50 .65 202.68*** .23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Amount of Watching
Mukbang

.06(.04) .05 1.19 -.04 .15

163.39*** .33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57(.55) .04 15.22*** .50 .65

*p . 05, **p . 01, ***p . 001,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Table 4. Path Coefficients for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B β SE t
95%CI

LL UL

Total Effects .40 .31 .05 8.41** .30 .49

Direct Effects .06 .04 .05 1.19 -.04 .15

Indirect Effects .34 .27 .04 .27 .41

*p . 05, **p . 01, ***p . 001,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Watching Mukbang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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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청만족도가완전매개역할을하는것이확인되었다(<Table 5> 참고).

  

5) 비만인과 비비만인 간 간접효과 크기 비교

먹방시청정도와 먹방시청만족도그리고먹방 시청후모방행동의도의관계에 있어비만인과비

비만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비만인 표본(n=242)과 비비만인 표본(n=416)을 나누어

분석했다.먼저 비만인집단에서는, 먹방 시청정도는먹방시청만족도에 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

(β= .55, p .001), 먹방 시청만족도는 먹방 모방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β= .55,

p .001) 먹방시청만족도는먹방시청정도와모방행동의도를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먹방 모방행동의도에 대한 먹방 시청정도의총효과는 β= .37(p .001)로 나타났고, 직

접효과는 β= .07(p .05)로 유의미하지않았다. 이는 비만인의 먹방 시청만족도가높을수록

먹방모방행동의도역시높아짐을의미한다.

비비만인의경우, 먹방시청정도는먹방시청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으며(β= .46, p

 .001), 먹방시청만족도도먹방모방행동의도에유의미한영향력을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β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β) SE t
95%CI

F R2

LL UL

Obese(n=252)

Satisfaction
of watching
Mukbang

Amount of Watching
Mukbang

.60(.55) .06 10.43*** .48 .71 108.87*** .30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Amount of Watching
Mukbang

.08(.07) .07 1.11 -.06 .22
66.39*** .33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58(.55) .07 8.96*** .45 .71

Non-obese(n=416)

Satisfaction
of watching
Mukbang

Amount of Watching
Mukbang

.62(.46) .06 10.47*** .51 .74 109.56*** .21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

Amount of Watching
Mukbang

.04(.03) .06 .06 -.09 .17
95.90*** .32

Satisfaction of
WatchingMukbang

.56(.55) .05 12.03*** .47 .66

*p .05, **p .01, ***p .001,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Table 6. Path Coefficients for Path Coefficients for Imitative Eating Behavioral Intention(Classification of 
Obese and Non-ob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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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p .001). 비비만인집단에서도역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β= .28, p

.001) 나타났고, 직접효과는(β= .03, p .05)로유의미하지않아먹방시청만족도가완전매개

효과를 발휘함을확인하였다. 비만인과비비만인집단 모두에게서먹방시청정도와먹방모방행동

의도간의관계에서먹방시청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으나, 비만인과비비만

인의총효과의표준화계수가각각β= .37, β= .28로비만인이보다높은수준의영향을받는것

을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설명력을살펴보면 매개변인 모델(준거변인: 먹방 시청만족도)의 경

우 비만인이 30.3%의설명력을갖고, 비비만인이 20.9%를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

인 모델(준거변인:먹방 모방행동의도)의 경우 비만인이 32.8%를, 비비만인 표본이 31.7%로 나

타나큰차이는아니지만비비만인보다비만인집단에서보다높은설명력이나타났다.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Watching Mukbang Path Model (Classification of Obese and 
Non-obese)

*p .05, **p .01, ***p .001,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전체표본과같은 방법으로 먹방 시청정도가 먹방 모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먹

방 시청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확인했다

(Shrout & Bolger, 2002). 먹방 시청정도가 먹방 시청만족도를거쳐먹방 모방행동의도에 이

르는 경로의 매개를 10,000번 반복추출하여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고). 분

석결과 먹방 시청정도가 먹방 시청만족도를 경유해 먹방 모방행동의도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

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비만인(β= .30,

CI[.24~.45])과 비비만인(β= .25, CI[.26~.45]) 모두 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나타났다. 비만인과비비만인의차이를 비교하기위해표준화계수를확인한결과먹방 모방

