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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e Approach to the Diet History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Role of SNS and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Individuals’ Motivation for 

Dieting

Kyungbo Kim*1)

(Teaching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Media,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d how female college students, who subscribe to multiple SNS beauty and diet 

influencers, interpret the relationship among their behaviors for weight-loss, social media use, and the 

role of SNS influencers by interviewing 11 participants. Nar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were vulnerable to the thin-ideal internalization from the media and the social pressure to be thin that 

exists throughout our society.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held external motivations for dieting, and 

their main reason for weight-loss was based on perceived external pressure to maintain a thin body. 

Their past weight-loss experiences built strong connections between weight-loss and painful 

self-regulation. Especially, repeated failure in self-control for dieting not only generated strong 

negative emotions, such as frustration and anxiety, but led to the adoration of SNS influencers and 

their lives, mainly because of their behavioral disinhibition for food and alcohol intake. Their intrinsic 

needs to avoid painful regulation seemed to activate intentions for highly risky health behaviors, such 

as purchasing of weight-loss products, extreme exercise, or super-low calorie food intake without 

considering nutritional balance. Interestingly, in the decision process for purchasing of weight-loss 

products, participants actively searched for online consumer reviews and indicated higher trust in 

information from the anonymous public than from SNS influencers. Distrust and keeping distance 

from influencers would be intertwined with reducing cognitive dissonance, which exists between their 

expectation for weight-loss and emotional discomfort from engaging in unhealthy, risky health 

behaviors. It seems that participants intentionally focused on the positive effects of weight-loss 

products, which can encourage them to rationalize their behaviors and minimize their emotional 

disturbance. The problem is that participants were less likely to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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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ffects and potential risks of taking diet pills, which resulted in acceptance of biased and 

incorrect conclusions about unhealthy weight-loss behaviors. The minority of participants with internal 

motivations for dieting also experienced strong social pressure to be thin. However, these participants 

decided to lose weight to maintain their positive physical condition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ir 

lifestyles. In contrast to the external-motivation group, they proactively chose helpful information from 

SNS and learned how to exercise and what to eat, instead of adoring influencers’ lifestyles. In 

accordance with past studies, these participants, consistently found SNS content to be helpful and 

became loyal consumers based on their accumulated trust and intimacy toward influencers. They were 

relatively free from accepting unhealthy behaviors, such as diet-pill intake, and from experiencing 

strong emotional disturbance due to cognitive dissonance. The paper further discusses what academia 

should focus on to reduce potential risks and harm in women’s health due to unhealthy weight-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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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코로나19를 통해새롭게부상한신조어가있다면신체활동이줄어들어체중이급속히증가한

사람을일컫는 “확찐자”, 유튜브나기타동영상을활용하여집에서트레이닝을하는 “홈트”일것

이다. 이런단어들은팬데믹상황이신체활동을줄어들게했음을보여주는한편, 팬데믹상황에

서조차체중에대한관심과걱정이사회전반적으로공유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우리사회는남녀노소를막론하고많은사람들이다이어트와몸만들기작업에관심을가

지고있다(김경보, 2020). 외형이달라지면인생이달라진다고믿는우리사회에서, 몸매관리

는개인의욕구이자, 문화적트렌드이자, 사회적인압력이다(최원석·이혁기·신석민, 2020). 때

로는과도할정도의외모나몸에대한집착은거대한소비산업을형성함과동시에, 식이장애, 정

서문제등의건강이슈를불러일으키며사회적으로문제가되어왔다. 학자들이꾸준히이와관

련된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외모와관련된고민과다이어트에대

한집착은상당부분현재진행형인것으로보인다. 성가영·배문경(2022)의연구에따르면체지

방감소건강기능식품섭취경험이있는응답자(197명)는전체응답자(634명) 중31.1%이었으

며, 체중조절경험자(435명)의45.3%에육박했고, 상업용체중조절식품중체지방감소기능성

원료를포함한건강기능식품의매출액은2020년기준1,482억으로2014년979억보다50%이

상증가했다.

체중관리에대해부과된사회적인의무는어디서부터비롯된것인가? 가정분위기, 교우

관계, 사회등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이존재할것이나, 미디어학자들은대중매체가바람직

한신체형태에대한관념을대중에게전달하는기능과그영향력을밝혀내었다. 미디어노출이

수년간반복되고누적되면서, 이를내재화하는개인들이몸의기준에대한비현실적기대를가지

게되고, 자신에대한불만족이상승하여과도한다이어트나약품이용, 성형수술등건강에위

험을감수해야하는행동으로연결된다는것이많은연구를통해알려져온부분이다. 한편, 디

지털테크놀로지가본격적으로일상화되면서, “미디어의이용”과 “비현실적신체상” 사이의관계

는복잡해지기시작한다. 일반인들이SNS를통해주목받기위해자신을드러내고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것에익숙해졌으며(Marwick, 2015), 동시에타인의자기과시행동을평가하기도한

다. 날씬한몸을가지고싶은욕망은비현실적환상이아니라, 현실속에서이상을재현하며살

아가는인플루언서를통해가시적이고실현가능한것으로바뀌어간다(김애라, 2019).

SNS와유튜브를통해외모에대한비현실적기대가현실적인기대로변화되고그것을가

능케해주는정보에의접근(김애라, 2019)이핵심이되어가는시점에서, 행동의변화를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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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요인중하나는SNS 콘텐츠에존재하는 “인플루언서”일것이다. 하지만, 아직소셜미디어,

특히인플루언서와관련된이용자의다이어트경험을심층적으로해석하는연구는여전히제한

적이다. 다이어트, 외모관리라는키워드를연예인들위주의환상이아닌주변의현실로끌어들

이는것이인플루언서인만큼. 그과정에서SNS가어떤방식으로이용되고이해되는지, 인플루

언서의역할에어떤의미가부여되는지분석하는시도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 본논문은전

연령중가장SNS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다이어트나외모관리에대해관심이많은20대초중

반의대학생을대상으로, 이들의다이어트와소셜미디어이용, 그리고인플루언서의존재가어떤

관련성을지니는지, 그심층적인의미구조를파악하고자했다. 이를위해이용자의독특한경험

에초점을맞추어밀착분석하는데적합한자료수집방법으로서인터뷰를실시하였고, 내러티

브분석을통해결과를도출하였다.

2. 문헌연구

1) 미디어이용과다이어트경험은어떻게연결되는가?

(1) 전통미디어와소셜미디어(SNS)가신체이미지와다이어트에미치는영향

전통적으로미디어는현대사회에서사람들이신체관리에대해욕구를가지게하는중요한사회

문화적요인중하나로꼽힌다. 미디어가보여주는이상적인체형을사회적으로규정된아름다움

의기준으로삼고, 이를자신과비교하는과정이빈번하며(김경보, 2020; 김미희, 2015), 이런

외모비교행위가반복되면서사회적으로규정된신체기준과의무를자신의기준으로수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이발생한다. 내면화된기준은강한신념이되어자신을평가하

고비교하는행위에반복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으며(Thompson & Stice, 2001), 자신뿐

만아니라타인에대한평가지표가되기도한다(신승현·박민정, 2021).

미디어와신체상에관련된연구들은소셜미디어(이하 SNS)가등장하면서새로운국면을

맞이했다. 20대를중심으로한젊은층에서인터넷그리고모바일플랫폼을통한SNS의이용이

일상화되기시작했고, 이런변화에따라인터넷, 그리고모바일을통한SNS노출이신체이미지

에영향을준다는연구들이발표되었다(오현숙, 2017; Shagar et al., 2019). 초반의연구들

은SNS의이용시간에집중하였고, 오랜이용시간이이상적인신체기준에대한내면화를통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희, 2015; Fardou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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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tanian, 2015; Tiggemann &Slater, 2013). 이어서SNS 사용중에서도특정한활동,

특히 ‘외모’ 관련SNS활동이신체불만족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이밝혀졌다. 주로페이스북

에서는시각적이미지에관련된활동, 인스타그램에서는외모관리와관련된계정의팔로잉이이

상적인몸에대한내면화나신체감시, 다이어트욕구등과연관되는것으로나타난다(Cohen,

Newton-John, &Slater, 2017).

(2) SNS상의다양한신체이미지노출가능성

SNS에서노출되는이미지는자신이선택한알고리즘에의해유사한게시물에반복적으로노출

되는형태로, 본인의선별적취향이반영될수있다는부분이전통적인미디어노출과큰차이를

지닌다. 이론적으로, 개인맞춤형으로개인화된컨텐츠가노출된다면이들이경험하는SNS상의

신체이미지와그영향력은다양성이존재하는형태로나타나야한다. 실제로몇년간SNS에서

는피트스피레이션(Fitspiration)이라는용어가인기를끌었다. 이는피트니스(Fitness)와영

감(Inspiration)의합성어로, 근육을만들기위해운동하는모습, 건강한식단등을활용한신

체관리이미지와글, 영상등을통틀어칭하는용어이다(Easton, Morton, Tappy, Francis,

& Dennison, 2018). 문제는피트스피레이션문화가운동과건강이라는키워드를전면적으로

내세우고있으나결국날씬한몸과감량을조장하는 SNS문화(씬스피레이션, Thinspiration)

와내용과효과면에서거의유사하게나타난다는것이다. 연구에따르면두영역모두외모가

치의강조, 체중감량, 성적인소구가포함된시각적이미지, 극도의식사제한을강조하며,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가 아닌 선택적이고 우월한 라이프스타일로 인지한다(Dignard & Jarry,

2021). 결국SNS상에서노출되는신체의형태에상관없이사람들은마른(혹은근육질이고마

른) 몸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얻고신체불만족을느끼게 된다(Alberga, Withnell, & von

Ranson, 2018).

