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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며 다른 환경이나 사람에 의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미디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권력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이들은 날씬하고 마른 몸을 이상적인 몸의 

기준으로 삼아 주체적인 몸(the Subjective Body)보다는 객체화된 몸(the Objectified

Body)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몸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소비하게 하

며 몸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새로운 가능성을 상실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

성 보디빌더들의 경우,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날씬함에 대한 이상과 경쟁하며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몸을 회

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몸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시

각을 제공하고, 여성의 객체화된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과 입상 경험

이 있는 여성 보디빌더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2년 7

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제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석적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소통하고 체험하는 몸을 통해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을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면서, 지각하고 지향하는 존재로

서의 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주체적인 몸을 인식하였다. 또한 변화된 자신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이 지니는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들의 객체화된 몸에 대해 마른 것에 집착하는 몸,

획일적인 몸, 그리고 건강이 결여된 몸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 

여성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하게 되고 연예인들의 

몸을 갈망하며 신체적으로 허약한 객체화된 몸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갈

등, 타협, 그리고 무시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적으로 근

육이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문화로 인해 갈등하였고, 선수 입장으로서 근

육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타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

면서 주변 시선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주요어 : 주체적인 몸, 객체화된 몸, 여성 보디빌더, 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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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여성다움’이라는 틀에 갇

힌 ‘수동적인 객체’로 여겨지며 남성에 의해 억압받고 소비되는 의미를 지닌 존

재가 되어왔다(백주연, 송민희, 2010). 이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문화의 요구사항

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 시키면서 사회에 적합한 여성정체성을 형성

하게 되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하도록 내면화된 것

으로 보인(송명희, 1998; 홍경자, 2009). 이렇게 형성된 젠더 정체성은 여성들에게 

성형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 ‘규범화된 여성성’ 이미지를 구현하게 하

였다(박혜경, 2011).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과거 삼국시대1) 때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의 몸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가시

적 존재가 된 것은 근대 시각 중심 문화2)가 형성 되면서 부터였다(이영아, 2011).

시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

이며 외형적인 몸에 대해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김승재, 2010).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날씬한 몸에 대한 이상이 전 사회적

으로 급속한 확산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몸’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한서설아, 2009). 실제로 몸짱 아줌마3)의 몸 이미지가 매스컴

1) 미술사학자 홍선표 교수에 따르면 이 땅에서도 미녀, 미인상에 대한 언급은 삼국 시대의 기록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려 시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이영아, 2011, p. 28)

2) 시각 중심의 문화 기반이 형성되고 발달할수록 사회, 문화, 예술은 점점 ‘보여주기’에 치중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도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사진과 삽화를 통해, 연극과 영화에 등장

하는 여배우들을 통해, 그리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신여성들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위의 

책, p. 33)

3) 『뉴시스』, 200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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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지대해졌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문화로서의 ‘몸가꾸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정학, 신현군, 2008).

여성들의 몸에 대한 소비는 남성중심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날씬한 몸에 대한 욕망을 더

욱 내면화 시키게 되었다(황희정, 2005).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어 문화적 자본으

로 대두된 몸은 대중들에게 몸에 대한 강박관념을 심화시키고 몸가꾸기는 물론 

성형수술4)에 이르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하였다(이정학, 신현군, 2008). 또한, 날씬

한 몸에 집착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9배 이상 수준의 섭식장애5)를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저체중의 마른 몸을 이상적인 몸6)으로 생각하는 등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점점 날씬함과 마름에 두게 된 여성

들은 건강한 몸보다는 보여지는 객체화된 몸에 초점을 두며 자신들의 몸을 잠재

적으로 억압하게 되었다(정희준, 권미경, 2007).

사회 문화에 의해 고착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기준인 날씬함, 마름 등은 스포

츠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송명희, 1998; 송형석, 2001), 어떤 스포츠를 하던지 

여성은 여성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다(Coakley, 2007;

Simon, 1995). 그 결과, 스포츠의 종목이 매우 다양하고, 종목의 특성에 따라 추

구되는 신체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성은 무

시되었다(Leonard, 1998).

하지만, 본래 몸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한 타성적이기 보다는 주체적인 것

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객체화 된 몸에 대한 주

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권욱동,

2002a). 그 이유는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성찰을 통해 주체의 본질적인 의

미의 회복과 가치를 정립할 수 있음과 동시에 몸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 있게 

4) ISAPS http://www.isaps.org/isaps-global-statistics-2012.html

5) 『연합뉴스』, 2013년 5월 24일.

6) 『enews24』, 201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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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여 주체적인 몸의 실존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공병혜, 2002; 신진숙, 2009; 심재민, 2010; 정지은, 2008).

스포츠는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에게 자

신의 몸이 지니는 가치의 인식과 삶의 의미 즉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주

며, 세계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체적 존재가 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스포츠는 주체적인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인간

의 주체성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이

해할 수 있다(권욱동, 2002b; 김영갑, 2005).

많은 스포츠 종목 중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 선수들은 날씬해져야 한다는 

주류 문화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모델이 되며, 지배적인 날씬함에 대한 이상

과 경쟁한다. 이는 여성의 몸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적인 몸의 권한을 지

니는 존재로 구축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Grogan, Evans, Wright, & Hunter,

2004). 보디빌딩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근육을 표현하

는 종목에서 여성 보디빌더들은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

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남성 지배적인 보디빌딩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

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보디빌딩을 통해 기존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던 날씬하고 마름과는 반대되는 근육질의 몸을 선호하고 전통적인 

여성다운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양성을 제시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성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Grogan et al., 2004; Fair, 1999; McGrath &

Chananie-Hill, 2009).

여성 보디빌더들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보디빌더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을 여성의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Miller & Penz, 1991). 이들

이 보디빌딩을 통해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이유는 남성과 같이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나 혹은 남성과 같은 근육(lumps)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열망7)하고 있기 때문이다(Fair, 1999). 이렇게 여성 

7) Fair, 1999,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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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더들은 보디빌딩을 여성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자아실현의 장으로 인식

하게 되었다(Heywood, 1998).

여성 보디빌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내연구들은 미미하다. 관련 논문들은 정영지(2006)의 여성 

보디빌더들의 시합 전 다이어트 시 겪는 정신적/신체적 변화에 대한 양적 연구,

이진원(2012)의 보디빌딩과 보디피트니스 경기를 미학(美學)적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 양소예와 원영신(2002), 그리고 양소예(2002)의 여성 보디빌더들이 사회 권

력 안에 존재하면서 사회에서 저항하고 순응하는 재생산적인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철학적이고 미학적

인 관점에서 해석되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몸은 주체적 인식, 즉 주체성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더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주장

한다(권욱동, 2001, 2002a, 2011; 김영갑, 2005). 요가, 승무, 복싱을 주제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김민수, 2005; 김청훈, 1998; 박지원, 2006; 박현진, 2008; 성경숙,

2010; 최명진, 2003)는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

에 대한 주체성을 인식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 몸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미디어에 의해 노출되

어 자유롭지 않은 도구적인 존재, 즉 객체화되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

는 연구들(고은하, 2011; 정희준, 권미경, 2007; 정희준, 박수정, 2005)이 주로 수

행되어 왔으며, 소비적 대상이 되고 있는 몸의 문제점만 제시할 뿐 몸에 대한 본

질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체적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의 지배적 신체 이미지로 객체화되어 온 몸으

로부터 탈피하여 여성의 몸이 지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나아가 객체화된 

여성 몸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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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미디어와 같은 정보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날씬함과 

마름을 이상적인 몸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점점 더 수동적이고 객체화된 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보디빌더들은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기존 

사회에서 선호하는 여성의 몸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몸을 갖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인식에 대해서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보디빌더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몸인식과 일반 여성들의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 사이에 존재하

는 차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보디빌더는 주체적인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여성 보디빌더는 객체화된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여성 보디빌더는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으로부터 오는 인식의 차이

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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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몸인식

‘몸’은 이원론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서 정신과 육체, 마음과 육신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되며(김종헌, 2003), 몸은 자신의 주체성을 찾기 위

해 기본이 된다(김명보, 2005). ‘인식’은 ‘지각’과 같이 감각을 통해 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이성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몸인식은 몸을 통해 체험하

고, 지각하고, 느끼며, 그리고 성찰하는 과정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

2) 주체적인 몸(the Subjective Body)

주체적인 몸은 자신의 몸을 통해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심귀연, 2012). 즉, 몸의 주체적인 체험은 다른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체험 될 수 없는 자신만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체적

인 몸은 타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개인의 의지, 신념, 능동성, 자발성 등의 특징

을 지닌 몸으로 정의한다.

3) 객체화된 몸(the Objectified Body)

예전부터 여성들의 몸은 사회에서 성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대중매체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아 오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된 몸으로 여겨졌다(황

희정, 2005; 한서설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객체화된 몸이란 주체적인 몸과

는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몸으로, 개인의 주체적인 행동과 인식보다는 사회적이

고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몸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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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현상학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소수집단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특정 여성 보디빌더들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 성별,

스포츠종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나이

와 경력으로 인해 현상학 연구방법이 추구하는 해석적 결과들을 완벽하게 도출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

에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남성 연

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주관적 개입을 중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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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보디빌딩 역사와 현재

1) 여성 보디빌딩 발현

국제 보디빌딩 협회 IFBB(International Federation of Bodybuilding and Fitness)는 

1946년 벤 웨이더(Ben Weider)와 조 웨이더(Joe Weid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후에 1965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 1980년도에 미즈 올림피아, 1995년도에 휘트

니스 올림피아, 2003년에는 피겨 올림피아에 이르렀다. 1971년, IFBB는 지금의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의 회원이 되었으며, 또한 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 Science and Physical Edaucation), 국제쿠베르탱위원

회(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국제월드게임협회(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 그리고 국제협의코치교육(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ing Excellence)에 소속되어 있다. 1975년에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첫 번째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첫 번째 프로 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디빌딩이 남성 보디빌더 중심으로 역사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과정

과 달리 여성 보디빌딩의 역사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는데, 1977년 후반 이후에 

시작되었다. 1977년, 오하이오 YMCA 책임자 헨리 메기(Henry McGhee)가 미국 

여성 몸 협회(United States Women's Physique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최초로 

여성을 위한 보디빌딩 콘테스트를 후원하였다8).

이후 1979년 로스엔젤레스(LA)에서 열린 첫 번째 여성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

십에서 여성 보디빌더 Lisa Lyon이 승리하여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았

8) Heywood, 1998, p. 27



9

그림 1 . Robert mapplethorpe의 작품⟪Lisa Lyon의 몸⟫, 1982.

< 출처: http://www.all-art.org/>

다. Lisa Lyon은 사진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전시된 

사진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야생동물의 신체적인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 같

았으며, 이 사진으로 인해 대중들은 그동안 여성 보디빌딩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Lisa Lyon의 사진에 나타난 강인함, 매

력, 유연함에 대한 신체적 표현은 남성이나 여성 둘 중 한쪽 성(gender)만을 제한

시키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당시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표현이라는 것은 단지 

대중들이 갖는 실제에 대한 제한된 개념일 뿐이었다.