행동의도에 대한 비만인이 간접효과 표준화 계수가(β= .30) 비비만인의 간접효과 표준화 계수

B β SE t
95%CI

LL UL

Obese(n=252)

Total Effects .42 .37 .07 6.31*** .29 .56

Direct Effects .08 .07 .07 1.11 -.06 .22

Indirect Effects .35 .30 .06 .24 .48

Non-obese
(n=416)

Total Effects .39 .28 .07 5.92*** .26 .52

Direct Effects .04 .03 .06 .06 -.09 .17

Indirect Effects .35 .25 .05 .26 .45



먹방시청은비만에영향을미치는가?: 건강요인과시청요인을중심으로 223

(β= .25)보다높게나타났다. 비만인집단에서 비비만인집단보다높은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발휘하고있다고볼수있다.

5. 결론및논의

본연구는 주요한 건강 문제인 비만에 주목하여최근 이슈가 된 먹방 시청이 실제로 비만에 영향

을 미치는지검증하고, 개인의 건강의식과 다양한 건강정보를찾고 공유하는 건강정보행동이 비

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탐구하고자했다. 연구 문제분석을통해 나타난주요한 연구결과는

Obese

Non-obese

Figure 1.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Watching Mukbang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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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첫째, 건강의식은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의식이높아질수록비만도는낮아지는 것으

로나타났다. 건강의식은특정건강행동에 관심을갖고수행하고자 하는의지를반영하는 개인의

성향이며 이는 건강행동을 수행하는 동기로작용한다. 특히 건강의식은 식품소비 및 섭식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를높이는 주요 예측변인으로(Mai & Hoffmann, 2015), 건강을 의식하

는 소비자는 자신의웰니스(wellness)에 관심을갖고 식이나 섭식 등 건강과 관련한올바른행

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게 된다(Kraft & Gooddell, 1993; Newsom et

al., 2005). 이점에서 비만 연구에서는 건강 의식의 제고를통해 치료 등 해결 뿐 아니라, 발병

전예방할수있음을강조할필요가있다.

둘째,본연구는 건강정보행동을 많이 할수록질병 예방행동과같은 건강행동을 많이 하여,

이것이 질병률을낮추거나 건강상태를호전시킨다는선행연구의논의에 따라 질병과 관련된뉴

스를 많이 보는 등일반적인 건강정보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만도가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일반적인 건강행동과 비만과 관련된 정보행동이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과다르게나타났다.본연구에서는 건강정보행동을일반적인건강정보를찾는행동과비만 관련

정보를찾는 행동으로 구분해서 비만에 대한 영향을알아보았는데, 일반적인 건강정보행동은 적

게할수록, 비만 관련 정보행동은 많이 할수록비만도가높아졌다. 즉,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많

이찾는 사람들은 비만도가낮고, 비만관련 정보를 많이찾는 사람들일수록비만도가높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 건강정보를 많이찾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즉, 건강의식이높은 사람

들이라 할 수 있다. 본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바와같이 건강의식이높고 전반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많이찾는 사람들일수록비만도가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민감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획득을통해 건강지식 수준을높이고 건강을좋게유지하기 위한노력이 생활화되어

있을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해결을 위한커뮤니케이션전략구성에 있어목표공중의설정, 관련 정

보와메시지 구성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준다. 먼저 비만정보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만도가높

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볼때, 비만정보가 어떤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탐

색하는 정보가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면운동, 식이조절과같은 생활밀착형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비만도를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만해결을 위한 대처즉치료와

관련된 정보라면, 이는 비만도가높은 사람들이찾는좀더 전문적인 정보일수 있다. 연구 결과

를통해 비만정보행동이높을수록비만도가높게나타난것은 비만인 사람들이 비만도를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즉비만에 대처하고 치료를 위한 정보를추구하는 것으로추론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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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예방과 관련된 정보, 대처와 관련된 정보와같이 정보를 구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연구에서는 비만을 주요한 건강이슈로 다루었지만, 사실 인구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건강문제는너무나다양하다.특히 질병은경중을떠나서 자신이관련되면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고 정도의차이는 있지만 질병 해결을 위해 어떤노력이라도 하게된다. 이점에서볼때예

방정보, 대처정보와같이메시지를구분하는 것도중요하지만동시에메시지수용자에대한 고려

도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비만정보행동을 많이할수록비만도가높다는연구결과를통해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찾는 사람은 그 질병과 관련성이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알수 있다.