피트스피레이션 문화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Tylka, Wood-Barcalow, 2015)을

이끌어낸다는연구도존재하지만, 건강개선은표면적인목적이고, 사회가우상화하는몸을만들

고온라인상에이를공개하는것이주된목적이되어버려(예;바디프로필촬영등)보여주기식

가치관이 강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더 많다(Simpson & Mazzeo, 2017;

Tiggemann, & Zaccardo, 2018). 외모의중요성을강조하는운동메시지노출은신체에대

한평가의시선을타인중심으로전환하여오히려신체에대한수치감을증가시키는가능성도있

기때문이다(Aubrey, 2010). 안타깝게도, SNS에서신체상을전달하는현실은전통미디어환

경과크게다르지않다. 건강이나신체에관련된인스타그램피드를내용분석한결과피드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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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다이어트, 관련약품들에대한정보를 다루고있으며(Muralidhara & Paul, 2018),

피트스피레이션을다루는 2000개의사진조차도 1/3이타인에게보이는몸을만들기위해신체

를객체화하여다루는형태를볼수있다(Murashka, Liu, Peng, 2021). 최근에는유튜버들

의 위험한 감량 행위가 구독자의 모방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관찰되는 등(Ratwatte &

Mattacola, 2021), SNS의활용이부정적인신체상과위험감량행동과밀접하게나타나고있

다. 63개논문들을대상으로메타분석을실시한결과, 부정적인신체상과SNS 간의사이에정

적인관계가유의미하게나타나기도했다(Saiphoo &Vahedi, 2019).

현재까지시행된여러실증연구를통해SNS상에서사람들이경험하는신체관련가치관과

그영향력을살펴볼수있었지만, 여전히알려지지않은영역은이런부정적인결과를직접경험

하는다이어트체험자의심리적메커니즘그리고이들에게인지된SNS의역할과의미라고하겠

다. 다이어트경험자들이SNS 이용에따라신체상과다이어트행위에영향을받는다는사실은

밝혀져있으나, 이들이미디어이용과다이어트행동사이의관계를어떤방식으로이해하고있

는지, 컨텐츠를생산하는인플루언서의존재와역할에대해어떤의미를부여하고있는지밝혀지

지않은부분들이많다. 이에대한심층적분석이 ‘SNS 노출을통한부정적신체상형성과위험

한감량행동’이라는이론적설명에덧붙여질때SNS가신체상에미치는효과에대한이해가더

욱깊어질수있다는판단하에, 본논문은SNS이용및역할의인지에대한.실경험자의이해

를분석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2) 다이어트경험자에게SNS인플루언서의역할과의미는어떻게이해되는가?

(1) 대중문화스타(유명인)와인플루언서의역할차이

인플루언서는SNS가일상화된뒤로새롭게등장한 “대중에게알려진’ 21세기형인물군이다. 사

실20세기에대중매체와함께연구된‘유명인’에대한관점은연예오락산업이바탕이된대중욕

망의발현기제로서의스타덤에관련된연구였다(임명빈·김수정, 2018). 대중의욕망과문화적

가치를재현하면서동시에구조화하는복합적사회문화적구성물로분석되는전통적의미의 “유

명인”(celebrity) 들은TV나영화, 혹은광고에서독자적인존재감을드러내며대중문화영역에

서군림해왔다(Marshall, 1997). 이들은보통사람이손에넣기어려운높은지위와엄청난

부, 압도적인미모를바탕으로신비로움, 비현실성, 비연결성을통해일반대중의동경을이끌어

낸다. 최근SNS에진출한일부유명인들은자신의유명세를바탕으로채널을운영하기도하지

만, 기존의스타들은대중과의개별적인소통에크게연연하지않으며, 친근감이나인간적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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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위한의도적인제스처를선택하지않는경향이있다(Nouri, 2018).

SNS가대중화되던시기초반에는연예인들의삶이인기를끌고일반인들이이를모방하며

연예인과동일시하려는시도를보였다. 이런모방의패턴은점차SNS상에서인기를얻게된인

플루언서에게적용되기시작한다. 동경과모방이시각적인자료와실시간소통으로이루어지는

SNS환경에서, 관찰과학습의대상이되는‘인플루언서’는독자적인영향력을행사하게된다. 인

플루언서는전통적인유명인들과달리자신을일관된브랜드패키지로제시하기위해SNS를적

극적으로이용하고스스로를노출시키는데(Marwick & Boyd, 2011), 연예인과유사한역할

을하면서도친근하고가까운느낌을전달해호기심을자극하고정서적공감을이끌어낸다(박주

하·전재훈, 2020). 또한이들은양방향소통을통한상호작용기능을가지고있어의사사회작용

(박수정·양은진, 2000)을발현하는모델링대상이될수있다. 인스타그램인플루언서의경우,

사진을통해뛰어난외모나외형적인조건, 직업, 명품등을통해미학적으로완벽한라이프스타

일을향유하는모습을주로보여주면서도, 대중과적극소통하면서자신의삶을타인에게현실적

이고가까운것으로느껴지게만든다(Nouri, 2018). 유튜브인플루언서의경우영상을통해개

인의정보및일상기록, 유용한정보를공유하며개인의캐릭터와성품, 진정성을소구하고, 댓

글과커뮤니티를통해다양한방식으로대중과소통한다. 이런기술적측면은구독자들로하여금

강한감정적유대감을가지게하고(Garcia-Rapp, 2017), 나아가이런정서적유대감과진정성

이신뢰감으로발전하여대중커뮤니티를통해인정받게되면인플루언서로서새로운사회적, 경

제적지위가생겨난다(Brooks, Drenten, & Piskorski, 2021). 종합하면, SNS 인플루언서

는전통적인유명인들과는달리비연결성, 우상화, 신비주의에서벗어나현실에바탕을둔평범

함속의이상향접근가능성을열어두고, 일반대중과의소통을통해적극적인연결을추구하며,

자신만의고유한캐릭터를형성하며진정성과친근감있는이미지를소구한다는특징을지닌다.

팔로워들은친근감, 진정성을바탕으로인플루언서의모습에호감을가지고동경하게되고, 더

나아가행동의선택에있어그들의의견에중요한가치를부여한다.

(2) 인플루언서가구독자의구매행위및행동에미치는영향

인플루언서의존재와역할이중요하게분석되는분야는특히구매와관련된행동영역이라고할

수있다. 기존문헌들중에서는인플루언서가가지는구매유도자(인도서; endorsor)로서의기

능을중요하게살피는경우가많다. 외모관리나뷰티영역에서도미디어노출후구매로이어지

는정보원으로서의영향력을결정하는다양한요인을밝혀내는목적의연구가수행되고있다. 인

플루언서의광고효과확인, 구매를실시한소비자의동기분석, 상업적이익을제고하는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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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전략등이활발하게연구되어왔으며(이선구, 2020), 대체로마케팅효율성을높이려는

시도에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한국의경우소비자들이이런구매유도역할을맡은인플루언

서활용에익숙하여, 이들을통한제품정보전달에수용적인편이다(신경아·한미정, 2019). 앞

서살펴보았듯, 기존의스타가대중에게소구하는방식과는다르게인플루언서는거리감을없애

는접근, 솔직하고진정성있고친근감있는고유한캐릭터노출을통해신뢰성있는이미지로

구독자에게접근하게되는데, 이렇게만들어진이들의특성은관련제품이나서비스사용을유도

하는데중요한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Nam&Park, 2018). 구독자들이인플루언서에게호

감과매력을가지는경우, 이들이소개하는, 혹은사용하는제품에대한태도나인식에있어긍

정적인효과를나타내기때문이다(Lou &Yuan, 2019). 인플루언서가자신의콘텐츠및상호

소통을 통해 신뢰감, 전문성, 헌신성, 연결성 등을 누적해감에 따라 (Bakshy, Hofman,

Mason, &Watts, 2011), 점차유용한정보원으로인지되어구독자들의태도나행동, 인식에

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존재가되어간다(Xu&Pratt, 2018).

인플루언서는단순히상업서비스혹은제품에대한구매의도에만영향을주는것은아니

다. 이들은본인의의도여부와관계없이콘텐츠를이용하는사람에게특정한가치를전달하고

이들의태도나행동에변화를일으키는학습모델로기능할수있다. SNS가실시간피드백을통

한구독자의몰입,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일상화등의기술적인특징으로인해사회화기능, 학

습가능성을강화하는가능성을가진다는점을고려하면, 구매행동에대한유도자로서의기능

뿐만아니라가치관이나태도를모방하는학습모델로서의역할도중요하게고려해보아야할것

이다(형구암·최성애·이금희, 2011). 실제로외모관리나체중감량등다이어트영역에서, 이미

유튜브구독자의위험한감량모방행동(Ratwatte & Mattacola, 2021)이 관찰되고있으며,

이는인플루언서의존재가다이어트경험자의태도와행동에변화를일으킬가능성이높은인물

임을의미한다.

이미인플루언서의영향력이일상화되고기존유명인보다의사결정에영향력이높은것으

로 나타나는 상황에서(Che, Cheung, & Thadani, 2017; Rahmi, Sekarasih, &

Sjabadhyni, 2017), 인플루언서의존재가다이어트를경험하는사람들에게어떤역할과이미

지로이해되고있는지, 구매행동을비롯한가치관모방에따른학습행동은어떤메커니즘에따

라발생하는지분석되지않은부분이많으므로집중적인관찰이필요한시점이라고볼수있다.

사람들은외모로높이평가받는연예인, 유명인과동일시되고싶은욕구를가지며, 이를위해다

양한행위를시도하는데(강은석·신중달, 2016), 외모에대한왜곡된가치관이바탕이되면매우

편향되고위험한외모관리행동으로이어지기도한다(박주하·전재훈, 2020). 특히, 다이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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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제품구매와연결되는데, 이상과실제간의괴리에서느껴지는심리적불편감을줄이는방

법 중하나가 상품 구매를 통한 외모와자아상의 개선 시도이기 때문이다(Lennon & Rudd,

1994). 특히다이어트는건강위험행동과 직결된제품구매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정소영,

2019) 학계의관심이필요한영역임에도불구하고, 인플루언서의존재가구독자들의건강위험

행동결정메커니즘에서차지하는역할과의미를다이어트의경험자입장에서살펴본연구가거

의없다. 이와같은이유로, 본논문은다이어트경험자가인플루언서를어떻게인지하고활용하

고있는지살펴보고, 다이어트시도나관련상품구매를포함한건강행동을실천에옮기는과정

에있어인플루언서의역할은어떻게정의되는지분석하고자한다.