Lyon의 몸은 여성 보디빌딩 제1물결 시대에 심미적으로 균형 잡힌, 매끄러운 

근육을 지닌 최고의 몸이었다. Lyon의 몸 크기나 근육 스타일은 오늘날의 여성 

보디빌딩 경기 중 휘트니스 경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근육의 밀도나 근육의 크기는 현대 여성 보디빌더들이 지니고 있는 몸만큼 강한 

느낌을 주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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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Bev Francis의 몸

궁극적으로 큰 근육을 지닌 여성의 몸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Lisa Lyon의 

몸 이후 10년 후부터였다. Lisa Lyon이 아름답고 매끄러운 근육을 가진 몸에서 

최고의 몸이었다면, Laura Combes, Kay Baxter, Lori Bowen, Bev Francis의 몸은 

큰 근육을 가진 몸(bulk-up)에서 최고의 몸이었다. 이들의 몸은 이전 여성 보디빌

더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근육을 지녔으며, 근육의 질(quality)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바벨 들어올리기 선수 Francis는 성을 구별하기

가 힘들 정도로 지방이 거의 없는 큰 근육질의 몸을 소유한 여성9)이었다.

Francis의 몸은 영화 Pumping Iron 에서 여성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도 하였다. 영화에서 그녀는 McLish라는 여왕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과는 대조적

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 보디빌딩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개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다음은 당시 Francis의 몸 출현에 대한 반응10)이다.

“그녀의 몸은 여성이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남성의 것 같다.

그것도 보통 남성이 아니라 현대의 헤라클레스의 의도와 목적과 

같은 것이다.”

9) Ibid., p. 28.

10) Cashmore, 2000,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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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Rachel McLish의 몸

하지만, Francis의 몸은 결코 남성에 대한 도전이 아닌 여성의 몸에 대한 진정

한 열망11)을 표현하는 것이었다(Aoki, 1999). 이렇게 Francis의 근육질적인 몸은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후, 1990년 

Ms. Olympia에서 가장 강한 몸으로 Lenda Murray라는 여성이 뽑히면서 그의 근

육 있는 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시대 때에는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큰 여성(big women)이 기준이 되었다. 그 이

후 1994년에 휘트니스 경기가 열리게 되면서 다시 작은 근육과 여성의 관능적인 

모습이 평가되기 시작했다12).

11) Aoki, 1999, p. 38.

12) Ibi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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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1949년 12월 4일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1950년대 1959년 제1회 IFBB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 개최

1960년대 1968년 세계 보디빌딩 연맹(IFBB)가맹

1970년대 1970년
아시아보디빌딩연맹(ABBF)가맹

: 2009년 AFBF로 재창설

1980년대

1983년 세계보디빌딩 선수권대회 첫 출전

1987년
대한보디빌딩협회 창설

*대한역도연맹 분과위원회로부터 분리 창설

1988년 아시아 여자 보디빌딩 선수권대회 첫 출전

1990년대

1990년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

1995년 제47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신설

1995년 세계 여자 보디빌딩 선수권대회 첫 출전

1996년 제38회 미스터코리아선발대회 남녀 커플경기 신설

2000년대 2006년 미스터 & 미즈 코리아 선발대회로 공식 명칭 변경

표 1. 국내 여성 보디빌딩 연혁 (자료제공: 대한보디빌딩협회)

2) 여성 보디빌딩 국내 도입과 발전

국내 여성 보디빌딩은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남성 보디빌딩이 도입된 이후

에 시작되었다. 국내 여성 보디빌딩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발전

해오고 있는데, 이 당시 여성 보디빌더로 활동하던 선수들은 대부분 헬스클럽 회

원이었다. 1980년, 제1회 미스터 골든 보디 컨테스트 겸 미스보디빌더 선발대

회13)가 개최되었는데, <박경복>이라는 여대생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여대생은 

근육의 크기에 초점을 두는 남성 보디빌더들과는 다르게 몸의 균형미와 섹시한 

몸이 평가되는 것에 초점을 두며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아름

다운 몸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은 여성 보디빌딩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87

년 6월, 보디빌딩이 역도연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보디빌더들을 

13) 제1회 肉體美(육체미)대회 골든보디 劉會植(유회식) 女子部(여자부)선 朴慶福(박경복).『경향신

문』, 1980년 11월 25일, 신문기사 내용 일부 삭제 후 수정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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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계기를 통해 여성 보디빌더들은 국제무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기세를 몰아 1988년, 아시아 여성 보디빌딩 선수권대회에 여성 보디빌더들

이 출전하게 되면서 여성 보디빌딩 문화가 더욱 활성화14)되기 시작하였다. 이 대

회에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8개 나라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선수는 김숙

진(30세), 이창숙(22세), 이소영(20세) 총 3명이 출전하였다.

보디빌딩이 전국대회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1990년도에 당시, 많은 여성들이 

보디빌딩에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15)를 가지고 보디빌딩에 참여하였

는데, 크게는 첫째, 살을 빼기 위한 유형, 둘째, 볼륨 있는 몸이 되기 위한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유형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여자일반부가 신설되면서 여성 보

디빌딩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다양한 지역의 여성 보디빌더들이 대회

에 참여하며 보디빌딩 문화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출전

했던 선수들의 체급과 결과는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도에는 제48회 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남녀 커플경기가 신설되었다. 커

플경기에서는 1위 남: 김준호(인천), 여: 나선희(서울), 2위 남: 권만근(전남), 여:

이은우(서울), 3위 남: 김봉환(부산), 여: 최민영(부산) 등의 선수가 차례대로 입상

하였다. 이 당시 입상한 여성 보디빌더들은 1995년 여자일반부 대회에서 1위, 2

위, 3위에 입상했던 선수들이다.

1998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 여자 보디빌딩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당

시에는 –42kg 심석근(금), -52kg 김금자(금), -55kg 강혜영(금), -58kg 이현숙(동),

김금자, 권만근 선수가 남녀 커플경기에서 1위(금)를 차지하여 총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14) 國內(국내) 여자보디빌딩 活性化(활성화).『매일경제』, 1988년 3월 11일, 신문기사 내용 일부 

삭제 후 수정하여 활용.

15) 볼륨 있는 몸매 세계무대 도전 우울증서 해방 女性(여성)보디빌딩 갈수록 각광. 남성들의 전유물

처럼 여겨지던 보디빌딩이 점차 여성스포츠로 뿌리내리고 있다. 여성들이 이같이 보디빌딩을 즐기

는 것은 보디빌딩이 남성처럼 우람한 근육을 형성, 여성미를 해칠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늘씬

한 몸매를 가꾸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

한다.『경향신문』, 1990년 12월 1일, 신문기사 내용 일부 삭제 후 수정하여 활용.



14

체급 결과 이름 소속

여자

일반부

52kg

1위 이은우 홍영표보디빌딩연구소

2위 나선희 서울

3위 최민영 부산

4위 이종숙 서울

5위 최옥녀 인천

6위 이진경 서울

52kg이상

1위 주수연 홍영표보디빌딩연구소

2위 윤인순 대구

3위 강혜영 부산

4위 김기선 충남

5위 박선영 인천

6위 조인주 서울

표 2. 제47회 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여자일반부 체급 및 결과

개최년도 대회명 체급 결과 이름(소속)

 2005년
제1회 동아시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55kg

1위 김정원(서울)

2위 이정임(경기)

2008년
제4회 동아시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49kg 1위 유미희(경기)

-52kg 2위 최선희(경남)

+52kg 3위 박복임(충북)

2011년
2011 아시아보디빌딩 &

휘트니스 선수권대회

-49kg 1위 박윤정(인천)

-52kg 3위 신아람(인천)

+52kg 1위 이헌주(대구)

2012년
2012 아시아보디빌딩 & 

휘트니스 선수권대회

-49kg 3위 김연아(서울)

-52kg 2위 방윤정(서울)

2013년
2013 아시아보디빌딩 &

휘트니스 선수권대회

-52kg 2위 이선라(서울)

-52kg 4위 서승아(서울)

+52kg 3위 정경진(서울)

표 3. 2005년-2013년 아시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여성 선수 입상 결과 

2000년대부터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었다. 국내 여성 

보디빌더들은 무섭게 성장하며 대회 때마다 외국 여성 보디빌더들에게 뒤쳐지지 

않는 기량을 선보이며 여성 보디빌딩 문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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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보디빌더 몸에 대한 논쟁

1) 여성 보디빌더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 동안 보디빌딩은 본래 ‘여성성’이 지니는 부드러움, 수동적, 비공격적, 신체

적 약함과 같은 의미를 파괴하는 남성 영역의 스포츠로 여겨져 왔다(Ian, 1991).

이런 이유로 보디빌딩은 성별에 상관없이 근육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더욱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Chananie-Hill, McGrath & Stoll, 2012). 대중매체에서 해설자들과 비평가들은 종종 

여성 보디빌더들을 기괴한 존재로 묘사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여성 선수들

의 위신을 떨어뜨렸다(Castelnuova & Guthrie, 1998; Heywood, 1998; Ian, 2001).

이렇게 사회 안에 형성된 문화적인 관점들은 여성 보디빌더들의 근육이 매력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Choi, 2000; Krane, 2001). 이런 문화는 여성들

에게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유지하게 하며 보디빌딩과 같은 스포츠 종목에 참

여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였다(Choi, 2003). 심지어, 여성 보디빌더들과 같이 근육

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성적인 매력이 없고, 동성애적 성향이 강하며, 엄마로써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문제를 겪는 낙인찍힌 존재가 되기도 하였

다(Freeman, 1988; Shilling & Bunsell, 2009). Forbes, Adam-Curtis, Holmgre &

White(2004)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근육질 몸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여성 보디빌더들은 여성적으로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남성처럼 

강한 성격을 지닐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다른 여성들 보다 여성 보디빌더들이 여성적인 특징보다는 남성적

인 특징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Ryckman, Dill, Dyer, Sanborn &

Gold(199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인

식들은 여성들이 근육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이 지니는 심미성과 같은 새로운 측면에서의 해석

이 필요하며(Roussel, Monaghan, Javerlhiac & Le Yondre, 2010), 스포츠 종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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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보디빌딩의 본래 목적에 따라 여성들이 근육을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디빌딩 문화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Ian, 1991).

2) 여성 보디빌더 몸과 심미성

과거에 여성 보디빌더들은 근육 있는 몸 위주로 평가를 받았었지만, 현재는 

상업적인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맞물리게 되면서 근육과 함께 여성의 아름다움

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Heywood, 1998). 보디빌딩 종목과 규정은 

세분화 되었으며, 국제 보디빌딩 대회의 경우에 여성 보디빌딩이 총 5종목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디빌딩 종목 마다 착용할 수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

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성의 몸라인과 여성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디빌딩 대회로 

갈수록 자극적인 의상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된다.

여성 보디빌더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이 없는 보디빌딩 대회가 원인이 된다. 보디빌딩에서 남성들은 근육 강도, 데피

니션, 기술 등 포즈의 자유로움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반면 여성들은 그것과 함

께 ‘여성성’이라로 불리는 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습적인 남성성이 

더욱 향상된다(Ian, 1991). 또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 여성 보디

빌더들을 평가하는 것은 여성 보디빌더들에게 몸에 대한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

도록 조장하고, 여성 보디빌더들을 대상화시키며, 근육 있는 몸이 본질적으로 남

성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를 조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남성 중심적인 보디빌딩 문화에서 여성 보디빌더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 보디빌더 선수들에게 행해지고 있

는 심미적 평가와 관련한 문제들이 새롭게 개선되어야만 한다Bell(2008).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 질 때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 보디빌더들과 관련

하여 심미적 요구들에 대한 반응과 자아실현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으며

(Roussel & Griffet, 2000),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보디빌딩 문화 속에 여성 

보디빌딩의 입지와, 여성 보디빌더들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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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iller & Penz, 1991).