따라서특정 질병에 대한 관여도가높은 사람들이쉽게접근하고활용할 수 있는플랫폼을 연계

하여구체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마련된다면, 이는 건강정보행동을효율적으로촉진

시켜, 건강문제해결과긍정적건강상태를이끄는데에기여할것이다.

셋째, 먹방 시청 시간이 많고빈번할수록비만도가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먹방

시청만족도는 비만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방행동의도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않았다.특이한점은 먹방을 많이 보고, 자주볼수록비만일가능성이높지만

먹방을 보고 만족하지않으면 모방행동을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먹방을 많이본다고 해서

먹방에서본음식을요리하거나찾아먹는 등의실제섭식행위로이어지지는않는다는결과가나

타났는데, 이는 먹방을 콘텐츠로즐기는 것과현실에서 실제로 모방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차원

임을 시사한다. 즉, 먹방의 비만 조장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먹방과 비만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실증적인접근과 미디어 이용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포괄적인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먹방 시청을통해 실제 섭식행동

으로 이어져 비만이 되는것이아니라, 시청행위도중에간식과야식 등을섭취하는 행위가 비만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trasburger et al., 2011). 실제로 보우로스 등(Boulos,

Vikre, Oppenheimer, Chang & Kanarek, 2012)은 시청자가 비만해지는 가장 큰 원인을

TV시청과동시에이루어지는음식물섭취를꼽았다. 이연구에서는요리프로그램포맷이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언급하며, 음식 준비를 전문적인 기술보다는엔터테인먼트로 다루

기때문에사람들에게요리에대한환상을심어준다고지적했다.즉, 프로그램에서는음식준비와

요리가깔끔하게진행되기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하기가쉽고, 별노력없이 음식을

만들수 있다고 인식하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현실에서 시청자는 요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하는것자체가쉽지않음을인지하게되고, 오히려식품회사의마케팅과관련이있는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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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인제품과식자재에대한관심을갖게된다. 이연구는이러한지적을통해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음식 만들기를 따라함으로써비만도가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먹방을 콘텐

츠로즐기는것과현실에서실제로모방행동을하는것은다른차원임을설명하고있다.

이와 유사한맥락에서 음식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의 하나인쿠킹쇼와 비만의 관련성을검

토한 연구는 음식방송 시청자들은쿠킹쇼가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요리에 대한믿

을만한 정보를준다거나 건강 지침을제공하지는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Caraher, Lange, &

Dixon, 2000). 쇼는 더넓은 사회와 문화관을 형성하는창이 되고, 쇼의 미학은 시청자에게영

향을주지만, 시청자는쿠킹쇼가실제 음식을준비하고요리하는 것과는무관한것으로 인지한다

는 것이다. 특히쿠킹쇼는 상품 광고와 연예인 등장 기회의 제공 등마케팅관련 요소가 많아,

시청자에게매우 수동적인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으로 그치게된다. 즉유용한 정보전달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서보다는엔터테인먼트라는즐김의 정서를 전달하게되므로 시청자입장에서

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바라볼뿐이지 요리를 직접해 보려거나 하지는않을 것이다. 이점에

서 수동적으로 바라보고즐기는 것과 실제 행동에옮기는 동인은 다른차원이며 실제 행동에옮

기는모방행동은프로그램콘텐츠에대한다각적인만족도가선행되어야함을알수있다.