3) 20대초반여성의다이어트경험분석이가지는의미

본연구는20대초반의대학생, 그중에서도여성을중점적으로연구대상으로삼는다. 20대대

학생들은SNS를모든연령층중에서가장많이활용하며(8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일상적으로이용하는습관이있다(8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이

연령대의여성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몸매관리에대한관심이높으며, 체중감량을더자주

시도하는편이다(Lee, 2020). 실제로우리나라여대생중자신의신체에대한불만족및부정

적인신체이미지를가진경우가많은편인데, 대다수문화에서그렇듯한국사회에서남성보다

여성의신체에대해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경향이영향을준것으로파악된다(고상진·송

주희·이주현·이하은·황현지, 2018). 오랫동안학자들은SNS와마른몸에대한내재화, 자기객

체화, 신체불만족, 식이장애사이의관련성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여성들을대상으로

집중적으로탐구해왔는데, 이는해당연령대의여성들이이상적인신체에관련된사회문화적메

시지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Cohen & Blaszczynski, 2015;

Fardouly, Diedrichs, Vartanian, & Halliwell, 2015; Fardouly & Vartanian, 2015;

Tiggemann &Slater, 2013; Vandenbosch &Eggermont, 2012, etc.). 실제로한국20

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표준 체중보다 더 마른 신체를 선호하고

(47.8%), 다이어트에 관심과 경험이 있으며(68.7%),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먼저

SNS를통해얻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이주은, 2020). 일부지방거주대학생을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체지방조절용건강기능식품섭취경험률은여대생기준23.3%로나타나기도했다(김

가영·배문경, 2021). 사회문화전반으로외모를중시하는풍조가한국사회내에존재하는가

운데(김예솔란·여민구·이미나, 2018), SNS를자주활용하고신체에대한관심이높으며, 주변

환경과의비교를민감하게받아들이는20대여자대학생들은SNS이용을통해해당기준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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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하여(Shagar et al., 2019) 신체불만족을경험하거나다이어트에대한압력을강하게느

낄가능성이높으므로(오현숙, 2020), 본연구의대상으로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과참여자선정

본연구는다이어트경험이있는20대대학생들이SNS와인플루언서를다이어트과정에서어떤

의미로이해하고활용하는지그심층적의미를살펴보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11명의연구참

여자를선정하여질적연구를수행하였다. 유사한 방법론을활용한 연구(안진현·하지수 2016;

홍성희·박승민, 2015)을통해인터뷰의적정정보제공자수를10명내외로선정하였다. 예전에

다이어트경험이있고SNS에서 ‘다이어트, 몸매, 외모관리’에관련된인플루언서의채널을구독

한경험이있는경우를중심으로의도적표집과눈덩이표집을통해참여자들을모집하였다. 모

집된인원중에최종참여자를선별하기위해연구목적과내용에대해설명하였고, 이에동의하

고자발적으로연구참여의사를밝힌경우에한해서심층인터뷰를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자

료수집은모두비대면개별인터뷰방식을통해실시되었다. 이들은수도권소재의대학에재학

중이거나혹은휴학중인20대여자대학생이었고, 연령대는20세에서25세에분포되어있었고,

학년은1학년부터4학년이상, 휴학중까지다양했다. 자신의체질량지수(BMI)에대해인지하

는지 확인한 결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참여자는 절반 정도인 5명이었다. 인터뷰 기간은

2021년9월15일부터30일까지약2주간이었다. 개인인터뷰에관련된시간은개인에따라다

르지만약 45분에서 1시간내외로진행되었다. 참여자의기본사항및특성은 <Table 1>에서,

연구결과에따른분류는<Table 2>에서살펴볼수있다.

ID age gender Academic year Knowledge of BMI Formula(and their BMI)

A 23 Female 3 No

B 23 Female 4 No

C 24 Female 5 No

D 21 Female 2 Yes

E 24 Female 4 Yes

F 22 Female 3 Yes

Table 1. Basic information about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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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articipant C, J, K are classified as an intrinsic motivation group, while others as an extrinsic motivation

group.

2) 자료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이제공한이야기를바탕으로내러티브의반복적읽기를통해자주등장하는단어

를중심으로기초분석을실시하였다. 이어서연구참여자들이특정한단어를통해어떤의미와

감정을전달하고싶은지중점적으로살펴보며뉘앙스와의도를정확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더

불어이들이언급한유튜브채널이나인플루언서의 SNS 계정들을방문하여, 이들이언급하는

내용의세부적의미를살펴보았다. 다시한번연구참여자별, 문항별로나누어답변을반복적으

G 25 Female Off-semester Period No

H 22 Female 3 Yes

I 20 Female 1 No

J 25 Female 4 No

K 20 Female 1 No

ID
SNS flatforms

preferred

No. of following

accounts

Weight loss supplement purchase

(mentioned)
Other types of purchase

A Youtube, Instagram 10
Garcinia, Catechin,

Calorie-cutting supplement
Low-carb food

B Youtube, Instagram 15
Calorie-cutting supplement

fat burner

C Youtube 20
Vitamins,

Calorie-cutting supplement

D Youtube 4 Vitamins, Garcinia

E Youtube, Facebook 15
Calorie-cutting supplement

Garcinia

F Youtube, Facebook 5 Low-carb food

G Youtube 10 Low-carb food

H Youtube 5 Calorie-cutting supplement

I Youtube 15 Calorie-cutting supplement Low-calorie food

J Youtube 8
Athletic goods,

Rawfood

K Youtube 4
Low-carb food,

Rawfood

Table 2. Interviewees’ personal experiences about weight-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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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읽으며내부에서떠오르는의미와개념들을정리하는과정을거쳤고, 이 과정에서공통으로

나타나는구조들을파악하고의미를분석하였다(Riessman, 2008). 심층인터뷰를통해수집된

자료에서반복적으로나타나는패턴을식별하고분석하기위해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을실시한결과(Braun & Clarke, 2006), 다이어트경험과배경, 경험의해석과감정, SNS

이용의형태나목적, 그리고인플루언서의활용방식과의미부여라는영역에서공통적인패턴이

나타났다.

4.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SNS, 특히유튜브플랫폼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었고, 다이어트를자주시

도하고있다는경험은거의유사했다. 다만, 다이어트결정의근본적요인에서국소적인차이가

있었다. 소수의연구참여자(3명)은타인의시선과함께자신의건강관리및운동목적을적극

적으로어필하는 ‘내적동기집단’으로분류되었고, 대다수(8명)는절대적으로타인의시선이중

심이된‘외적동기집단’으로나누어볼수있었다. 이들간에연구전체를관통할만한뚜렷한차

이가나타나는지살펴보기위해주제분석과읽기를다시여러차례실시했으나, 다이어트에영

향을주는주변환경, 사회적인식의내재화, 다이어트를위한소비품목등에있어서특별한차

이를도출해내기에는어려웠고, 비교집단의참여자인원수도제한적이었다. 다만, 인플루언서

와의관계설정, 그리고연관(재)소비가일어나는경로, 위험한다이어트행동(주로약품소비)

에대한합리화등에부분에있어서는주목할만한차이가있었다. 이부분에대한차이점은본

문에서설명하고자한다.

1) SNS이용이다이어트와연결되는과정

(1) 내재된스트레스:일상화된신체불만족

한국가임기성인여성의최근3년체중감량경험은2003년40.8%(Lee, Kim, Kim, &Cho,

2003)에서최근 69-73%로집계되어유의미하게증가한것으로드러나는데(Kang, Kim, Oh,

& Jang, 2020), 이는몸매관리와체중감량경험이대다수여성에게일상화되고있음을나타

낸다. 이런맥락을반영하듯, 연구참여자들은대체로자신의신체에대해만족스럽지않은감정

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현재다이어트를진행중이든그렇지않든, 살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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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중요한이슈라고언급하면서자기관리, 체형, 체지방, 운동, 식단관리같은단어를자주사

용하는것을볼수있었다. 이들은몸매를관리하는것은자기관리의영역이라고강하게인지하

고있었고, 자신의몸에대한인지가만족스럽지않다고느끼고있어자주체중감량혹은체형

개선을시도했다.

“체중관리가자기관리라고생각이들어서3-4년전부터관심을가지게되었어요. 기름진음식

을좋아하는데살찌는건싫어서식단관리에관심이커요.” (D)

“몸매관리=자기관리라고인식하고관심을가지게되었어요. 살이좀찐것같다고느끼거나

잘맞던옷이불편하게느껴질때다이어트생각자주해요,” (B)

“대학에입학하고나서도이전보다살은쪘지만살아가는데아무이상없는체중이었는데, 대학

와서노트북을많이보니라운드숄더도생기고체형이안이뻐지더라구요. 몸매관리를하다

보니습관이되어서현재까지다이어트에관심이있습니다.” (E)

앞서언급한소수의내적동기참여자역시유사한단어를사용하고있었지만, 탄탄한몸,

운동, 건강에대한언급이추가되는특징이있었다.

“처음에는체형교정이목표였는데점점탄탄한몸을추구하는사회적인식이늘다보니이제는

다이어트까지관심사가넓어진것같아요..” (C)

“고등학교까지만해도규칙적이고건강한식습관을가지고있었어요. 몸이거의근육으로되어

있고살도탱탱한살성을가지고있었는데, 야식도먹고하다보니(웃음). 지금겉으로보기에

는말랐는데뱃살이상대적으로많고경도비만이나오게됐거든요. 그래서식단이랑운동에관

심을가지게됐어요.” (K)

(2) 사회환경과미디어의영향: 다이어트강박, 고통스러운체중감량

이들은다이어트를 “살 빼기”로인지하고있었고, 본인이지각한사회적인분위기(집안분위기,

사회분위기, 미디어환경)에의해체중관리와유지는의무라고학습하게되는경우가많았다.

“정말어렸을때부터인것같아서기억은잘안나는데요, 저희집에서지내면다이어트, 몸매관

리에관심이안생길수가없어요.”(D) 사회적기준을개인이내재화하며비교를통해불만을느

낀다는기존연구(Heinberg & Thompson, 1995)의 지적처럼, 이들에게서는타인의시선에

기인한자기모니터링, 그에따른부러움의감정, 인내의고통, 자신에대한불만등이긍정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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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다지배적으로관찰되었다.

“내몸이마음에들지않는다는생각이들면다이어트를하게돼요. 현실적이기보다는이상적인

기준에맞춰서목표를세워요. 내가아닌다른사람의몸매를부러워하면서시작된것같아요.”