3) 여성 보디빌더 몸과 윤리성

보디빌더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극심한 식단 조절과 강한 운동을 병행하

며 매일 정량의 영양제를 섭취한다(Lamar-Hildebrand, Saldanha & Endres, 1989).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보디빌더 선수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 보디빌더들은 취미로 운동하는 여성 집단보다 음식, 운동, 몸에 

대한 불만족, 섭식 장애 등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Walberg &

Johnston, 1991). 여성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대회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성취에 대한 욕심과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야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디빌더들이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며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Goldfield, 2009).

보디빌딩 문화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디빌더들의 약물 사용 또한 심각한 수준

에 이르고 있다. 여성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도 약물 사용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Fisher & Bredemeier, 2000).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 성형 문화를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여성 보디빌더들의 경

우에는 몸에 지방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몸이 되고 싶은 여

성 보디빌더들의 경우 가슴 수술을 시도한다. 이 수술이 어떤 선수에게는 정말 

필요한 수술일 수 있지만 어떤 선수들은 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들 

선택한 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조장하

는 것은 여성 보디빌더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수술을 한 선수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보디빌딩 대회 틀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 문화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 대회에 임하는 보디빌더들의 

태도가 개선되는 것과, 특히,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

어져야만 한다(B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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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인식

1) 몸의 주체성과 객체성

몸은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물질적 조건이자 마음속에 존재하

는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 인간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정화열, 1999).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신만의 자아와 주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몸이 우선적인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김명보, 2005). 이에 송원엽(2005)은 개인들의 의식을 발

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한 의식만이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Fenigstein, Scheier & Buss(1975)은 의식 특히, 자기의식(self consciousness)

이 자아가 내부의 어떤 대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사적자기의식(private self

consciousness)과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 consciousn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사적자기의식은 사적인 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띠며, 이 사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의 사고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공적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사회적 객체로 간주하는 것으로, 자신

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몸

은 의식적인 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관련하는 곳이며, 개인들의 의식이 잘 드러내

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다(서은혜, 2012).

본래 ‘몸’은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렇기 때

문에 몸은 먹고 마시는 행위들과 같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적,

그리고 미적 목적들에 의해 다양하게 침투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정의될 

수 있다(Shusterman, 2008). 결국, 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조건의 장이 됨과 동시

에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반영되는 넓은 

개념의 장을 의미한다(최현아, 2002).

또한 몸은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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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박희경, 2001).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는 지향적인 존

재이다. 다시 말해, 몸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몸이 지니는 고유

한 의미와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병환, 2004).

하지만, 이런 주체적인 성격을 띠는 몸은 후기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색되

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 몸에 관한 주체는 뿌리가 없이 떠도는 의미 없는 주체

와 같았다. 이승환(2004)에 의하면 몸은 총 7개의 객체화된 주체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확장된 주체로서의 몸이다. 이는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이성과 정신이 

결여되어 확장된 몸을 말한다. 두 번째, 이미지 주체로서의 몸이다. 이는 ‘보는 

자’에 의하여 ‘보이는 자’의 이미지에 의해 잘못 해석됨으로 인해 본래의 ‘나’가 

사라지고 ‘이미지’가 나를 대신하는 몸을 말한다. 세 번째, 유목민적 주체로서의 

몸이다. 이는 순간적이고 새로운 쾌감과 만족을 추구하며 방랑하는 몸을 말한다.

네 번째, 타자화 된 주체로서의 몸이다. 이는 몸이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 보여 

지며, 이런 익명의 시선을 위하여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고 보여주는 타인의 시선

을 경유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몸을 말한다. 다섯 번째, 제작되는 주

체로서의 몸이다. 이는 몸이 정신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언

제나 주문에 맞게 가공과 제작 그리고 수리가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에 대한 변화를 위해 자기를 억압하는 몸을 말한다. 여섯 번째, 소비되는 주체로

서의 몸이다. 이는 몸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시장과 결혼시장 등에서 살

아남기 위해 가공되는 몸을 말한다. 일곱 번째, 탈영화 된 주체로서의 몸이다. 이

는 기아로부터의 해방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여 정신과 영혼이 결핍된 몸을 

말한다.

몸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분법적 위계

관계 속에 존재하며 정신에 의해 극복되거나 통제되어야 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1960년대 이르러 바뀌기 시작하였고, 몸은 철학적 담론과 관련된 위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에까

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광호, 2008). 또한, 몸은 20세기 후반 근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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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비판의 대상이 되며 새롭게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송희영, 2011; 이화

도, 2009).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전에 이분법적 틀 안에서 해석되어 왔던 성적

인 몸에 대한 관념의 실체를 해석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차영길, 2005). 푸코는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끌며 오늘날 인식론적 변화의 중

심에 ‘몸’을 등장시킨 철학자로서, 길들여진 존재로서의 몸과 훈육된 존재로서의 

몸에 대한 반대 개념의 이론을 주장하며 몸을 권력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특히, 몸을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 권력이라는 기존 개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재생산 의미의 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몸을 해석하였

는데, 푸코는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18세기 모든 권력모델은 인간신체(몸)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부

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것은 사회적 신체이다. 사회적 신체(몸)의 등장은 개인들의 육체 위

에 가해지는 권력의 투자가 필요한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푸코는 앞서 말했듯 권력을 오직 성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의미로 해

석하기보다는 사회의 복잡한 상황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즉, 사회 안의 유동적

인 관계들로부터 반복적인 재생산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의 몸이 권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지배당하는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는 인식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성에 중심적인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oucault, 1975).

몸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몸은 정신과 같은 내적 의미들이 이미 몸으

로 표현되면서 나타나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써 세계는 자신이 드러나는 장소이

며 또한 자신의 몸은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광제, 2002).

그래서 몸은 세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드러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주체

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심귀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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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몸 철학과 체험하는 몸에 대해서 메를로퐁티는 더욱 설득력 있는 설

명을 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몸은 물질적이며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신

체로써, 지각적 현상과 세계, 그리고 타인과의 지향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이소희, 2011; 이화도, 2009). 메를로 퐁티는 사물의 진실이 곧 몸의 진실

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공간의 지각과 몸의 지각, 몸의 공간성과 몸 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내 몸이 다른 사람

의 의식에 대해 반응할 때, 그래서 내 몸에 세계와 타인이 표현될 때 진정한 주

체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 따라서, 퐁티는 고유한 몸

으로서의 주체를 조명하며, 주체를 우선 몸의 주체로, 특히 표현하는 주체로 보

아 몸이 세계 속 의미의 매개자가 된다고 보았다(정지은, 2008).

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부여하였던 니체는 몸으로부터 사회적이면서 정치

적인 이론의 영역을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양해림, 2005). 몸을 주체로서 바라본 

메를로 퐁티와는 다르게 니체는 몸을 ‘몸의 자기 극복 과정’과 관련하여 사고하

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을 ‘힘에의 의지’라고 명명하면서 몸을 세계와 인간

과 관련한 하나의 이정표로 보았다(장정윤, 2007). 그래서 니체는 몸을 이전 경험

과 체험들이 반영되는 장소로 보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로 보았다

(양해림, 2005). 그는 감각과 이성을 대립시키는 입장에서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 

대상의 참된 모습을 속이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이성만이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한다는 형이상학적인 사고에 반대하였다(김종기, 2010). 또한 니체는 몸을 

형이상학적 전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주체개념을 포기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 주체는 허구이며,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하나의 상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를 실체로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정낙림, 2006).

권력이라는 것이 성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안에서 

유동적인 관계들로부터 재생산된다고 이해하여 여성의 몸은 다른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객체성을 띈 주체가 아닌 재생산하는 주체성을 지닌 주체라는 것을 

주장한 푸코, 몸을 살의 존재로부터 분류하여 주체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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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몸이 지니는 주체적인 의미를 재조명한 메를로 퐁티,

그리고 몸이 형이상학적인 주체라는 것에 반대하며 이성적인 몸의 의미를 주장

한 니체 등의 사상가들은 몸에 대한 그들만의 이론을 주장하며 몸에 대해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서구 인식론의 

전통에서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몸에 대한 해

석을 넘어 새로운 몸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안미현, 2007).

2) 스포츠에서의 몸인식

스포츠 활동을 하는 개인의 신체는 존재의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적인 존재라

고 할 수 있으며, 이 뜻은 신체가 다른 사람의 의식이 반영되는 존재로서의 공간

이 되기도 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며 지각하는 주체로서 작용한다는 의미를 지

닌다(김부찬, 2001). 그렇기에 스포츠는 문화적 행위의 실천으로서 인간의 몸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매개물이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영갑, 2005). 권욱동(2001)에 따르면 세계를 살아가는데 몸이 주요한 주

체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스포츠가 여성다운 성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관념을 유지해 

오면서 성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몸 또한 스포츠에서 주

체로써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체화 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였다(김양례, 표영희, 2001; 이창섭, 남상우, 2009; 정철의, 2000).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를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에 머물도록 만드는 본질

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사회가 구조화

됨에 따라 참여자들을 더 구속하고 규제하려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Cashmore,

2000). 이는 여성다움에 대한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사회 제도와 같

은 규범적 행위 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과 관련한 사회변동의 비율에

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구, 강효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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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성을 지닌 스포츠로 정립된 종목도 할 수 있

게 되었다(Scraton, Fasting, Pfister & Bunuel, 1999; Skelton, 2000). 하지만, 여성에

게 주어진 스포츠 활동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에

서의 왜곡된 성 차별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이상구, 강효민, 2001). 예전부터 스

포츠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남성성을 위한 하나의 의

례적인 과정으로 보아 여성들이 스포츠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존재가 된다고 보았는데(임번장, 1987), 그 이유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스포츠 활

동에 참여 하는 것이 남성들의 전통적이면서 규정된 영역을 위협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Cashmore, 2000). 하지만, 이런 인식들은 스포츠에서 남성이 우월하

다는 생각과 같은 성차별적 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스포츠가 지

니는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적

인 활동이기 보다는 남녀에게 구별 없이 순수한 신체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의 본질적인 의미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심신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

에 초점을 맞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상구, 강효민 2001).

이런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이 

지니는 이상적인 즉, 마르고 가는 몸이 아닌 근육 있는 몸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

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강복창, 2000). 특히, 근육으로 인해 남성

성이 두드러지게 묘사되는 특징을 갖는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여성 참여자에 대

한 시선이 더욱 부정적이다(Milller & Penz, 1991; Roussel et al., 2010; Shilling &

Bunsell 2009).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스포츠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진

행되었다(원영신, 1996). 그러나, 스포츠를 수행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

전히 뛰어난 기량을 지니는 몸이자 주체로써 스포츠와 더욱 관련된 존재로 인식

되면서 스포츠에서의 성 차별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이상구, 강효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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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몸에 대한 일반적 인식

여성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이 찬사를 받는 존재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르네상

스 시대 때부터이며(Lipovetsky, 1944), 여성 몸에 대한 이상적인 현상은 1950년대 

극장영화와 텔레비전의 보급에 의해 소피아 로렌, 마릴린 먼로 등 완벽한 육체를 

가진 여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1960년대에

는 마른 몸매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른 몸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70~80년대는 날씬한 근육이 있는 잘 단련된 몸을 선호하

게 되었는데, 여성들은 그런 이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되

었다(정은아, 손승영, 2009).