넷째, 본연구는 먹방 시청정도가 모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먹방 시청만족도

가완전매개의역할을 하는것을파악했다.즉, 먹방을많이, 자주본다고해서먹방에서본음식

을 요리해보거나 사 먹지는않지만 먹방을 보고 만족할수록모방행동을 할 가능성이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비만인과비비만인에게있어공통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효과크기에있

어서는차이가 있었는데, 먹방 시청후나타나는 모방행동의도와 비만이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지는않으나, 먹방을 자주, 많이 시청할때, 비만인이 비비만인보다 만족하고, 만족한후모방

행동의도를할 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이는비만인또는 비비만인에관계없이먹방 콘텐츠

에 만족해야만 먹방 시청후에 먹방에 나왔던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모방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먹방을 비만 유발이 아닌 비만 예방 및교육요소로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먹방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높일수 있는 수용자흥미 요소를 콘텐츠 기획

시에포함하는 것을 생각해볼수 있으며, 먹방에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와 건강 고려사항을

포함, 연계하여제시하는것도먹방을교육요소로활용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헬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내러티브(narrative)는 오락적 교육

(Entertainment-Education)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오락적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활용은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의입장에 공감하고 동화되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갈수 있도록전개

되어왔다. 몇몇연구 결과를통해보면 동일한 이슈라도 내러티브제시 방식이 비내러티브방식



먹방시청은비만에영향을미치는가?: 건강요인과시청요인을중심으로 227

보다태도나 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이월등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이야기에몰입되고 주인

공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환의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Green, 2008;

Kreuter et al., 2007). 이러한 이론을 먹방에 적용하면, 먹방에서의 내러티브구현은 식이 및

섭생, 건강과 관련한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을 자연스럽게이끌수 있는효과적 방법이될수 있

다. 먹방이 장르의융합을통해 나타난비교적 최근 프로그램이라는점에서 먹방 진행자 및출연

자캐릭터, 포맷등에서 내러티브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며 내러티브를통한 시청

자몰입은건강의식의고양에도기여할것이다.

본연구의학문적 기여와 의미는 다음과같다.첫째, 본연구는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건강의식과 미디어 이용행동으로서의 정보행동과, 먹방 시청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접근

하였다. 그동안 비만관련 연구는 의학, 보건학, 영양학등 다양한학문영역에서 진행되어왔지만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 진행되어온연구는 많지않다. 특히 건강행

동을촉진하는 동기 요소로서 개인의 건강관련변인, 미디어 이용과 비만과의 관련성을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본연구는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러한변수

들이 중요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변수와 비만과의 관계를검토하였다. 이를통

해본연구는의학과보건학뿐만 아니라커뮤니케이션학의학제간융합적접근을통해건강문제

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분석함으로써문제해결에 다가갈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둘째, 본연

구는 먹방 시청이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찾기 위한 시발점을마련하

였다고볼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제시된 이슈를 다루고,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문화현상이 질

병과 어떤관련이 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현재발생하고 있거나 향후발생할 수 있는스마트폰

사용과 건강문제, 게임과 비만과같이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고볼

수있다.

본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먹방 프로그램즉, 콘텐츠 부분에 있다. 본연구에서 먹방 시청만

족도는비비만인에게서높게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먹방 프로그램을오락적교육물로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캠페인과교육적활동에 있어서의 먹방 콘텐츠활용에

대한 구상과노력이 필요하다.특히, 매체 환경의변화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장르의융합

을통해 시청자참여와몰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점에서 먹방또한 지나치게생생하여꺼리는

마음이 들게하거나, 별반새로운것이없이 단순히호기심을 자극하는일방향적 보여주기식 구

성보다는 시청자로 하여금미디어엔터테인먼트를통해 소통하고즐거움의 정서를추구함으로써

충족과 만족을느끼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먹방 진행자와의 시청자 간의 실시간피드백주고받

기를통한참여, 먹방 진행자의 실생활건강정보 매칭 및활용 안내, 시청자와의 유사사회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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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포맷(Sakib, Zolfagharian, & Yazdanparast, 2020)의 적

용, 오락적 요소의 가미 등을통해 섭식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병으로서 비만에 대한 이해와

해결의지를높이는것은충분히가능한일일것이다.