(A)

“나에게는없는무언가를갈망하는마음이기도해요. 선천적으로타고난체형같은거.” (F)

“엄마에게그건먹지마라운동해라이런말굉장히많이들었어요. 라면도맘대로못먹어서매

일몰래숨어서라면먹었어요. 거울속에내모습이너무돼지같아서..” (C)

이들중상당수가미디어와부정적인신체상 형성을다룬 연구들이 전형적으로우려하는

상황(Tiggemann &Zaccardo, 2018)에노출되어있었는데, 이상섭식행동(폭식과구토, 절식

등)으로인해고통을받거나, 다이어트약품을위험인식없이반복구매한적이있는등(7명),

우려할만한건강위험행동을이미경험하고있었다<Table 2 참고>. 이들은반복적인미디어

노출을통해이상적인신체에대한사회적인기준을내재화하고, 동시에주변시선에대한의식

을통해 “살빼기”를일종의당위적행위로해석하며자신을평가하는기준으로자연스럽게언급

했다.

“친구들이드라마이야기를하면서그몸매연예인멋지다고평가하는것을들으면서다이어트

에관심이생겼어요. 내가거기비하면엄청뚱뚱하다는걸인식하게되고, 집에서뱃살볼때마

다조금씩현타오고...”(G)

“좋아하는연예인도생기고그사람들보면서나를좀꾸미고싶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리고

한명씩있는예쁘고잘나가는친구들보면다말랐어서..그모습을보고나도저렇게날씬하고

싶다는생각하고요.”(H)

“내몸이마음에안들때다이어트에적극적인관심이생길수밖에없어요. 자꾸내가아닌다른

사람의몸매를부러워하게돼요. 타고난체형있잖아요.”(B)

이들은다이어트과정에서경험하는식이조절이나운동을묘사하며 ‘강박’이라는표현을자

주사용하고있었다. 심지어저체중에가까운BMI 상태인경우에도자신의몸에대해객관적인

시각을가지기보다는비합리적인기준에비교하며그수준에맞춰지지않는현재상황에대해심

리적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았다. SNS상에공개되는자기검열을거친‘이상화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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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들을나의모습과비교하면신체불만족으로연결될수있다는분석(오현숙, 2020)과일치

하는결과였다. 다이어트는이들에게당위적의무로인지되었으나, 타인에의해다이어트를하는

것같다고느끼면서도정작체중관리가왜의무가되어야하는지고민하는참여자는없었다.

“쓸데없이강박이생겨서식단조절을해야될것같고, 매일체중재고그러고요.” (A)

“살이빠지니까강박적으로...원래안그랬는데안먹고살빼려고하고운동도안하고밥안먹

고그렇게했어요.” (D)

“다이어트에대해관심이많아질수록다이어트강박증이심해지는것같아요.” (I)

“‘여자는당연히몸도마르고이뻐야돼’라는강박이있어요. 그리고주변에마르고잘나가는애

들보면서저렇게날씬해야하나나도저렇게날씬하고싶다..그런생각하게되었어요.” (E)

“타인에의한다이어트를억지로하는느낌도없지않아요... 왜다이어트하는데살이안빠지

냐는얘기를들으면조바심이생기고몸무게매일재게되더라구요.” (C)

현재의신체에교정이필요하다고규정하는비현실적신념은불건강한다이어트를부추기

는것으로보인다. 신체의형태가객관화된수치로평가받는기준이자문제점으로인지되면서,

이들에게는해결방안탐색에대한나름의강박이생겨난다. 강박은극단적인선택을부추기는데,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한다는표현이자주드러난다. 삶에제한과억압을만드는다이어트는

성공을위해자기자비(self-compassion)보다채찍질을요구하지만, 고통끝에도만족감을얻

는경우는드물어보인다.

“다이어트는정말인생살아가는내내할것같아요.. 남시선을의식하게되면서다이어트에관

심을갖게되었는데주변언니들이다다이어트해야된다고입에달고살았거든요. 저절로자극

을받아밤에살찐다고물도안마시고독하게다이어트를했어요.” (G)

“기숙사생활을하는환경에있다보니학교에서제공되는식사만하면서독하게다이어트를했

던것같습니다.” (H)

“진짜 혹독하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살뺐어요.” (F) “혹독하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서

49kg까지뺐어요!” (I)

“진짜독하게다이어트를했던것같아요. 지금생각해보면굉장히마른몸매가되었음에도만족

을못했었어요. 항상다리는왜이렇게생겼냐, 왜이렇게다리가짧을까부터시작해서, 감사할

줄모르고불평만했던기억이나요.”(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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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강박적인사고방식안에서‘운동이나식습관관리’의진짜의미는건강증진이아닌체

중감량이었는데, 다이어트를여러번경험해본이들에게혹독한운동과식습관관리는고통과

인내의과정으로인지되었다. 먹고싶은것을참는것이불행하다는표현은이를잘보여준다.

“참아야돼.. 다이어트식품산다고돈쓴거아깝지도않아?하면서질책하는거죠.” (A)

“나는언제까지이렇게불행하게살아야돼?하고그냥먹어요.” (C) “먹어놓고후회하고운동하

고굶고반복해요.” (D)

“살찌니까먹지마라운동해라그런말너무많이들어서...맘대로못먹지도못하고요. 숨어서

먹기도하고.”(B)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의지력을 시험하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차후행동패턴을설명하는중요한지점이될수있다. SNS를통해특정제품이 ‘죄책감’과 ‘후

회’ 등힘든심리적요인을해결해줄수있다는뉘앙스를전달하면비논리적으로들려도저항하

기어렵기때문이다.

“하루종일다이어트나음식생각을하는데저게몇칼로리일까?탄수화물함량은얼마지?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사는 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하기도 하

고..”(G)

“죄책감이나후회때문에운동을막하기도하고, 구토시도한적도있고, 다음날아무것도안

먹기도하구요.” (A)

“배부르다는감각을느낄때마다항상죄책감을느끼거든요.”(H)

(3) 매력적인인플루언서접촉: 탈억제대리경험, 다이어트제품노출

다이어트에대해강박과인내를경험하는이들은, 대개오랜기간 SNS를통해여러 ‘매력적인’

인플루언서를접하고그들의행적에자발적으로노출되고있었다. 많은참여자들이인스타그램

이나페이스북등을통해이미알고있던인플루언서를유튜브에서연이어구독하게되었다고말

했다. 그인물을알고있었던이유는건강이나교육적측면때문이아니라보이는이미지중에

자신이선호하는모습이나타나자신도모르게동경의감정을갖게된경우가대다수였다. 즉,

이들에게SNS는정보탐색의창구라기보다는선호하는외적이미지에대한자발적반복노출을

이끌어주는역할에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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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예뻐보이고, 열심히사는것같아서쭉보는중이에요.” (B)

“좀멋있어보이고, 제가꿈꿨던20대의느낌이어서요.” (H)

“원래연예인의상후기영상으로유명했는데솔직하고친근한모습에매력을느꼈어요.” (D)

“예쁘고피부도좋고...몸매도예쁘시고요. 연예인이랑결혼해서더유명해졌고요...” (F)

인플루언서를동경의눈으로바라보는이유중반복적으로나타난것은높은사회적기준

을충족할만큼날씬하고매력적이면서도, 욕구에충실하며“할거다하는모습” 때문이었다. 이

들은SNS반복노출을통해새로운비현실적관념을학습하고동경하게되는데, 핵심은탈억제

가능성(욕구의무제한실현)이었다. 성공의과정에서조차심리적고통을안겨주는의무적인다

이어트를반복적으로경험한이들에게, 날씬하고몸매가예쁜인플루언서가욕구를무제한으로

실현하는모습은매우강력한매력요인이되었다. SNS에서볼수있는인플루언서의자유로운

모습은자신이일상적으로억제하고견뎌내야하는스트레스상황과대비되면서부러움과동경

을자아내고, 동시에묘하게대리만족이가능한상황을만들어낸다. 이런동경과대리만족은그

들의이미지에관심을가지고지켜보게만들고, 유튜브로따라넘어가게하는요인이었다.

“자기관리도정말열심히하는데이분은잘먹는다는인식이박혀서.. 약간 ‘저렇게먹어도이

렇게관리하면된다’는느낌이들어서믿음이가는것같아요.” (E)

“엄청몸매가예쁘신데, (중략) 이분유튜브를보면성인은이렇게노는거구나하고생각한게

학생때부터니까. 그때부터쭉봐온거같아요.” (I)

“주된콘텐츠가친구들과술마시거나노는영상이었는데, 나가서저렇게파티도못하고, 술도

못먹고, 놀지도못하는마음을달래고자보기시작했는데요, 볼수록저사람은저렇게술도많

이마시고, 맛있는것도많이먹는데, 도대체몸매가왜그렇게좋은지이해가안돼서계속보게

되더라고요.”(B)

SNS는이들에게탈억제의환상을심어줌과동시에, 그환상을실현해줄해결책도제시해

주는방편이다. 온라인에는세속적인욕망에충실한인플루언서와그들이애용하는제품들이자

주등장한다. 체중감량혹은유지를도와주는용도의상품이해당유튜버의영상, 유튜브의맞

춤형영상, 인스타그램맞춤형알고리즘광고의형태로끊임없이소비를권하는것이다(정소영,

2019).



156 한국언론학보66권3호(2022년6월)

“그분몸매가마른편이고몸매가되게예쁜데(중략) 주로다이어트보조제나칼로리컷팅제

품을홍보하고있거든요. 내가팔로우해서노출이많이되는편이라그런지생각이나더라고요.”

(H)

현재개인맞춤형알고리즘은소비자의관심사를바탕으로유사한컨텐츠를노출시킨다(이

윤재, 2020). 자연스럽게, 개인들이특정주제로검색을하거나, 광고를클릭하거나구매가이

어지는경우비슷한광고와영상들이개인의피드에쏟아지게된다. 결국참여자들은광고노출

에따라제품군에익숙해진다.