여성과 몸에 대한 논쟁이 오래 지속되어 온 만큼 여성의 몸에 관한 왜곡된 

콤플렉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은 미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써 아름다움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송명희, 1998). 사회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일컫는 아름다움이란 

내면적(정신적)인 것과 동시에 신체적 미, 즉 외형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다(한서설아, 2009).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경향들은 몸이 지니는 정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물리적 외형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김정란,

2001).

김승재(2010)에 의하면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시각이 청각이나 미각보다 정보습득이나 여러 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오

늘날 시각적 이미지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시적으로 보이

는 외형의 아름다움(키, 몸무게, 생김새 등)은 사회 속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

보다도 여성에게 있어 더 강조되고 있다(권수현, 이정희, 이준원, 이재경, 1996;

정은아, 손승영, 2009).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성다움’이라는 틀에 갇힌 ‘수동적

인 객체’로 여겨지며 ‘젠더전시’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으며(백주연, 송민희, 2010),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몸’이라는 주체가 욕망을 불러일으켜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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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객체화된 여성의 몸

자극하고, 담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길들여진 몸’, ‘훈육된 몸’이라고 해석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백선기, 손성우, 2002). 이런 관념들은 여성이 사회적으

로 열등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여성이 남

성 주체의 주변에 위치한 객체화된 존재로 여겨지게 하였다(장필화, 조선희,

1992).

여성주의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응시의 대상이 되어왔

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감시하

고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 객체화된 몸을 만드는데 열중하게 되었다(홍성민,

2011). 이렇게 여성들이 객체화된 몸에 열중하게 된 이유에는 타인을 통해서만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회문화의 요구사항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면화 

시키면서 사회에 적합한 여성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홍경자, 2009).

하지만, 여성의 몸이 객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담론의 영향을 받아 단편적인 

시선에서 해석될 경우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각인시

키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여성이 남성 주체의 주변에 위치한 폄하된 존재가 

되도록 할 수 있다(장필화, 조선희, 1992).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존재로부터 벗어나 근원적인 부분으로부터 다루어지고 사회적, 문화

적, 정치적인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해 정확한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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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2001; 안미현, 2007; 허라금, 1998).

이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몸’이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담론의 장으로 출현하

는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여 ‘여성의 몸’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송희영, 2011). 또한 그 동안의 차별적인 젠더 의

식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여성의 몸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을 성찰적으로 비판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는 시

간을 갖게 되었다(장필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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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의 선정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인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 방법(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채택하였다. 이 조사방법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

각한 이유는, 첫째, 실제로 ‘몸’이라는 것을 통해 보디빌딩에 집중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관점으로부터 몸인식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보디빌더들이 몸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부터 어떻게 몸인식을 하고 있는 지에 대

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분석은 현상의 체험에 의문을 제시하여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해석과 

판단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지닌 참된 세계 안에서의 의미를 회복

할 수 있게 하며(김영천, 2012),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이

해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연구 현상의 본질을 살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홍성아, 2002)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현상학적 분석이 다른 질

적 연구와 다소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근사 현

상과 차이 사이에 목적을 둠으로써 소수 참여자들의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세

밀하고 미묘한 차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방법들과 구분되어진다

(Smith, Flowers & Larkin, 2009). 예를 들어,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현상학과 달리, 내러티브 연구의 경우에는 한,

두 개인의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그 삶 속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

열하는 것(Clandinin & Connelly, 2000), 근거이론 연구의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기술의 범위를 넘어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창출하는데 등의 

목적을 지닌다(Strauss &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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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보디빌딩 경력을 가진 선수들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보디빌딩과 같이 거의 정적인 상태에서 몸을 만드는 종목은 순수

하게 몸 하나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선수의 오랜 경력이 선

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현상과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의 

선수 경력과 수상 경력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1차적으

로, 연구자 본인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 때 참여자와의 접촉 

수단으로 인터넷 싸이월드(Cyworld), 블로그,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였다.

2차적으로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선정된 선수들과 연구자 간 라포를 형성하여 다른 선수들을 소개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는 연구자 본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 모

든 표집 방법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에 더 이상 같은 

의미의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표집 하는 포화표집(saturated sampling)방식

에 준거하였다.

현상학 연구의 경우, 5명에서 7명의 연구 참여자 사이의 동질성 있는 사례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여성 보디빌더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32~42세이며, 참여자들 중 두 명은 현재 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지도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이 참여자들은 국내

에서 여성보디빌딩이 발전해 온 1990년대와 비슷한 시기에 보디빌딩에 참여하면

서 초기 여성보디빌더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몸소 체험한 산증인들이라 판단

되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9>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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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나 이 경 력 직업

SJ 40 10년 이상 (前)선수, 지도자

GT 34 10년 이상 선수 & 지도자

NM 32 10년 이상 선수 & 지도자

GS 42 5년 이상 선수 & 지도자

PS 32 10년 이상 (前)선수, 헬스케어 강사

YJ 34 6년 이상 선수 & 지도자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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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심

층면담, 두 번째로는 비참여에 의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해석

학적 현상학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풍부하고 세밀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담과 다

이어리(일기)는 목표하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적인 이야기, 생각, 그리고 

감정들을 의미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mith, et al., 2009).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예비면담은 2011년 5월

에 진행하였으며, 실제 면담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

행하였다. 실제 면담은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필요한 질문들을 첨부하

여 반구조화되고 비구조화 된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크게 3부

분, 총 22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여성 보디빌더들의 보디빌딩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둘째, 여성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딩 활동

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는 몸에 대한 인식, 셋째,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

는 여성들의 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비록 구성된 질문

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내용과 깊이 있는 대화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위치적인 편의가 고려된 직장,

카페 또는 조용한 식당 등의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해

석적 연구 자료 수집에 있어서 면담 내용의 녹취는 필수적이며, 보통 개인 면담 

시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Smith, et al., 2009). 이와 같은 자료 분석 절차

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취하였다. 추후 면담 내용은 전사 작업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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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일상생활에서의 내용들을 

도출하는데 좋은 관찰방법이다. 연구자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참여관찰의 형태

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16)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와 상호작용 없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한 1)비참여에 의한 관찰, 연구 참여

자와 상호작용 및 만남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2)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연

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연구현장에 가서 많이 머무르지 않고 관찰이나 면담을 하

는 형태의 3)참여자로서 참여관찰, 연구 참여자들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나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4)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속

한 곳에서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형태의 5)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비참여에 의한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동

의서를 작성 받아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한 후에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다이어리(일기)를 통해 비참여에 의한 관찰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보디빌딩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관찰

하고, 모바일 블로그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 매일의 상황과 기분을 관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초기 보디빌딩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작성해 온 다이

어리(일기) 내용 안에서 면담 시 발견할 수 없었던 깊고 성찰적인 내용들을 관찰

하며 면담 시 발견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의 다양한 기분과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16) Spradley, 1980; 김영천, 2012, p. 274-2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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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Smith, et al., (2009)17)이 제시한 7단계 절차에 의해 진행되

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온전히 전사자료에 몰두하기 위해 읽기를 

반복하였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면담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모델의 발

견과 면담 내용들의 범주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에 반복해서 읽었던 전사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와 언어사용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전사자료를 

숙지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약호화를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더욱 요약적

으로,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는 통합적인 주제어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종합하였으며, 심층적으로 조직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주제들이 의

미 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은 모든 연구에서 필수적

인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자는 주제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전사자료에 이전 과정을 반복해서 수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이전 

사례에서 발견했던 사실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각각의 사례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하

며 주제들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새롭게 도출될 수 있는 주제들

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구성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1-6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내용의 묘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17) Smith, et al., 2009, p. 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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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mith, Flowers & Larking(2009)의 7단계 분석절차

것에 유의하며 더 넓은 관점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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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는 정해진 틀에 맞는 표준화된 자료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

험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엄격성과 

관련된 연구방법들인 무작위 표본추출, 일반화 가능성, 신뢰도 및 타당도 측정 

등을 질적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 

맞는 타당성과 질을 평가해야만 한다. 특히, 해석적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

의 타당성은 “연구물의 진실성과 훌륭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방법들 중에서 삼각검

증법(triangulation), 구성원간의 검토(member check),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의 세 가지를 준거로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Lucy

Yardley(2000)가 제시한 1. 문맥에 대한 세심함(sensitivity to context), 2. 몰입과 엄

격함(commitment and rigour), 3. 투명성과 일관성(transparency and coherence), 4. 영

향력과 중요성(impact and importance)의 네 가지 질적 평가를 준거로 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1) 타당성

첫째, 삼각검증법(tr 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이 지니는 의미는 여러 

가지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연구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특징으로 첫 번째,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부

터 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구 자료 해석에서의 결점과 판단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 같은 결과를 나타냈을 때, 연구자가 내린 결론이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음을 지지한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비참여에 의

한 관찰시 다각도로 수집한 자료 그리고 문헌 자료들의 활용을 통해 자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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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판단 오류를 감소시켰다.

둘째, 구성원 간의 검토(member check)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질적 연구에

서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거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2).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중 임의로 몇 사람을 선발하여 심층 면담 내용을 전사

한 문서 자료와 도출된 연구 결과를 확인받는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 연구 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peer debr iefing)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최

소화시킴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김영천,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절차와 

같은 연구 결과 도출 과정과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오류를 감소시켰다.

2) 진실성

첫째, 연구에 대한 문맥의 세심함(sensitivity to context)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

에 대한 설명,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과 절차 설명, 연구 참여자들의 말

을 그대로 발췌하여 결과 해석에 대한 근거제시, 현존하는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높였다.

둘째, 연구에 대한 몰입과 철저함(commitment and r igour)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 중 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질문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연구 문제에 타당한 면담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예비 조사에서 샘플 질문들

을 사용함으로서 면담 질문을 견고하게 구성하였으며, 면담 후 면담 내용은 읽기

와 분류의 반복을 거듭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있는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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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셋째, 연구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transparency and coherence)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을 최대한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 수

집, 자료 분석 등의 과정 및 절차를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서 연구의 투명

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들이나 연구 방법과 관련한 기

존 문헌들을 살펴보며 연구 내용, 과정, 그리고 결과 내에서의 일관성을 확인하

는 것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높였다.

넷째, 연구의 영향력과 중요성(impact and impor tance)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과 연구

의 필요성 및 중요성들을 자세히 서술하여 연구의 타당성 부분을 강화시킴과 동

시에 진실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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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윤리성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질적 연구는 연구가 진행

되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윤리성을 보장하였다.

첫째,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주고 연구 참여자로

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 체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둘째, 심층면담 시 녹음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기록되는 모든 면

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약속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

과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중도 탈락에 대해 보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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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현대 사회에서 일반 여성들은 정보 매체가 노출하는 이미지에 자신을 동일시

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몸 보다는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객체화된 몸에 집착하며 자신

의 몸이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보디빌더들

은 사회에 뿌리박힌 성 이분법적 인식에 도전하며, 주체적인 몸을 찾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 보디빌더의 

몸인식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서술했으며, 이를 통해, 여성 몸이 지니는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

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표 7>에, 그리고 연구 결과 도출 과정

은 <표 8>에 제시하였다.