본연구의한계와향후연구에대한 제안은다음과같다.먼저, BMI의측정과관련된부분

이다. 본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으로키와몸무게에 대한 정보를획득하였고, 이를통해 BMI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자기기입식 정보 기입, 특히키와몸무게에 대한 기입으로 응답자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BMI가낮게나올수 있도록수치를 조절하여제시할 가능성도존재한다. 또

한, 본연구는 ‘먹방’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이존재한다고판단하여응답 수집시,

먹방의범주나 정의를별도로제시하지않았다. 연구 대상자가 TV에서 음식을 소재로 하거나먹

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유튜브의 먹는 방송 등을 모두 먹방으로 인식하고, 설문에 응하였을

것을 생각하나, 응답자의 먹방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후연구에서는 ‘먹

방’의범위를 제시하여응답자의 동일한 인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또는 ‘먹방’의 종류

를세분화하여이에대한각각의인식을별도로살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먹방 시청에 대한 비만인과 비비만인의 비교에 있어서 시청동기에 대한논의가 간과

되었다는점이다. 동기는 행동을촉진할 수 있는 결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본연구의 측정에서

포함되지않았다. 향후연구에서는 비만인과 비비만인의 시청동기에차이가 있는지, 시청동기에

따라모방행동의도에차이가있는지를검토하여비만에 대한영향을좀더 심층적으로살펴볼필

요가있다.셋째,본연구는먹방시청요인과행동 간의관계를살펴봄에있어, 종속변수를먹방

시청후모방행동의도로한정했다. 향후연구에서는시청중 섭식행동과같은다양한 개입요인에

대한질문을포함함으로써먹방시청과비만과의 관련성을더다각적인관계차원에서검토할필

요가있다.

또한, 본연구는 먹방 시청과 비만간의 관련성을좀더포괄적인차원에서접근하고자 건강

의식, 건강정보행동이라는 개인의 성향과 행동변인 그리고 먹방시청 간의 관련성을검토하고자

했다. 그러나건강정보행동과먹방시청의관련성에대한선행연구가부족하여두변수간구조적

관계를검토하지못하였다. 이는추후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먹방 시청과 비만

간의 관련성은 기존의헬스커뮤니케이션영역에서 수행되어온다양한변인 간의 관련성을알아

보는좀더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점이다. 특히 개인의 성향 요인 뿐 만 아

니라 사회·구조적 환경요인 등 먹방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변인을 다각적으로검토함으로써먹방

시청이 비만에 어떤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풍부하고 정교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비만율은 소득수준,거주지역과같은인구학적특성과관련이 있다.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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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득수준이낮을수록비만율이높고, 도시보다는 도서산간지역에서 비만율이높다(비만백서,

2017). 향후연구에서는인구통계학적특성과비만의관련성을검토함으로써보다엄밀하게검토

함으로써거시적인사회적관점에서건강불균형과비만문제해결에다가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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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먹방시청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요인과 시청요인을 중심으로

유선욱

(국립한경대학교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부교수)

신기하

(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석사과정)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겸임교수)

본 연구는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바탕을 두고 먹방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건강 요인인 건강의식과 건강정보행동, 그리고 먹방 시청 요인이 비만도를 높이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먹방 시청과 비만의 관련성을 구체

적으로 검토하고자 먹방 시청 요인인 시청 정도, 시청만족도, 모방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비만인

과 비비만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먹방 시청자 총

66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여 매

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건강의식이 높을수록 비만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일반적인 건강정보행동을 많이 할수록, 비만도가 낮아지는 반면, 비만과 관련된 정보행동을 많이 할수

록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먹방 시청 시간이 많고 빈번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먹방 시청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만도는 낮아졌다. 시청 후의 식행동의 발생, 즉 모방행동의

도는 비만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먹방 시청정도와 시청만족도, 모방행동의도 간의 관

계 검증 결과, 먹방 시청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났다. 비만인과 비비만인 집단 모두에서 먹방 시청만

족도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비만인 집단에서 총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만 예방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건강 요인의 영향력과, 미디어 문화로서 자리잡았으나 비만 조

장 미디어라고 문제가 제기된 먹방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밝혀 건강 문제와 관련된 미디어 연구에 기여하

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의식의 제고와 건강정보행동의 촉진에 대한 전략적 방

안을 제시하고, 먹방의 활용과 시청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 비만, 먹방, 건강의식, 건강정보행동, 모방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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