“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에광고가너무너무너무많이떠서도대체뭐길래이렇게까지광고

하나싶어서 들어갔다가구매하게된 경우가대부분인거 같아요. 효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A)

“무의식중에반복적으로노출이되니까저거나도있으면좋겠다. 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 (D)

“유튜브를자주보면서사야겠다고결심한순간이..눈에익다보니저게정말효과가좋구나. 그

렇게느끼는순간사게되더라구요.” (F)

“다이어트에관심이있어인터넷, 유튜브같은플랫폼을사용해검색을자주하다보면인스타그

램광고도그와관련해도배가됩니다.” (E)

(4) 인내와절제회피: 위험행동저항감소, 소비의도증가

보통이렇게체중관리를쉽게하도록도와주는광고제품들은, 장기적노력과성실한시간투자

를요구하는제품군(운동용품이나건강한식사재료)이아니라대개칼로리커팅제, 지방연소제

등부작용을일으키거나건강에무리를줄수있는약품군이거나지속성없는초저칼로리식사대

용품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에 다이어트 보조 약품을 소비한 경험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Table 2 참고>. 먹으면죄책감이생겨서힘든데참는것은고통스럽고, 자신들이지켜보던인

플루언서처럼, 본인역시마음껏먹으며욕구를해소하며느끼는감정을경험하고싶은욕구를

느낀다. 여기서SNS나유튜브를통해인지하고있었던체중감량보조제나약품류의존재는이

들의선택을지지해주는합리적인해결책이된다. 적어도과식해도살이찌지는않을것이고며

칠조절하면감량도가능할것처럼느껴지므로, 인내의고통을면하게해주기때문이다.

“정말마른인플루언서가먹고싶은거다먹으면서0000(보조제이름)를먹으니그대로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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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거, 딱이거에혹한것같아요.” (A)

“나도저렇게먹고싶은거먹으면서쉽게유지하고감량할수있겠구나..라는데끌렸던것같

아요.” (C)

“다이어트제품관련협찬을보면 ‘술을많이마시는데도몸매유지를할수있도록도와준제품’

이라는식으로광고를많이했었어요. 약간 ‘저렇게먹어도이렇게관리하면된다’는느낌이들

어더믿음이가는것같습니다.” (E)

“과도하게하지않아도보조제로어느정도커버가능하다는식으로말해주면훨씬쉽게다이어

트할수있을것같은느낌을받았어요.” (I)

다이어트과정의인내와절제의고통은부작용의위험성까지감수하게만든다. 참여자들은

복통이나울렁거림, 두통등의부작용을겪은적도‘여러번’(7명중4명) 있음에도불구하고, 체

중보조제나약품을한번만구매한경우는없었고, 성공이든실패든관계없이구매를여러번

실행한경우가대다수였다. 심리적인고통에서자신을잠깐이나마해방하고싶은욕구가반복된

구매를일으키는것으로보이는데, 이들의보조제와약품구매는인내의고통에대한회피, 약이

라도먹어서좌절감, 실망등심적괴로움에서찰나적으로해방되고싶은바람, 그리고인플루언

서처럼될수있다는잠재적이익(체중감량)에대한기대치의결합으로이루어지는듯하다. 심

지어일부참여자는약품구매로눈에띄는효과를보지못했는데도불구하고분명효과를본사

람도있고, 그저맞는제품을찾지못한것일뿐이기때문에또다른제품을시도해볼생각이라

고말하고있었다. 부작용때문에후회하고, 재구매생각이없다고말하는경우는일곱명중두

명이었다.

“약이라도먹으면내가나를놓지않고뭐라도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A)

“몸매관리에관심이생겨도, 제대로실천은절대못하고!.근데약이라도먹으면아무래도죄책

감이덜드니까요”. (C)

“심리적인것도커요. 플라시보효과일지도모르지만.....이거라도먹어서유지하자는거죠” (H)

“사람은목표를달성하길원하면서도편하게쉬고싶은모순적인생물이라그런지편하게가고

싶더라고요. 다이어트를편하게할수있다는욕구에2차로호기심이생기면충동구매를결정하

게돼요.” (F)

체중감량이극적으로일어나지않더라도, 참지않아도되고, 혹은못참았다고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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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않아도되고, 내적통제감을주기때문에, 이들은약품복용이라는위험한행동을합리적

결론으로용인할가능성이있다. 심리적인고통을낮추기위해신체적인위험성을증가시키는선

택을한다는것은객관적으로불합리하다. 하지만강박적사고로인해궁지에몰린사람에게단

기적부작용(복통, 설사등)은불확실하고, 가능성이낮으며, 치명적이지않은위험성이다. 장기

적인영향력은잘모를뿐더러, 판매자도언급하지않았고, 체감되지않는불확실한사건이다.

반대로, 원하는몸을만들기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할때뒤따르는인내의과정은이미

알고있는확실한고통이다. 약한두알, 혹은초절식제품으로그런고통이나죄책감이덜어지

고심리적안정감이생겨나는것은확실한이익이다. 운이좋다면눈에띄는감량효과도나타날

수있으므로, 잃을것은확실하지않지만, 얻는것은확실한선택이된다. 진심으로건강을고려

한다면 ‘비합리적’인선택지가될수밖에없는보조제나약품의선택이, 이들에게는타당한선택

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 Kahneman & Tversky,

1979)에서언급하는것처럼불확실한이익(인내와억제를통한체중감량가능성)보다는현재의

확실한이익(욕구충족에서오는감정적만족)을선호하고, 확실한손실(인내의고통)보다는불

확실한손실(부작용감수)을선호하려는선택일수있다.

실제로 여대생의 체중감량 제품 복용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고상진 외,

2018), 참가자들이언급한내용이실증적으로검증되기도했다. 체중증가에대한스트레스가높

고다이어트방법을여러가지시도하는사람일수록, 체중감량제품을복용할확률도높아졌다.

제품복용군은비복용군보다자신의신체에대한관심이높고뚱뚱하다는느낌을자주경험하며,

신체만족도가전반적으로낮았다. 이들은외모관련사회문화적태도와그의하위요인인마른

몸에대한사회적가치인식및내면화점수가더높았고, 급속한체중감량을원하므로무리한

다이어트를감행하는한편, 요요에대한정신적불안감을느끼며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많았

다.

2) 인플루언서가다이어트경험과연결되는과정

(1) 내적동기집단: 신뢰에기반한제품구매, 내면적관계강화

연구참여자들을내적동기혹은외적동기집단으로나눌때, 인플루언서에대한신뢰감형성,

그리고관련상품의반복구매와관련된부분의차이가발견되었다. 내적동기집단의경우, 기

존논문에서예측하듯신뢰감및진정성을인지하고(김우빈, 2018; 정용국, 2018; Bakshy et

al., 2011), 이를매개로판매하는제품들을구매한다는(신경아·한미정, 2019), 경로가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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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일부는인플루언서를“선생님”(J, K)이라고존중하는표현을사용했는데, 채널의영상

들이만족스러운정보를제공하고, 눈에띄는변화를하게되었다고느끼기에호감과신뢰감을

쌓아가는것으로보였다.

“채널영상을접할때마다, 영상의내용으로다이어트하려고노력할때마다왠지뿌듯함을느낄

수있었거든요.” (C)

“정보중심으로만영상을보다가그런것들을하나씩뜯어서보는순간내적친밀감이생겼다고

느끼는것같아요. 나만아는나만의PT선생님같은느낌이들죠.” (J)

“이분이설명하는요상한동작이름들이뭔지이해가되면서좀친해진느낌이들었어요. 실제

로본사이는아니지만이런것에서약간의신뢰도가생기는것같아요. 이사람이올려준운동

루틴은무조건도움되고하는와중에도재밌으며효과도좋다! 하고처음본운동도신뢰도를

갖고시도해보는그런거죠..” (K)

이들은대체로운동정보전달의매개체로서인플루언서를활용하고있었고, 일부는그과

정에서채널을운영하는모습을보며인간적인자극을받거나삶의교훈을얻고, 심지어오랜기

간구독하며성장한다는느낌을받기도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노력을꾸준히한다는점을매

우긍정적으로평가했다.

“제법초창기부터구독했어서이제는인생을같이하는것같은느낌이들기도해요…외형이나그

런것뿐만아니라, 그분의의지와끈기를보고느끼면서나는어떤가생각해봤던것같아요.” (J)

“엄청열심히사시거든요. 역시성공하는사람은다른것같다는생각을했어요,” (K)

이들은인플루언서에게인간적인친밀감을느끼기도하고, 이들이추천하거나활용하는아

이템에대해서신뢰감을가지게된다. 특히, 신뢰감은이들의연관구매를매개하는중요한단서

가되었다. 이들은식품과운동용품을구매했으나, 한명은다른경로로다이어트보조제를구매

하기도했다. 구매후행동변화와함께체중감량에성공한경우물건에대한만족도가상승하

게되는데, 구매로경험한만족감은인물에대한신뢰를강화시켜, 특별한개별적피드백없이도

재구매를이어지게하거나다른상품들까지도믿고사는행동을이끌어내는요인이되었다. 추

천을바탕으로구매하면상품을고르고정보를탐색하는데필요한에너지및시간을절약해준다

고인지하는것이다. 이는구독자들이인플루언서에게호감과신뢰를갖게되면이들이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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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혹은사용하는제품에대한태도나인식에있어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다는기존연구에부

합하는현상이다(Lou&Yuan, 2019).

“제품들도괜찮았고후회되는구매가아니었기때문에유튜버추천에대해신뢰가더생긴것같

아요.” (C)

“인터넷으로엄청검색하는것보다내가좋아하는인플루언서들의추천과유명한제품몇개를

비교해서사는게검색적피곤을줄여줘요.” (J)

“충동구매긴했는데, 제품이만족스러웠기에언니믿고산다는말의뜻을잘이해한경험이었어

요. 되게사고싶게말을잘하시는분이라.” (K)

흥미롭게도, 이들은좋아하는인물이자신의소비를통해성공하는모습을원했다. 어차피

구매할거라면자신의구매를통해열심히살아가는인플루언서가조금이나마도움을받았으면

좋겠고, 나를통해이익을더얻기를원한다는것이다. 이런서포터의감정은재구매를하게되

는중요한요인중하나였는데, 다른집단에게서는전혀나타나지않는부분이었다.