1. 주체적인 몸인식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인식을 분석한 결과 소통과 체험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중 소통의 측면에서는 지각하는 몸을 통해 스스로를 살아있는 존

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향하는 몸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

는 등 삶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험의 측면에서는 

크게 가능성과 한계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새

로운 몸의 가능성을 발견 하였으며, 동시에 여성의 몸이 지니는 신체적이고 정신

적인 한계를 체험하였다.

1) 소통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삶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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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타성에 영향을 받아 활동하는 객체화된 몸과는 달

리, 지각하고 지향하는 몸은 연구 참여자 자신들의 자율적, 능동적, 의지적인 힘

에 의한 주체적인 몸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각을 통

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면서 주체적인 몸을 체험하고 있었

다.

(1) 지각하는 몸

지각은 우리의 감각 또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에 접근 할 수 있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Renaud, 1994; 이성환, 2008).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지각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조남흥, 2011).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면서 몸에 대해 민감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으며, 감각이 활성

화 되는 과정을 통해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

다.

연구 참여자 GT와 NM은 일반인들보다 민감한 몸의 감각을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몸이 찬 편인데 체온이 많이 올라가는 

걸 느껴. 손발이 굉장히 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이러니까 몸도 좀 따뜻해지고. 좋

아지는 느낌이 하나하나 계속 있어. 건강상으로 느껴지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참여자 GT의 인터뷰 내용)

일반인들은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내가 뭐 기껏해야 전날에 라

면 먹고 자서 나 눈이 부었다 이 정도잖아요? 이게(보디빌딩) 굉장

히 이게 외모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딱 일어나서 눈꼬

리 조금 올라 간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근이 모양이 여기 지방

이 이만큼 쌓였다 이것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어

요(참여자 NM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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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GT는 보디빌딩을 통해 혈액순환의 개선과 같이 내적 건강의 회복을,

참여자 NM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을 통한 몸의 감각을 세밀하게 느끼

며, 변화하는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SJ는 감각하는 몸을 통해 자신의 몸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럼, 근육을 세밀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거는 근육을 메모리 시키는 거잖아

요. 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혈액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건 뭐에요 민감하다는 이야

기지 그래서 내가 신체 활동할 때, 운동할 때 드는 느낌이 쫙쫙쫙

쫙 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그러니까 뇌를 쓰는 것처럼 내 몸

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 ?(...) 그런 것처럼 감각이 살아나면 사람

이 살아있는 거지 (...) 굉장히 감각 트레이닝이라고도. (참여자 SJ

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에게 있어서 감각하는 몸은 생명유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지각하는 몸은 세상에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

식하게 해주는 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감각과 반응은 몸이 살아있음을 나타

내 주는 원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헌, 2003).

현대 시대에는 매체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인해 몸의 감각적인 체험을 중시하

기보다는 시각적인 과정으로 몸을 평가하도록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

중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몸에 열중하며 몸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이수안,

2008).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몸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일반 여성들과

는 달리 감각을 통해 자신을 세상 속에 존재하게 하는 몸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

닫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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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약호화 의미 범주화 개념 범주화 상위 범주

체온 상승, 혈액순환 

개선, 건강의 개선, 
지각하는 몸

소통

주체적인 

몸인식

목표, 몸의 변화에 따른 

성취감,  
지향하는 몸

몸에 대한 기대감, 나의 

의지에 따라 표현, 

자신감, 자부심, 만족감, 

가능성을 체험하는 몸

체험

<신체적>

단백질 위주의 식단, 

강한 운동, 가슴이 

작아짐, 옷 입는 불편함, 

생리불순
한계를 체험하는 몸

<정신적>

예민함, 과격해짐, 

외로움, 성격의 기폭이 

커짐, 인간관계 단절

숫자에 민감, 근육 거부, 

모델 몸 추구
왜곡된 다이어트

마른 것에

 집착하는 몸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

연예인들 몸 우상시, 

프로젝트, 유행, 틀, 

대중들이 선호하는 몸, 

인식시켜준 몸

독창성과 개성의 부재 획일적인 몸

영양의 불균형, 허약, 

운동부족, 힘없음 
행복하지 않은 몸

건강이 

결여된 몸

문화적 한계,

고정관념

근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
갈등

몸인식 

차이에 대한 

대응

선수로서 당당, 자신이 

선택한 몸, 
선수와 일반 타협

주위 시선의 긍정적 

변화, 남들의 시선을 

부러움으로 인식, 

인정받는 몸 무시

표 5. 귀납적 분석 방식에 따른 연구 결과

(2) 지향하는 몸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적인 몸을 통해 세상에 속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감각하는 몸은 ‘나’ 스스로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몸은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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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

자들의 몸은 주체성을 발휘하며, 자신들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끊임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PS는 보디빌딩 참여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지. (...)나에게 꿈을 실어 줄 수 있는 터

닝 포인트가 보디빌딩이 된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잖아.

평범한 아이였는데 보디빌딩이라는 그것이 나를 부각시켰고. (...)

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꿈을 향해 쭉 갈 수 있게 목표

를 설정해주니까.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참여자 PS는 보디빌딩을 통해 평범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한 단계 진보된 인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에 참

여자 PS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보

디빌딩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

다.

참여자 NM은 몸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 낸 값진 성취감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NM에게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은 또 다른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은 참여자 NM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첫 금메달^^ . 000 종합 우승^^ 왜 이렇게 힘든 걸 하고 있나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물어도 찾아오지 않던 1년 동안의 질문

이 한 순간 해결되는 기분^^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는 이 맛. 무대

에서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시선 그보다 중요한 내가 해내었다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짜릿함에 또 다시 이 길로 나아간다.’ (참여

자 NM의 일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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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NM이 목표성취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에 대

한 초점이 온전히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목표 설정의 

목적이 타인을 위하거나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기대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자 GS는 자신에게 있어서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

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동적인 노력이 결핍된 목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목표가 뚜렷해도 과정을 후에 봤을 때 나중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는 걸 깨달아. 목표가 없으면 과정도 없겠지만. (...) 나중에

는 뒤를 돌아 봤을 때 그 과정이 더 중요했구나. 그걸 깨달아. (...)

(목표를)이루고 나서 과정 없인 내가 있을 수 없구나. 목표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구나. (참여자 GS의 면담 내용)

현대 사회에서 몸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동적인 인식

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대중매체의 메시지에 의해 규범 지어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홍종필, 이시연, 2005). 이에 반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보디빌딩에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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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적인 몸을 지각하고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 가운데

서 몸의 가능성과 한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과거 일반인에서 탈피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

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몸

의 가능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선수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받아들

였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1) 가능성을 체험하는 몸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범한 여성의 몸을 지녔으며,

근육 있는 몸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

만, 보디빌딩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몸이 일반 여성의 몸과는 다른 체형으

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몸의 가능성을 인식

한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하는 몸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 자신감, 자부심 등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 GS와 PS은 평범했던 자신들의 몸이 변화했다는 사실 자체에 신기해하

고 놀라워하였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신기했어, 내 자신이. (...) 그런데 신기한 게 첫 번째야. 이렇게 

몸이 변할 수 있구나. 근육형 몸으로 변할 수 있구나. (참여자 GS

의 면담 내용)

나는 일반 여자가 몸을 근육형으로 만든 거야. 내 친구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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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래지 나는 그냥 완전 진짜 대학생 그냥 그런 몸이었거든. 근육 

이런 거 없이 운동 좋아하는? 알잖아 그냥 지방 많은. (참여자 PS

의 면담 내용)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근육 있는 몸으로 변화함으

로써 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여자 YJ와 GT는 주체적인 노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몸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력을 느끼며 변화하는 몸에 대한 끊

임없는 갈망을 언급하였다.

중독인데요. 이 운동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자기가 하면 한 만

큼 몸에 나타나요. 몸에 보여요. 운동을 하면서 거울로 보면 이 운

동은 하면 딱 몸에 정말 나타나요 정말. 거울로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 운동에 빠진 선수들을 보면 거울 보면서 운동해요. 운동

하고 웃통 한 번 까보고 배 복근 잘 있나 배에 왕( )자도 보고.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내 몸이 변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매력이 굉장히 크지. 변하는 

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걸 못 느꼈을 텐데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 욕심이 계속 생겨 이거 하나 만들어 놓

으면 “어 다른 곳도 보완하면 더 좋겠다.” 그런 욕심. 그래서 계속 

약간 중독적인 게 있어.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의 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몸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SJ와 NM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몸을 넘어 자신들이 원하는 몸

을 자유롭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몸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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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머리하고 몸. 그러니까 머리는 내 마음

대로 자를 수 있고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기르고 파마도 할 수 있

고 염색도 할 수 있고. (...) 몸도 마찬가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것 그게 매력이지.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복근을, 허리를 날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하고, “오늘은 근육을 좀 도드라지게 해보고 싶다.” 할 때 하

고의 그 전날 전전날 한 삼일 정도부터 (몸을 계획해서 만들고) 그

러거든요? (...)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원피스도 입고 어쩔 때는 바지도 입잖아요? 그거를 몸으로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는 스스로 가꾸는 몸을, 참여자 NM은 계절, 사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옷으로서의 몸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통한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몸을 이해하게 되었고,

몸이 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객체적인 존재가 아닌 나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몸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단순히 근육 있는 몸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자

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여자 PS는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디빌딩이라는 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몸을 갖는 거잖아. 그

거 자체로 나의 개인적인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

잖아.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

걸로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 나에 대한 자신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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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어마해져 자연스럽게 몸 하나로. (...) 몸이 변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 거울로 비치는 나의 몸을 봤을 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생겨. (참

여자 PS의 면담 내용)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다고. 몸도. 그런데 

단점은 완전함은 없단 말이야 아무리 뭐 예쁜 사람도.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내 몸이 아

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자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자태의 아름다움이지. (...)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

지.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참여자 PS는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몸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자신

이 그 동안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몸을 통해 객체화된 이미지로부터 탈

피함으로써 몸에 대한 새로운 자존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참여자 PS

는 삶을 긍정적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SJ는 자신의 몸을 

포함하여 모든 몸을 결핍된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SJ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몸은 타인의 기준에서 아름답게 

평가되는 몸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체적인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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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디빌딩을 하게 되면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더라고...(중략)...근육을 세밀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중략)...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거...그러면 아무래도 혈액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중략)...민감다하는 이야기지...그러니까...감각적인...몸의 감각...내 몸의 감각이 살아난다

는거...? 감각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있는거지...(중략)...굉장히 감각 트레이닝이라고도...

감각에 민감한 몸
지각하는 

몸
소통

주체적인

몸인식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지...그리고 나에게 꿈을 실어 준 터닝 포인트가 된 거지...나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보디빌딩이 된

거지...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잖아...평범한 아이였는데...보디빌딩이라는 그것이 나를 부각시켰고...(중략)...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꿈을 향해 쭉 갈 수 있게 목표를 설정해주니까...