“어차피살거좋아하는유튜버님께도움되면좋겠다싶어서링크통해구매했어요. 힘들게열

심히산옛날스토리까지알고있어서그런지잘됐으면좋겠다는마음이강해서그분통해구

매한것같아요.”(C)

“평균가격보다저렴하게구매하는동시에인플루언서에게도이득이돌아가는구조로볼때, 이

왕이면내가선호하는인플루언서에게이득이가는방향으로갔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K)

“구독자로서뭔가내가도움이된것같고귀여운딸과자값정도는해준것같아서왠지뿌듯하

더라고요(웃음).” (J)

(2) 외적동기집단: 신뢰성낮은시각적정보제공자

이들을제외한8명의경우, 인플루언서는전술했던것처럼주로자신의비현실적인관념을강화

하는역할을하고있었다. 이들이영상에서, 혹은SNS에서보여주는마르고날씬한체형은완벽

한외모관리에대한환상과함께신체에대한왜곡된관념을강화한다. 세속적욕구에충실한

삶을즐기면서도쉽고편하게몸매를유지하는것처럼보이는이미지역시왜곡된상상을부추긴

다. 이들의영상은진실여부와관계없이외적동기집단의탈억제욕망을수면위로자주끌어

올리는것으로판단된다. 쉽고편하게마른몸매를유지하는모습을동경하게되면서특별히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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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식도없고도움이되는것도아니지만, 계속해서지켜보게되는것이다.

“다이어트가어렵고, 힘들다는측면이많은데이분영상은그런느낌이잘안들었어요.” (B)

“술많이마시는데도몸매유지가어떻게되는건지.. 자기관리를열심히하시는데, 그래도많이

노는영상이나오니까. 사람들생각은다똑같은지몸매유지비결을많이물어보더라고요(웃

음).” (E)

“나도저렇게먹고싶은거먹으면서쉽게몸무게유지하고감량할수있겠구나..라는것에끌렸

던것같아요.” (H)

동경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된’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제품에대한불안이나경계심을누그러뜨림과동시에편하고심리적고통도줄어드는몸매관리

에강한매력을느낀다. 외적동기집단참여자들이공통으로지적하는부분은SNS에서유명인

이솔직하게보여주는극명한변화가매우유혹적이라는것이었다. 전후사진비교로차이를보

여주면더욱유혹의크기는커지고, 상품의효능에대해무의식적신뢰감을느낀다. 결국몇번

을속았고안사겠다고다짐했고, 홍보효과를의심하면서도, 유명한사람이고 “영상에서비포/

애프터가확실해보이므로” 소름돋게혹한다고한다. 인플루언서의제품노출은극적효과를불

러오는다이어트제품(특히약품)의불안감이나경계심을낮추는역할을하고, 약품의효능을시

각적으로검증할수있는자료로활용된다.

“이걸먹고살을뺐다는것을영상으로직접꾸밈없이보여줬을때혹하기는해요. 몸무게변화

도보이고, 별다르게식단조절을하는것같지는않지만약을먹는다고쭉쭉몸무게가내려가

는것을보면나도이것만먹으면쉽게살뺄수있을것같다는착각이드는거죠.” (C)

“요즘에는 비디오포토샵도 되니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사진보다영상을 봤을 때

오…하는것같아요. 주로얼마나빠졌는지, 자기가얼마나많이먹으면서도살이빠졌는지. 그

니까얼마나먹고싶은걸다먹으면서도이보조제로살이빠질수있었는지. 보면혹하죠.”(D)

“몇개월만에몇킬로감량, 비포·애프터사진등을보면더쉽게홀리는것같아요. 다시는안

사겠다고다짐했는데도소름돋는건, 다이어트관련상품광고나영상을보면여전히혹하고

흔들린다는거예요”. (I)

극적으로연출된전후비교를통해제품효과에대한1차검증을마친이들은신뢰를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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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구매를하는것이아니라, 철저한자발적후기검증을거쳐다른경로로구매를고려하고

있었다. 메시지이용과실제구매가분리되는경우는후기검증때문이었는데, 본인조차이를깨

닫고놀라움을표하기도했다.

“그러고보니영상은보는데물건은다른데서사는거같아요(웃음). 이거말하다보니까알았

어요.” (H)

“인플루언서들이분명다이어트관련한콘텐츠를업로드해서즐겁게시청한기억이있지만, 실

제로다이어트제품을구매할때는전혀다른사람의후기와변화를보고구매했다는점이저조

차도조금은당황스럽네요.” (F)

(3) 외적동기집단의불신과감정적거리두기

이들의설명에따르면, 후기에는다양한종류가있고, 후기처럼보이는광고도많기때문에솔직

한후기인지확인해야한다. 일반광고는전후차이가확실해서혹하긴하지만, 조작이가능하거

나과장도심하고, 소비자를속이려는목적도있으므로순수한타인이올려놓은후기가중요하다

는것이다. 내가구독하는인플루언서의발언이아니라, 합리적의심을통해목적성이검증된후

기가이들의구매를부추기는결정적인역할을한다. 이들은자신의소비합리성검증과정에대

해설명하며인플루언서에대한불신과거리두기의태도를표출하고있었는데, 인플루언서가하

는광고는 “확끌리긴하지만그만큼광고에대한과장도있으므로”, 자신이직접솔직한후기를

통해효과를확인해보는작업이더욱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들에게인플루언서의존재

는신뢰감과연결되기보다, 상업적으로, 속이려는의도를통해합리성을훼손하는불편한존재로

인지되었다. 이들중절반은보조제를통해어느정도의효과가있었다고했고, 절반은별로효

과가없었다고했는데, 건강을위해위험제품군을구매하지않겠다고하기보다는‘인플루언서를

통해구매하지않겠다’고언급했다. 이들은원하는만큼의결과를보지못한것이약품의문제가

아니라인플루언서의과대광고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인플루언서채널을통해서는구매하지않을것같아요. 많이 낚여봐서이제내성이생겼달까

요..” (A)

“인플루언서들의홍보방식같은게은근히좀잘파악되고하다보니까속아서샀다는기분도

들긴했어요.” (B)

“교묘하게공구시작전부터은근히제품을노출시키고사람들이원하게끔만든뒤에“너무요청



20대여대생다이어트경험의내러티브분석 163

이많아서가져왔습니다~” 이런식의뻔한패턴을알아버린후에는이제뭔가속이는것같고

그런기분이들어서..안사고있습니다.” (D)

“‘지금이아니면못사요.’ ‘지금이정말좋은기회에요.’ ‘공구내일마감이에요.’ 등을강조하더라

고요. ‘여러분의요청으로데려왔어요.’라는워딩은우리를위해서, 우리가원해서제품을가져

왔다는느낌을풍기는것같기도하고요.” (E)

“확실히인플루언서가광고하는제품이확끌리긴하지만그만큼광고에대한과장도있어서구

매후실망한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I)

인터뷰전반에걸쳐이들은인플루언서에대한신뢰나친밀감표현에있어상당한내적저

항을표현했다. 이들은자신과인플루언서사이를객관적으로바라보며내적인거리를두려고하

는경향이뚜렷했고자신과친밀하거나, 신뢰가가거나, 가까운느낌이라고묘사한경우는거의

없었다.

“특별한관계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A) “그냥구독자와인플루언서의관계정도로만생각해

요”(B, D).

“무조건인플루언서를신뢰하지는않는편이거든요.” (E)

“제친구는정말어떤인플루언서를존경하고그런마음에서물건을구매하더라구요!!(웃음) 저

는그냥오신기한데?한번속는셈치고사볼까?하거든요.”(F)

내적동기집단이구매를통해신뢰감과유대를강화해나가는것과대조적으로, 이들은구

매를통해감정적거리가가까워졌다고생각하지않았다. 반복구매한경험이있는참여자들도,

인플루언서를통한직접구매는없다고말하는경우가많았다. 게다가구매경험이긍정적이거

나, 재구매를했던경우에도대부분자신과의관계에 “아무변화가없는것같다”, 혹은 “아무영

향도없다”고말했다.

“인플루언서통해재구매할의향도없고흔들리더라도꿋꿋하게이고집을지켜볼생각입니다.”

(A)

“어느경우에서도해당인플루언서와친밀감을갖게하는변화는없었던것같습니다.” (C)

“물건구매를했다고친밀감같은기타여건에영향을미치진않는것같습니다.” (D)

“역시광고였구나.. 이런생각밖에없었고다른것은변화없었어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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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적동기참여자들의후기검증, 소비합리화의필요성

외적동기참여자들은다이어트제품소비결정에있어자체적인검증을매우중요하게여기며,

인플루언서의신뢰에바탕을둔다이어트제품구매의도는거의언급하지않는다는특징이있었

다. 더불어내적동기참여자들이신뢰하는인플루언서의가치관과삶의태도에대해학습하고

행보를지지하려는태도를보이는것과달리, 이들은해당인플루언서의외적이미지에대한동

경그이상도이하도언급하지않았다.

다이어트제품의소비를결정하는데있어이들이반복적으로언급한신뢰할만한타인은

익명의후기제공자들이었다. 인터뷰전반에걸쳐, 후기검증은거의모든외적동기참여자들이

매우강조한작업이었다. 이들은인플루언서를통해정보를얻고, 광고를통해구매의욕을상승

시킨다해도무조건인플루언서를신뢰하지는않기때문에본인이직접검색에들어간다고했다.

합리적인가격과제품의실제효능을확인하기위해온라인상에존재하는익명의후기를다수검

색해보는것이다. 솔직하다고인지된후기가눈에높은비중으로발견되면, 구매욕구가급격히

상승하게되고, 자신의몸에급속히불만이생겨나는시점에충동구매로이어지게된다.