새로운 삶의 목표 

발견

지향하는 

몸

*보디빌딩이라는 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몸을 갖는 거잖아...그거 자체로 나의 개인 적인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맞잖아...평

범한 여자가 아니다...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너랑 나랑은 몸이 틀려...이런거 있잖아...그거를

즐기기 시작하는거지...(중략)...남들과 다른 몸을 만들었으니까...그걸 즐기고 싶은 거야 계속...그거라고 생각을 해...

독창적인 몸을 

통해 자존감 형성

가능성을 

체험하는 

몸
체험

*먹는 것....평소 때는 먹고 싶은거 다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시합을 준비할 때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닭가슴살과 야채 위주로...(중

략)...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운동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니까 강하게...그런게 너무 힘들었어...안하던 걸 하니까...그게 가장 힘들었지...

식단조절과 강한 

운동으로 인한 

체력 고갈

한계를 

체험하는 

몸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모델들도 마른 모델들을 선호하는 이유가...옷태가 잘 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거든...? 오히려 마

르면 옷태가 않나...왜냐하면 볼륨이 없으니까...약간 살집이 있는게 더 예쁜데...곡선도 더 있고...곡선도 더 살고...

마른 모델 몸에 

대한 동경

마른 것에 집착하는 

몸

객체화된

몸인식

* 그 때의 트렌드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몸이지 뭐...많이 떠들고...X라인이었다가...S라인이었다가...(생략)...그게 다 만들어낸 몸

아니에요...? 그거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사람들이 계속 듣는...(생략)...만들어내는 거에요...만들어 내는 그 틀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거에요...

틀에 맞춰진 몸 획일적인 몸

*요즘 여자들은 연예인들 몸을 우상으로 삼아 너무 마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아...그래서 허약하고 예전 우리때보다 체력도 너무 약

한것 같아...지금 충분히 날씬하고 이쁜데도 그놈의 스키니진이 뭔지 남자애들까지 다이어트를 하려는 경우가 많아 너무 안타깝지...

허약하고 체력이 

약한 몸
건강이 결여된 몸

*근육은 아직도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직까지 그런 선입견이 많아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

만...간혹 우연찮게 시합장을 와서 보게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봤는데 그렇게 근육도 크지 않고 예쁘단 말이야...그래서 생각이 변하

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근육에 대한 

고정관념
갈등

몸인식 차이에 

대한 대응
*왜그러냐 하면은...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틀리니까...그들은 그냥 여자로 보는 거고...난 선수입장인거고...입장이

틀리니까...보는 시야가 틀리니까...나는 뭐...서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이들은 그냥 날 여자로 볼 뿐이지...
선수의 입장 강조 타협

*지금은 제가 이제 워낙 초반에 반대를 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꿋꿋히 운동을 즐기면서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죠...어느 정도

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도 있고 하다보니까 많이 인정을 해 주시는 편이에요...

인정을 받는 몸이 

됨
무시

표 6. 연구 결과 도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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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를 체험하는 몸

가. 신체적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주체적인 몸으로 보디빌딩에 참여하

는 연구 참여자들은 선수가 가지는 환경적 제약과 여성의 몸이 가지는 신체적인 

제약들을 감내하고 있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과 다른 식단 조절, 강한 

운동 그리고 여성의 몸을 지닌 입장에서는 일반 여성들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외적, 내적인 한계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 GS, SJ 그리고 YJ가 겪

는 식단 조절과 운동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먹는 것. 평소 때는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했

는데, 시합을 준비할 때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닭 가슴살과 야채 

위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니까 강하게.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 안 하던걸 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지. (참여자 GS

의 면담 내용)

음식조절이라는 건 3대 쾌락의 하나인데, 그건 사람이 버릴 수 

없는 거라구. 식욕, 성욕, 성취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같

은 회로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실 성욕을 끊고 사

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는 진짜 힘든 거라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부분이라고. (...) 그러니까 결론은 음식조절을 한다는 건 솔직히 쉬

운 일은 아니죠. 음식조절을 하는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

은 더 많이 해야 돼. (...)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 

있지요.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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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요. 식단, 물론 뭐 복싱이나 유도나 아니면 태권도 같

이 체급종목도 물론 다이어트를 할 거에요.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체급싸움이기 때문에 체중을 맞춰야 되기도 하지만 숫자로 

된 맞추는 체중으로는 될게 아니고 근육질을 만들어야 되요. 순수

하게 근육만 남겨두고 지방만 빼줘야 되기 때문에. (...) 먹긴 먹되 

정말 다이어트 식단 있잖아요. 무맛이죠. 거의 혀의 감각을 포기해

야 된다고 보면 되죠.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 대중들과 달리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 한 

식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인해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GS는 식단 조절과 강한 운동으로 인해 이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몸의 한계를 체

험하였고, 참여자 SJ는 식단 조절을 하는 과정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YJ는 혀의 감각을 철저히 포기해야하

며, 식단 조절이라는 의미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쓰이는 의미보다 더욱 제한적

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 NM은 여성들의 다이어

트가 남성들의 그것보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호르몬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다이어트 할 때가 참 어렵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호르몬 자체

가 지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 여자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

도 근육이 안 생긴다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 호르몬은 또 지

방하고 연관이 있어요. (...)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연

관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힘들죠. 1년 365일 지방

과의 싸움. (...)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쌓이니까. 똑같이 먹어

도 남자들보다 훨씬 빨리 쌓이고 다이어트 할 때에도 거의 한 9배 

정도 차이가나요.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참여자 NM은 여성의 몸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다른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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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몸이 점점 남성화되고 여성의 생리적 기능들이 위

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에 따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GS

와 YJ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이 남성처럼 변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어, 가장 느껴지는 거는 신체 변화에서 가슴이 남자처럼 변화

돼.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아. 지방이 빠지니까. 아무래

도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이 많잖아. 그런데 시합을 준비하

게 되면 지방을 거의 다 빼잖아. 그러면 가슴이 납작해지면서 거의 

남자 체형으로 변화가 돼. 체형적으로. (참여자 GS의 면담 내용)

일단 여성의 상징이 가슴이잖아요. 가슴이 이제 일반 여자분들 

하고는 다르게 많이 근육질이 되어있다 보니까 약간 남자처럼 보

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 운동을 하면 가슴

이 무조건 작아진다, 사라진다..” 다른 일반 여자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에 탄력이 많이 생기게 되요.

그런 점이 좋기는 하지만 저희처럼 과도하게 할 경우 남자들처럼 

윗부분에 근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 같이 보일 수 있죠. 그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감안해야죠.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식단 조절과 강한 운동을 통해 몸의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가슴이 남성적으로 변화된 것을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상징인 가슴이 남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

만,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선택된 길이기 때문에 극복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몸의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만들어짐에 따라 옷을 착용하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 또한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YJ, SJ 그리고 NM은 몸에 대

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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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변화는 이제 몸이 바뀌니까. 근육 자체가 커지니까는 

이제 가장 단순한 문제지만 이제 웃기면서 단순한 문젠데, 옷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살이 쪄서 안 맞는 그런 것 보다 근육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옷을 입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옷 입는 것) 굉장히 중요했어요. 입

을 옷이 없어. 뭐 옛날에는 아무거나 집어서 입었는데, 요즘에는 

입을 수가 없는 거지. 난 예쁘게 입고 싶은데 규제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그런(예쁜) 옷들을 입으면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옷 입는 것도 사실 많이 불편했지. 팔뚝

이랑 다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지금의 몇 배니까. 여성 입장에서에

요. 진짜 여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에요. (참여자 SJ의 면담 내

용)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안 어울릴 때. (...)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옷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해지죠. 여름에 막 근육

이 울퉁불퉁한데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쵸.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근육 있는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YJ는 옷이 맞지 않는 문제를 제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단순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참여자 SJ

와 NM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주체적인 몸을 통해 만족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반 여성과 다른 몸으로 인해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인 월경이 중지되는 무월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

며, 여성의 몸으로서 위험한 상태에까지 도전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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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PS와 YJ는 이런 문제에 직면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무월경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무월경이 왔

었고. 그 이론이 맞긴 하더라고. 지방이 12%이하로 떨어지면 여자

들은 무월경이 온다고 말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정말로 생리를 

계속 하면은 “아 내 몸에 지방이 아직 많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월경이 끊기면 “아 이제 지방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거든.

그래서 시합 한 달 전에는 무조건 끊겨야 돼. 안 끊기면 불안해 지

는 거야. “아 지방이 몸에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생리불순 그게 오죠. 시합 

막바지 되면 안 와요. 한, 두 달? 그리고 시합 끝나고 영양 섭취 

잘 하면 그 때 이제 또 원상복귀 되죠. (...) 생리가 이제 오면 “내

가 다이어트가 덜 됐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 뿐만 아니라 모

든 여자 선수들이 다이어트 들어가면 거의 (생리가) 안 와요. 안 와

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선수들 사이에서

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리가 온 거다.”라고 생

각이 된 것 같아요(웃음). 어떻게 보면 뭐 여자들한테는 안 좋은 것

일 수도 있는데.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무월경 현상이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라면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본래 여성의 몸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지이자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무

월경은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월경에 대한 연구 참여

자들의 인식과 더불어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보디빌더 대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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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신적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면서 신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한계 또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식단 조절을 통해 오는 스트레스와 대인 관계 결

핍을 통해 느끼는 소외감이 정신적인 한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자 YJ와 NM은 식단 조절로 다음과 같은 정신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

었다.

이제 시합 준비하게 되면 예민해 지는 건 있어요. 먹고 싶은 음

식을 못 먹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혼자 

있고 싶고. 주위에 이제 누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간식이라도 먹게 되면 많이 예민해져 있으니까는 될 수 있

으면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많이 예민해져요. 이유 

없이 화도 나고. 음료수조차도 저희는 물이나 이런 물하고 블랙커

피 이정도, 그 외에 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거든요. 그

러니까 많이 힘들죠. (참여자 YJ의 인터뷰 내용)

일단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커지구요. (...) 몸을 놓고 봤었

을 때 내 몸에 대해서 뭐 항상 우선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우선.

개인적인 게 많이 커졌죠. 성격이 약간 다혈질적인 것도 좀 있어 

지구요. 그건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성격의 기폭이 좀 심해진다는 

거? 그거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좀 많아지고요. 혼자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요, 외로움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참여자 NM의 

인터뷰 내용)

시합을 준비하는 동안 참여자 YJ는 식단 조절을 통해 신경이 날카로워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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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은 개인주의 성향과 다혈질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식단 조절로 

인해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연구 참여자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여자 PS, YJ

그리고 N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인관계를 5년 동안을 안 했었으니까 거의. 000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 운동을 단 시간에 끝내려면 3가지만 잘하면 된

다.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운동하고 무조건 

집, 체육관이랑 집 이 3가지랑 친해져야 된다.” (...) 그냥 계속 혼

자. 혼자 노는 거야 혼자. 진짜 운동만 하고 운동하고 막 그게 되

게 외로웠지.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정신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밤  

늦게까지 노는 거 좋아하고. 보디빌딩을 하면서부터 거의 술자리는 

늦게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술은 먹어봤자 한 달에 한 번 먹을

까 말까 그 정도. 친구들도 몇 년 동안 못 만나가지고 연락 끊긴 

친구들이 많아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그냥 도인이 되가는 것 같아요. 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누가 뭐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에~~.”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혼자가 되게. 항상 옆에 있는데 항상 누구

나 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커져요.

(참여자 NM의 인터뷰 내용)

참여자 PS는 체육관과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인들과의 

연락을 장기간 단절하게 되었고, 참여자 YJ는 대부분의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 NM은 이런 모든 한계를 체험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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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을 도를 수양하는 도인으로 표현했으며, 수련 받는 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체화된 일반인들의 몸은 다이어트로 인해 심리적, 행동적,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스트레스 자체는 자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나명순, 장강연, 김미혜, 2008). 타인에 의해 객체화 된 몸을 가진 일반 여성들

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는 달리, 주체적인 의지와 신념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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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여성들의 몸을 개인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객체화

된 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객체화된 몸을 지닌 여성들의 

몸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몸을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대상화 시키는 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마르고 날씬한 몸을 기준으

로 여기는 인식이 변해야 하며, 몸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주체

적인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 마른 것에 집착하는 몸

현재 많은 여성들은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여 ‘날씬하고 마른’ 몸매가 미인

의 기준이 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한서설아, 2009).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대중들이 아름다운 몸의 기준을 날씬함 혹은 마름에 두고, 그 기준에 맞는 

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몸은 매체의 영향으로 다이어트에 집착하

는 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YJ는 현재 여성들의 다이

어트 수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숫자, 숫자에 민감해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숫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되요. 어, 다이어트 한답시고 땀 빼고 체중계 재고,

그거는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수분이 몸에서 빠지는 거거든

요. 이제 몸에 안 좋은 이뇨제 같은 거 먹고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고 몸무게 재서 살 빠졌다고 좋아하고 이런 케이스에요. (...) 거

의 그런 사람들,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대부분 약에 의존해서 다

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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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YJ는 현재 많은 여성들이 몸무게와 같은 숫자에 집착하며 왜곡된 다

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YJ는 일반 여성들이 몸의 외형적

인 이미지와 체중계에 나타나는 숫자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점점 더 마른 몸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GT 또한 마른 몸에 대한 일반 여성들

의 잘못된 인식을 언급하였다.

워낙 우리나라가 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뭐 탄력 있

는 몸매라던가 약간의 근육질이 있는 몸매라던가 이런 것 보다는 

일단은 날씬해야 되고 뱃살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런 쪽이죠. 저

희들은 그런 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별로 그런 몸이 

예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 모델들도 마른 모델들을 선호

하는 이유가 옷태가 잘 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거든? (...)

마른 몸은 솔직히 보기도 안 좋아. 그냥 내 입장에서는 말랐다고 

해서 옷 빨이 다 잘 받는 거는 아니거든. 솔직히 키 큰 패션모델 

같은 경우에만 봐도 말랐다고 해서 그 옷이 다 어울려 보인다고 

난 생각 안하거든. 어느 정도 약간 볼륨도 좀 있고 허리 좀 통통하

면 어때. (...) 어느 정도 운동해서 탄력 있어 보이는 몸. 굳이 선수

처럼 근육이 갈라지지 않아도 돼.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참여자 YJ는 마른 몸에 집착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 속에 만연해 있으며,

자신과 같이 근육 있는 몸은 선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 YJ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른 몸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GT는 이미 운동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운동을 통한 

건강미를 선호하고 있었지만, ‘볼륨 있는 몸’과 ‘통통한 몸’ 또한 긍정적으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델과 같이 마른 몸을 지지하는 사회 현상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SJ와 NM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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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몸에 집착하는 여성들의 몸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가 회복되어야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어떤 애들은 마른 것에 집착하는 거야. 그런 애들은 힘이 하나

도 없이 괜히 불쌍한 척하고 걸어. 그럼 나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밥 먹어 가서.”. (...) 나는 그냥 에너지 있는 몸. 이상적인 몸

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말라도 에너지가 있어 뚱뚱해도 

에너지 있는 사람이 있고 딱 표정을 보면. (...)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져야지. 그게 바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 몸이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몸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지.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몸. 자신의 기대치 몸. 사람마다 다 틀

리겠죠. 되게 뚱뚱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몸이 이상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몸을 갖고 있는데 살아가는

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몸이 되

겠죠.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는 마르고 뚱뚱하다는 기준을 떠나서 에너지가 있는 몸이야 말로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몸’은 몸에 대한 구속보다는 자유를 갈망하는 참여자의 인식을 나타

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SJ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나의 주체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행복한 몸이 되

어야만 한다. 참여자 NM 또한 행복한 몸의 기준은 마르고 뚱뚱함이 아니라 사람

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식을 강조하였다.

위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객체화된 몸은 왜곡된 기준으로 

인해 마른 몸에 집착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60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은 다른 어떤 기준 보다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우

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주체적인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에 의해 왜곡된 아름다움에 기준을 둔 일반 여성들의 몸이 객체화된 몸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신만의 몸이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주

체적인 몸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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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획일적인 몸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일반 여성들에게 아름답다고 인식되는 날씬하고 마른 몸

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획일적인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획일적인 

몸은 자신의 순수한 의지보다는 다른 환경과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 여성들이 선호하는 몸은 나의 주체성 보다는 

타인의 틀에 의해 만들어진 몸을 의미한다. 참여자 YJ와 P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몸들은 여자분들 걸 그룹 몸매 

아니겠어요?(웃음) 우리나라에서 묘사해 드린다면 뭐 TV에 흔히 나

오는 여자 가수들이죠. 아이돌 가수들. 특별히 생각나는 이름은 없

는데, 10대든 20대든 여자 걸 그룹 몸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쫒아

가려고 그러죠.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요즘에는 효린이잖아, 효린이. 씨스타의 효린 같은 몸매. 그게 

사람들이 가장 예쁘고 섹시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면담 내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몸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연예인들과 같은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NM과 SJ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흐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때의 트렌드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몸이지 뭐 

많이 떠들고. X라인이었다가 S라인이었다가. (...) 그게 다 만들어낸 

몸 아니에요? 그거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듣는. (...)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가면 목이 되게 긴 사람이 미인이라고 따지

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발이 조그만 일본 같은 경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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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거 에요. 만들어 내는 그 틀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거 에요.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사람들이 항상 인식하는 좋은 몸, 멋진 몸은 만들어진 몸이잖아

요. 누군가가 인식시켜준 몸.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에서 만들

어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몸이라

고 생각하잖아요.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참여자 NM은 많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적인 몸이 사회에서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사회 안의 문화가 대중들에게 

잠재적으로 침투하여 다양한 취향에 대한 인식을 배제시켜왔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 SJ에 따르면, 대중들에게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몸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SJ가 언급했

던 ‘프로젝트’는 참여자 NM이 언급했던 ‘트렌드’과 같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만

들어진 획일적인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프로젝

트’로 인해 만들어진 몸은 자신의 주체적인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몸이다. 이러

한 내용과 더불어 참여자 PS는 개인들이 지니는 몸의 다양한 특성을 언급하며 

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였다.

각자마다 체형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 솔직히 161cm밖에 안 된 

키를 가진 사람이 170cm를 부러워 필요가 없는 거잖아? (...) “누구

처럼 되고 싶다.”, 당연히 마르고 날씬하고 처지지 않고 탄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모든 여자들이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마찬가지

고.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맞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한, 이상적인 몸이지.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참여자 PS에 따르면, 몸은 개개인들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에 맞추어 몸을 만들기 보다는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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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 특성에 잘 맞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참여자 PS는 사

회의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취향과 체험이 반영된 주체적인 몸을 이

상적인 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객체화된 여성의 몸은 

사회 문화에 의해 대상화되고 획일화되어 주체성이 상실된 몸을 의미한다. 하지

만, 주체성이 상실된 몸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개성과 다양성 있는 몸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

식이 올바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

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지닌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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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이 결여된 몸

연구 참여자들은 마른 몸에 집착하는 현상과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은 몸은 

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일반 여성들은 몸을 과도하게 대상화시킴으로 인해 영양 

결핍, 섭식 장애 그리고 체력 저하 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다음은 일반 여

성들의 건강과 관련한 참여자 GT와 GS의 면담 내용이다.

요즘 여자들은 연예인들 몸을 우상으로 삼아 너무 마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허약하고 예전 우리 때보다 체

력도 너무 약한 것 같아.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내 생각에는 요즘 사회 여성들의 몸은 예쁜 몸의 기준이 연예

인, 모델 등이 되어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 같아. 실상은 다이

어트 등 영양의 불균형, 운동부족이 많은데. (참여자 GS의 면담 내

용)

참여자 GT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몸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일반 여성들이 가지는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지만, 내면

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GS 또한 

일반 여성들의 몸에 영양과 운동이 결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른 몸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몸의 건강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롭지 않은 몸을 지니게 된다.

다이어트는 본래 적당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몸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

는데 도움을 주지만, 요즘 여성들의 다이어트 습관은 과도한 운동과 식이요법으

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참여자 YJ는 왜곡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일반 여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건강한 몸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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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자기 몸은 진짜 뭐 유행 따라 가는 것 보다는 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여자 분들은 굶어서라도 

빼려고 하잖아요. 체중을 줄이려고 하고. 다이어트라는 건 굶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체지방을 줄이는 거

고. (...) 너무 자기 몸을 말리려고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을 좀 

해줘서 겉으로 보이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장 기관도 강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참여자 YJ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굶어서 외형적으로 몸을 마르게 보이려고 하

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여성들이 치중하고 있었던 왜곡된 다이어트 대신 적절한 식단 조절과 운동

을 통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자신의 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

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 YJ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에 치중하는 것 보다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몸을 회복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객체화된 여성의 몸

은 보여주는 몸에 얽매임으로 인해 건강이 결핍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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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인식 차이에 대한 대응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육 있는 몸으로부터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에 크게 세 가지 갈등, 타협 그리고 무시하는 방식을 취하

며 주체적인 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1) 갈등

여성의 입장으로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인들로부터 부정

적인 시선을 받으며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전부

터 근육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잘못된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며 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참여자 SJ와 

NM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받는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언급하였다.

뭐 그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지. 덤벨 들고 복근운동을 하면 “아 여자가 뭐 

이렇게 힘들게 시집이나 가지 뭐 그렇게 운동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

동을 해서 대단해가 아니라 여성이 근육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예전엔 그게 더 심해서 신기한 종류로 

봤죠. 신기한 종류. “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가.” 신기하게 봐서 

항상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할까.” 이런 눈빛으

로 많이 봤죠.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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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면 사진에서는 실물에서 

보는 거 하고는 좀 틀리게 나오니까 뭐 “합성했다.”라던가, “저래

가지고 애기는 낳겠냐.” 이런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도 받긴 했었어요.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는 주변인으로부터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참여자 NM은 ‘애기는 

낳겠냐’는 말을 듣고 상처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여성

들이 집안일과 아이돌보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고정관념은 앞으로 여성들이 나아갈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근육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

다. 참여자 SJ와 YJ는 대중들이 근육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

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디빌딩이라는 자체가 왜 일반인들이나 남

자들에게 (친근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나 

근육을 키운다고만 생각하니까 특히나 더 부작용이 있는 거 에요.