“후기를살펴보고좋다는글이많을때확구매욕이생긴달까. 인플루언서를완전히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모르는사람들의후기, 살이빠진결과가더많은영향을줬어요.” (A)

”후기를찾아보기시작하는데 ‘내돈내산후기’, ‘찐후기’, 이런키워드를검색해서봐요. 어떤것

을사든오래고민하고후기를엄청찾아보고사는편이라! 다이어트보조제는성분은관심없

고그래서이거먹고얼마나빠졌는지만궁금한것같아요.” (F)

“후기를찾아봤는데나랑비슷한몸무게, 비슷한키를가진사람이먹고효과를봤다는글을보

고결정하게됐던것같아요. 동질감느껴졌고, 저사람도저렇게살을뺐는데나도할수있겠

다는자신감도얻었던것같아요. 후기가결정적이었던것같습니다.”(H)

인플루언서에게거리를두고구매에관련된신뢰감을표현하지않는현상, 그리고그이유

에대한설명을기존연구를통해찾아보기는어려웠다. 여러가능성중하나로, 이들이제품구

매에있어다소간의심리적부조화가일어났을가능성이있다. 정석으로다이어트를하지않았고

약에의존하는것같은느낌이이들에게저항의감정을일으킬수있는것이다. 참여자들의이야

기를살펴보면다이어트제품으로다소간효과를보았고, 반복구매를했고, 다시구매할가능성

이있다해도불편함은사라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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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매로살빼려고했구나…덜먹고많이움직이면빠지는건데. 다이어트보조제로내가쉽게가

려다가삐끗했구나이런생각했어요.” (D)

“다이어트제품을구매해볼수록건강하게살을빼고싶다는생각이커지는것같아요. 어차피

다이어트약을먹고빼는살은다시돌아온다는말도많이들었고.” (H)

“고된훈련을통해얻을수있는뿌듯함을느낄수없었다는점이살짝아쉽더라고요..” (I)

참여자들은소비가불편한감정을불러일으킨다고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 나름

여러단계의검증까지해서구매를했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의구매사실을타인과공유하고싶

지않다고했다. 본인의구매경험에대한느낌을이야기하며타인에대한공개가부담스럽고,

좋은평가를받을것같지않다고느꼈으며, 다른사람들도솔직하게말하지않을것같다고생

각하고있었다.

“아마제품에의존을했다는것자체에대한부담이있어솔직하게공유하지않은제품군이라생

각이듭니다.” (C)

“정말쪽팔리고힘들었던경험인데... 지금은얘기할수있게됐지만. 누구에게도말하지않았었

고요.” (A)

“주변인들한테는알리지않았어요. 분명히이걸돈주고산다고하면잔소리를들을것을알았기

에혼자몰래구매하고저혼자먹었어요(웃음).” (D)

“다이어트제품을섭취한경험을주변지인에게들어본적은없는편인것같아요.” (F)

이런답변을 살펴보면, 모순과 불합치성을 불러일으키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품 구매를

편안하게받아들이기위해서, 이들은자신의소비과정을합리화했어야만할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로자신이 “합리적인소비라고합리화했다”고명확하게언급한참여자도있었다. “한참쇼핑

할때는‘괜찮은소비, 합리적인소비’라고합리화했지만지금은참후회되거든요.”(D)

(5) 인지부조화감소전략1: 효능에한정된후기검증과정보수용의왜곡

복잡한의사결정과정속에서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내적갈등이있는상태로구매결정을내

리는소비자는자신의결정에대해확신을갖지못하고심리적불안을겪기쉽다는것이알려져

있다(문혜리·송지희, 2018). 이런구매행동과의사결정간의불일치로인한불편감은인지부

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개념으로흔히설명되기도한다(Festinger, 1957). 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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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체중감량을위해서철저한자기관리, 즉시간과노력을들여정석적인방식을따라

야한다는신념을보유하는상황에서, 쉽고빠르게인내의과정없이감량을원하는본능적의도

가충돌하는경우, 소비자는구매하는행위에대해미묘한심리적불편감을느낄수있을것이

다. 이론에따르면자신의의견, 태도, 지식, 가치관들사이에심리적불일치가일어날때일반적

으로1) 행동과의견을수정하거나, 2) 새로운인지요소를추가하여부조화를감소시킴으로써,

내적인평안을이루기위해노력하게된다(Metin&Camgoz, 2011).

이과정을체중감량약품구매와관련해서적용해볼경우, 약품구매행동을포기하지않

는한(행동수정), 해당구매를최대한합리적인방향으로인지하는방향(인지요소추가)으로

흘러갈것으로추측가능하다. 소비에합리성을강화하는인지요소를추가하기위해손쉬운방

법은긍정적인효과, 눈에띄는변화를증명할수있는다양한인지적정보를많이접하여불편

감을희석하는것이다. 이런이유로인지부조화가클수록정보탐색행동이증가하는데, 불확실성

과위험부담을감수해야하는불안등을해소하는방편으로반복적으로정보를탐색하고수집하

게된다(Pan &Fesenmaier, 2006). 체중감량목적의약품구매자들은구매를합리적으로뒷

받침할수있는여러인지적방안을모색할것이고, 이는적극적정보검색, 특히그중에서도"효

능에치우친후기검색"의행위가나타날확률이높다.

사실후기검색자체는최근소비자에게일상화된가치판단의일환이다. 모바일쇼핑에익

숙하고, 정보검색에익숙한현대의소비자들은합리적인소비를하기위해제품구매이전에온

라인을통해제품에대한평을검색한후구매결정을내리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박재진·김은

진, 2020). 후기검색행동안에는 '합리적인소비라는내적확신'을얻고싶은욕구가내재해

있다. 광고에의존하여구매할때심리적불확실성을감수해야하므로, 소비자가부담을줄이는

방식중하나로익명의후기를검색하는것이다(백규리·유재호·이계희, 2021). 중요한점은, 일

반적소비자의후기검색은대체로여러방향의정보를탐색하고비교하며, 잠재적인손실가능

성(문제점)에대한인지, 현실적효과, 가격등의차원을두루살피는형태로구매의불확실성을

극복해나가게 되는반면(박재진·김은진, 2020), 체중감량제품구매와관련된 후기의검증은

부조화로인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문제점을회피하고장점만을찾으려는왜곡된정보탐색이

두드러지게된다는점이다.

이런소비자들은긍정적효과에대해적극적으로검증해야인지부조화가감소할수있으므

로, 적극적으로'부작용'이나'문제점'에대해탐색해볼확률은상대적으로낮다. 실제로인터뷰

내용을살펴보면, 건강상문제점이나인플루언서의부작용정보공개등을알기위해후기를검

색해본다는답변은전혀없었다. 약품류가아니라초절식관련제품이나저칼로리식품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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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긍정적인효능위주의검색패턴은비슷하게나타났다. 부정적인요소나문제점들은누적

될수록내적합리성을약화하고, 결국구매에대한심리적불편함만을가중하기때문일것이다.

결국, 건강상의부작용이나신체적인위험성등에대한검색은의도적으로혹은무의식적으로축

소되고왜곡되어, 관련된정보들은소비자에게중요한부분으로인지되지못하고있었고, 자신이

필요로하는장점과효능관련정보가주된정보탐색의목표가되었다.

정리하면, 약품소비자체는인내회피, 심리적인안정, 체중감량의가능성이라는이득이

있으므로, 소비를포기하는대신의사결정과정을최대한합리적으로인지하기위해, 인플루언

서에대한의존(광고목적에대한의혹)을낮추고효능위주의후기를검색해불편함을줄이려고

시도할가능성이있다. 일종의소비후인지부조화상쇄를위한정보의왜곡혹은선택적수용

(Coulter &Coulter, 2007)이라고할수있다.

(6) 인지부조화감소전략2: 부작용경험축소

인지부조화감소차원에서부가적설명이가능한부분은이들의 ‘부작용경험’에대한철저한개

인적귀인이다. 전술했듯, 여러참여자가특히다이어트보조제섭취후체감하는부작용(복통,

어지러움, 설사등)을경험한적이있었다. 이는성가영과배문경(2022)의연구결과와도일맥

상통하는데, 해당연구에서성인여성들이체지방감소용건강기능식품섭취이후부작용을경험

했다고응답한비율은34.5%였다(빈도는소화불량, 울렁거림, 변비, 설사, 복통, 두통, 생리불

순, 탈모, 피부발진, 부정출혈순). 참여자중일부는약품에효과가있다고했지만, 일부는불만

족하거나효과가미미하다고말했다. 일반적으로식품섭취후부작용을일으키거나불만족스러

운경우소비자는보통상품제공자에대한책임을묻게된다. 그런데, 다이어트관련약품이나

보조제구매자의경우, 불만족스럽거나심지어부작용을겪은경우에도개인들을책임소재를크

게묻지않았다. 자신이겪는문제점을공식적으로이슈화하지않는것이다. 오히려, 이들은부

작용을개인적인상황으로축소하려는태도를강하게드러내고있었다.

“아예제품의10분의1도사용하지못하고폐기를했기때문에개인적으로안타까움이컸던구

매경험이었어요. 제품구매시제몸상태에대해미처고려하지못했던책임이라제품에대한

부정적인감정이있기보다는.. 제품구매할때좀더신중한선택이필요하겠다는계기가되었

어요.” (B)

“(부작용이있었지만) 그냥그약이저와안맞을수있고요. 진짜좋은다이어트보조제가있을

수있는거겠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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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품을섭취한경험이있는데울렁거림이나부작용이너무심해서.. 그냥다음에는효과가

괜찮았던것같은제품을재구매하는것이낫겠다는생각도들었어요.” (F)

부작용에대해서큰중요성을두지않고, 경험을축소하며, 타인의책임이아닌자신의책

임으로돌려버리는전략은자신이느끼는심리적부담을상쇄하려는논리로유사하게설명이가

능할것으로생각된다. 이들중에서인플루언서가관련된의학적정보에대해충분히언급하지

않았음을지적하는경우는없었다. 자신의가치관, 신념과조화를이루는소비가아니라면, 부작

용이라는문제상황을공식적이고중요한이슈로제기하면서자신의구매행동및결정과정에대

해타인과공유해야하는이후상황이심리적으로불편해질수있다. 내면의불편함과의사결정

의혼란을증가시키는결과는소비자가원하는바가아니다. 따라서이들은관련된정보탐색회

피, 개인화라는적응기제를사용하여자신이가지고있는심리적인불편감을조금이나마줄이려

고하는것으로보인다.

4. 논의및결론

1) SNS, 인플루언서가다이어트결심과행동에미치는영향

본논문은다이어트경험이있고SNS에서몸매나외모관리에관련된계정(채널)을구독하고

있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 이들의다이어트행위와SNS, 인플루언서의존재가어떤메커니즘

을통해연결되어있는지깊이있게살펴보는것을목표로삼는다. 다이어트를시도하는참여자

들은건강(체력) 개선목적의내부적동기가있던소수의참여자와강한외부적동기만을가진

다수의참여자로구분되었는데, 이들이공통적으로다이어트를결심하고실천하는이유에는자

기관리에대한스트레스, 사회적시선의내재화, 가족의압력등이존재하고있었으며체중감량

과정을설명하는주요키워드는사회적의무와비교, 인내와억제, 그에따른부정적감정이었

다. 반복적으로이용하는SNS를통해이상적인신체상을학습하고, 내재화하는모습은기존미

디어의영향력을설명하는연구들(e.g. 오현숙, 2017; Grabe, Ward, &Hyde, 2008)과일

맥상통했다.

다수의외적동기참여자에게반복적인다이어트는욕구의억제라는부정적인경험과함께

좌절감, 불안등을경험하게한다. 이들은SNS를통해탈억제의환상을보여주는인플루언서의

삶에대해서동경하며오랫동안관찰하는특징을보였다. 반복된다이어트에서인내의고통을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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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동시에SNS를통해현실의욕망을충족하는모습을동경하는이들은, 문제점을해결해줄

수있는효율적인방법을모색하고싶어한다. 이런욕구는인플루언서의다양한SNS나유튜브

를통해노출된다이어트관련상품구매로이어졌고, 특히위험부담이큰다이어트약품구매로

나타나는경우가많았다(Ratwatte & Mattacola, 2021). 흥미롭게도, 인플루언서는 구매에

직접적인중개역할을하기보다는보조제나약품에대한불안감이나경계심을낮추는역할을하

고, 효능을시각적으로검증할수있는자료로만활용되는경향이있었다. 이들은인플루언서를

통해다이어트제품에대해정보를얻으면서호기심을가지며반복적인영상과광고노출에따라

차츰익숙함을느끼는것으로드러난다. 하지만, 홍보전략의혹에바탕을둔낮은신뢰감및약

품구매라는내적인인지부조화의영향으로곧바로구매로넘어가지는않는모습을보인다.

이들은약품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큰의문을제기하지않지만, 인플루언서의

목적에대해의구심을가지고있고인간적인친근감, 신뢰도가낮은편으로구매결정전에익명

으로작성된후기를자율적으로대량검색하려는특징을보인다. 약품혹은보조제의구매가심

리적편안함과체중감량효과를불러올것이라고기대하기에의미있는선택이라고생각하는반

면, 약품에의존하는다이어트를시도한다는측면에서심리적으로불편함을느끼고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구매사실을타인과공유하고싶지않다고생각하며, 타인도약품복용을솔직

하게말하지않는영역일것이라고이야기하는등소비에있어나름의부담이있음을표현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이런불편감과부담감은인지부조화와관련되어효능위주의후기검색을통

한정보의왜곡과축소를일으킨다. 즉부작용을축소하여인지하고, 부정적가능성은회피하며,

긍정적가능성은과장하고, 문제를공론화하기보다는개인화한다. 이들에게인플루언서의존재

는흥미로운대상이자동경의대상이지만, 나와관계없는단순한구독자와영상제공자, 숨겨진

의도가있고신뢰감이나친밀감이생기지않는관계처럼묘사된다. 이런 ‘거리두기와불신의표

현’은구매경험과관련해더욱두드러졌는데, 대다수의외적동기참여자들은인플루언서집단

이상업적목표를위해구독자를이용하는공동구매판매자라고인지하는모습을보였다.

소수의내적동기참여자들은, 구독을통해신뢰감을쌓은인플루언서가추천하는식품혹

은운동용품을자주구매하는경향이있었으며대체로해당구매에대해긍정적인피드백을보여

주었는데, 구매한상품을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다이어트에성공함에따라내적인만족감을얻

었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인플루언서는이들에게믿을만한정보제공자이자검색시간과에

너지를절약시켜줄만큼신뢰가가는구매중개자로기능하고있었다. 상품구매는상호간에긍

정적인관계를형성하는중요한매개체였으며, 신뢰감을바탕으로한구매가만족감을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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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관계가돈독해지는선순환의형태를만들고있었다. 많은참여자가본인의구매를통해상

대가더불어이득을얻기를원했으며, 자신과인플루언서의관계에있어신뢰감과친밀감이라는

긍정적표현을쓰는것에주저하지않았다.

2) 왜곡된사고, 부족한건강위험인식

외적동기를가진연구참여자들은후기를검색해효능및구매가격에대해충분히검증했음을

강조했다. 신속한체중감량에대한기대를바꾸거나무리한다이어트방식을선택지에서제외하

는대신타인의홍보의도에대한간파와불신, 긍정적후기의검증이라는과정을통해자신을

설득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건강에대한위험인식은존재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가주장하는효과가과장됨을의심하는소비자들은‘체지방감소효과자체에

대한과학적증거’에 대해의문을던지기보다는직접효과가나타난후기를찾아검증하겠다는

왜곡된결론에도달한다. 인플루언서홍보는목적성이있어불신하지만, ‘전후사진이나영상만

을통해감량효과의인과관계를추측하는과정’이합리적인지는의심하지않았다. 또한, 장기적

복용에따른건강상태의변화미고지, 잠재적위험성언급부재등정작건강을고려하기위해

판매자에게의문을제기해야하는소비자의권리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적어도인플루언

서가판매와홍보에개입된체중감량관련보조제나약품의영역에관련해서는, 판매자도구매자

도건강의위험성에대해서논하지않고있었다. 꾸준히피해자가있음에도관련영역의피해가

공론화되거나판매가줄지않는이유는미묘한수준의인지부조화와함께구매결정과정의비합

리성도연관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기존연구에따르면현재성인여성들이체중조절건강기능식품에대한정보를주로인터

넷, 주변사람및판매자, TV및라디오등비전문적영역에서얻는것이현실이다(박미영·공경

혜·이명숙, 2019). 또한, 체중감량제품의부작용지식이없는대상자들은, 관련지식이있는대

상자에비해제품복용의확률이3.86배나높았다(고상진외, 2018). 해당제품들이인체에미

칠수있는위험성을고려할때, 1) 구매전의사나건강관리전공자등신뢰할수있는전문가

에게조언을얻을수있도록방법을제시하고, 2) 약품구매전위험성과효능등에대해정확한

정보습득의중요성을알리고, 더불어3) 신뢰할만한정보에대한판단능력및접근성을높일

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된다.

3) 연구의한계와제안점

본연구는, 일상화된20대대학생의다이어트경험이소셜미디어와인플루언서의인지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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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어떤방식으로연결되고있는지살펴보고, 관련제품소비에서드러나는불합리성과건강에

대한인식부재를구체적으로접근했다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하지만한정된인원만으로집단

간의의미있는차이를밝히거나대학생의경험을일반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기에정교한실증

연구및더많은인원이참여한질적연구를통해결론을보충하고확장할필요가있다. 또한, 본

연구는여성참여자만자원을했기때문에여성들의특성을잘살펴볼수있었다는장점이있었

으나, 동시에이는한계점으로작용하기도한다. 최근에는20대남성들역시몸매관리나몸만

들기에관심이많기때문에(박혜원·정명선, 2011) 이들의경험역시분석이필요할것으로생각

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구독하는SNS의종류나구독기간등을한정하지않았

고, 본인이외모관리나몸매관리키워드에해당한다고판단한모든채널의구독경험을지원

자격으로삼았다. 그러나종류를세분해서연구를진행한다면(예: 운동중심, 뷰티중심, 인플루

언서중심) 보다차별화되는연구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이므로, 추후보충연구가필요하다

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록소수에그치기는했으나, 내적동기참여자들의경우SNS를통해다이

어트에적절한도움을받고, 인플루언서와의긍정적인관계를통해만족스러운상품구매를지속

하고, 다이어트부작용이나약품사용경험에있어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미디어가건강한다이어트에도움을주는순기능적측면이발휘된것으로볼수있다. 운동

과 건강에 초점을 둔 신체 가치관을 형성하고 긍정적 신체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최근 트렌드

(Tylka, 2012, 2018)가 SNS를통해구현될수있는가능성도분명히있는것이다(김가영·권

웅, 2020). 헬스커뮤니케이션측면에서볼때이런사례는상당히고무적이다. 학자들은전통

적으로SNS를통한부정적신체상형성과위험한감량행동가능성을염려(이영자, 2000)해왔

으나, 동시에, 순기능을활용할수있는방안및관련된개인적특성(심리적특성등)에대해서

도적극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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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대 여대생 다이어트 경험의 내러티브 분석

SNS와 인플루언서가 감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이어트 동기의 역할 

김경보

(명지대학교디지털미디어학과강의전담교수)

본논문은다이어트경험이있고 SNS에서신체관리에관련된 계정(채널)을구독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행위와SNS, 인플루언서의존재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살펴보았다. 외부적동기

(사회적압력)에의해타의로다이어트를실시하는대부분의참여자에게다이어트는욕구의억제라는부

정적인경험과함께좌절감, 불안등을경험하게한다. 이들은탈억제의환상을보여주는 SNS 인플루언

서의삶과현실의욕망충족을동경한다. 욕구를충족하고인내를회피하려는욕구는SNS를통해노출된

상품구매, 특히다이어트약품구매로이어지기쉬웠다. 이때인플루언서는 직접적인구매중개역할을

하기보다는약품에대한불안감이나경계심을낮추는시각적검증자료로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은약품에

의존하는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부분을 불편해하고 타인과의 공유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런 불편함은

인지부조화와관련되어효능위주의후기검색을통한정보의왜곡과축소를일으키고있었다. 부정적가

능성은회피하며, 긍정적가능성은과장하고, 부작용등의문제를개인화하게만든다. 참여자들은후기를

통해과학적효과에대한검증이나부작용에대한검증을하는대신, 효과에관련된후기만선택적으로검

증하고부정적경험은축소하는왜곡된결론에도달하고있었다. 한편, 내부적동기(자신의건강개선)을

위해다이어트를하는소수참여자들의경우SNS를통해운동과식이정보를학습하고이를실천하며만

족스러움을표현했다. 이들의경우인지부조화를일으키는소비가거의드러나지않았으며, 인플루언서와

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구매를이어나간다는차이점이있었다.

핵심어 : 인플루언서, 다이어트, SNS, 유튜브, 건강기능식품, 인스타그램, 내러티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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