시선에. (보디빌딩은 몸에) 라인을 만들어 주고 신체 체형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그냥 “근육을 키운

다.”, “우락부락하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에요. 그거(보디빌딩의 본질)를 기본적으

로 알고 들어 가줘야 돼.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여자가 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일단 

이 운동은 남자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

자가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시선이 이제 “여자가 왜 이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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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죠. 이건 과격

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 과격한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는 주위 분

들이 많구요.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몸을 만드는 운동인

데 자꾸 시선이 “여자가 근육을 키워서 뭐 하냐.”는 시선. 일단은 

무조건 여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족들도 

많이 이해를 못 해주고. “여잔데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느냐.” 남자

만 이 운동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에 따르면 근육에 대한 대중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보디빌딩이 남

성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 YJ는 근육 자체가 

남성다운 이미지를 지니기 때문에 대중들은 보디빌딩 또한 과격한 운동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NM과 GT은 근육 있는 여성의 몸에 왜곡된 시선을 갖게 하는 사

회적 인식들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냥 이게 보디빌더이긴 한데, 어, 내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몸

을 우락부락한 근육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것 또한 일반인들이 봤

었을 때 멋있는 몸으로서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거의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뭔가 정신생각이 이상해서 근육을 

만든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구요.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성 자체에 주체에 혼란이 있어 가지고 여

잔데 너무 남성스러워서 뭐 근육을 만든다던가, 힘자랑 하고 싶어

서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바뀌어야지만 많은 사

람들이 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 에요). 제가 그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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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었어요. 근육이라는 거 절대로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자로서도 근육을 아

름답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하

는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근육은 아직도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까지 그런 선입견이 많아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간혹 우연찮게 시합장을 와서 보게 된 사람들은 실질

적으로 앞에서 봤는데 그렇게 근육도 크지 않고 예쁘단 말이야 .그

래서 생각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몰랐다가. (참여자 GT

의 면담 내용)

참여자 NM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여성 보디빌더 선수들은 정신의 

문제, 성정체성 혼란의 문제나 혹은 힘을 자랑하기 위해 근육질의 몸을 선호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남성들이 느끼는 근육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여성들이 

느끼는 근육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근육 있는 몸을 선호하는 것이다. 참여

자 NM은 근육에 대한 인식과,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근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대중들이 보디빌

딩 문화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참여자 

GT는 근육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디빌딩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근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의 면담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에 제한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고

착화시키며, 몸이 지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중들 특히, 여성들에게 보디빌딩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진다면, 새로운 몸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어 

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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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협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된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

선과 타협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선수의 입장에서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근육 있는 몸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있는 여성의 몸이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디빌더 선수들의 욕심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SJ와 YJ는 자신들이 직접 선수가 되기 위해 근육 있는 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냥 이해하죠. (많이)없는 분류니까는. 이들이 그렇게 보는 건 

생소하고 남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어차피 근육을 만

들기로 작심을 했고,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육

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보다.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남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근육은 

남성의 상징이라서. “남자인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남자 같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 에요. 그래서 “남자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

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참여자 SJ는 보디빌더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 있는 몸이 

주변으로부터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YJ는 

근육 있는 몸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남자 같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지만,

‘남자 같다’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디빌더로써 겪어야 하

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디빌더가 아닌 일반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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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여 자신들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SJ

와 GT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틀리니까. 그

들은 그냥 여자로 보는 거고 난 선수입장인거고 입장이 틀리니까.

보는 시야가 틀리니까. 나는 뭐 서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들은 그냥 날 여자로 볼 뿐이지.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오히려 난 더 당당했던 것 같아. 쳐다보던지 말든지. 그냥 어차

피 나는 일반사람들하고 틀리니까. 난 선수니까. 선수니까 선수대

로 운동하는 거고. (...)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

든 쟤가 날 어떻게 보든 그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선수 입장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몸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SJ

는 일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참여자 GT 또한 선수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시선이던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근육 있는 몸을 정당화시키기고 있었다. 이렇게 

선수들은 일반 여성과 다른 자신들의 몸을 선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타협하며 

주변의 시선들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더 선수들이 몸에 대해 올바른 인

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대중들이 근육 있는 몸을 더욱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참여자 GT와 SJ는 선수의 입장에서 욕심을 가지고 인위적 몸을 만

들게 될 경우에 대중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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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을 하면서도 모든 선수들이 모든 여자 빌더들이 “남자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 같

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원래의 몸 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아니면 조금 심하게 약간 욕심을 부려서 약을 썼다든지 

호르몬을 써서 약간 남성화 시키는 근육들이 있어. (...) 이 운동을 

해도 충분히 여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욕심을 더 

부리고 안 부리고 차이인 것 같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

지. 그러면 더 “남자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참여자 GT의 면

담 내용)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도 보디빌딩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 내가 이런 약 

먹고 (안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들은 바뀌지 않아. 내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이들이 바뀌지.

(...) 그러니까 그것도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가야되는데, 선수들도 

욕심을 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근육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냥 큰 근육을 원하는 거지. 그런 약간. 그러다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래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일등이라는 것 때문에. (...) 자기

가 진짜 할려고 하는 거를 망각,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

우가 참 많아. (참여자 SJ의 면담 내용)

참여자 GT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근육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물(steroid)에 의존하는 등 근육을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더욱 

거부감을 주는 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SJ는 보디빌더들이 몸에 대해 잘

못된 인식을 가짐으로서 대중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몸을 만들기보다는 여성의 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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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에 대응

하는 방식으로 선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약물(steroid)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순수한 근육 있는 몸은 대중들에

게 거부감 있는 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며 타협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

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얽매여 근육 있는 몸에 

대해 갈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황과 타협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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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시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운동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갖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연

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몸에 대한 몇몇 주

변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시선들

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참여자 YJ와 GT은 초기에 보디빌딩에 참여할 당시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었지만 점차 주변인들의 인식이 변하여 자신의 몸이 인정받게 되었

다고 언급하였다.

지금은 제가 이제 워낙 초반에 반대를 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꿋꿋이 운동을 즐기면서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죠.

어느 정도 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도 있고 하다보니까 많이 인정

을 해 주시는 편이에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우선 내 주위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많이 틀려졌다는 거.

“어 너 대단하다.” 음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들부터 해서 주위사람

들 “어 멋있다.”, “어 대단해.”. 나를 인정해주는 거지. “오, 니가 

정말 이 운동을 할 줄 몰랐어.”, “니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처음에 초창기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애들이 “에이 그거 해서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 나중에는 내가 오

랫동안 하고, 내가 즐기는 모습을 보고, 계속 입상을 하고, 얘가 계

속 몸이 좋아지니까. 그 때 인정을 하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거?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참여자 YJ에 따르면, 처음에 보디빌딩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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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있었지만,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입상하면서 주변인들의 인식이 변하게 되

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GT 또한 꾸준히 보디빌딩에 참여하면서 주변인

들로부터 인정받는 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YJ, GS 그리고 PS는 보디

빌딩에 참여하는 자신의 주체적인 몸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주변인들의 시

선을 무시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데 개인마다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무

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기 때문

에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꿋꿋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내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참여자 YJ의 

면담 내용)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건 나를 이상하게 쳐

다보고 이상하게 말을 해도 나는 내가 하는 이 운동 자체에 자신

감과 자부심이 있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 (참여자 GS의 면담 내용)

내가 뭔가를 할 때 남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건 없어. 다 

하는 스타일이야. 운동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야. 별로 남을 

아예 신경을 안 써. 운동할 때 막 산발되고, 소리 지르고. 난 되게 

감정에 솔직하게 운동을 해. 운동할 때는 운동만 하지 주위 신경 

쓰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지. (참여자 PS의 면담 내용)

참여자 YJ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언급하였고, 참여자 GS는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한 ‘긍지’을 언급하였으며, 참여자 PS는 ‘감정에 솔직한 자신’을 언급하

며 주체적인 몸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주변인들의 

시선보다도 보디빌딩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을 더욱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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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GT와 NM은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변인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몸에 대한 부러움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남성들의 시각걱정? 없어. 어, 나는 남의 눈을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분명히 옆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 쳐다보는 느낌

을 알아.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날보고 놀래지 그냥(뿌듯한 

표정). 커플이 있다 그러면 그 둘이 “봐봐, 봐봐.”이런단 말이야. 나

름 남자들은 부러워 할 거야 나를. 지보다 몸이 좋으니까(호탕하게 

웃음).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쩔 건데 보면(웃음). (참여자 GT의 면담 내용)

남자들이 20대의 남자들이 설문조사했었을 때, 가장 되고 싶은 

몸이 다 저였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설문했다는데 몸을 이렇게 놓

고서 남자들 연예인들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자들이 선호

하는 몸이라는 거죠. 여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저 정도 딱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몸 만들면서 하면 아마 낮은 체급, 큰 시합은 아니

더라도 그냥 국내 시합 같은데 남자들 시합 뛰는데 나가면 1등할 

자신은 있어요. 남자들하고 붙으면. (참여자 NM의 면담 내용)

참여자 GT는 일반 커플이 쳐다보는 이유는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몸이기 때문

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주변의 시선에 의해 주눅 들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시

선들을 무시하였다. 참여자 NM은 자신의 몸이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몸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의 면담들로 미루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 근육 

있는 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주체적인 몸

을 형성함으로써 주변들의 시선을 무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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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여성 보디빌더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여성들의 

몸이 더 이상 과거로부터 억압받고 얽매이는 객체화된 존재가 아닌 가능성과 잠

재력을 지닌 주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성 보디빌더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다른 일반 여성들의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로부터 대응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몸은 더 이상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넘어 

나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방식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이렇게 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대중매체는 대중들에게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몸의 본질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보여지고 대상화되는 객

체화된 몸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다.

이수안(2008)에 따르면 더욱 아름다운 몸으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

의 몸이 한편으로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몸인 것 같지만, 객체화된 몸은 본질적

으로 나만의 주체적인 인식이 반영된 몸과는 구별되는 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객체화된 몸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로 다룰 

수 있는 전인격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즉, 관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객체(objects)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이승아, 2009). 여기에서 스포

츠는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

해 주체성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즉, 스포츠에 참여하는 몸은 인식적 주체로서 몸의 자유와 해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학준, 2003; 김영갑, 2005). 특히, 많은 스포츠 종목 중 보디

빌딩은 남성의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근육을 표현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보디

빌딩에 참여하는 여성 보디빌더들은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면서 기존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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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날씬하고 마름과는 반대되는 근육질의 몸을 제시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인 몸에서 지각하며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몸을 통해 

소통하는 몸을, 그리고 다양한 몸의 가능성과 한계를 체험하는 몸을 통해 여성 

보디빌더의 주체적인 몸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지각하는 몸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으며, 몸이 능동성을 가지고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향하는 존재로서 몸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연결망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Miller & Penz(1991)는 기존 담론들의 헤게모니적 특성들이 몸의 상

징적 가능성을 무효화시키고 여성들의 몸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며 객체화되

는 몸이 되게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여성 보디빌더들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 보디빌더들은 보디빌딩을 통해 여성들만의 영역을 확립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몸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해석하는 개인들의 존재를 

강조함과 동시에 폄하되는 ‘여성성’ 측면의 몸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적인 기회의 통로(window)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또한 주체적인 몸은 가능성과 한계의 체험을 수반하고 있었다. 자신의 주체적

인 의지에 의해 몸의 변화를 체험한 여성 보디빌더들은 만족스러움과 동시에 자

부심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성 보디빌더들은 일반인들과 구별되

는 개성 있는 몸을 갖게 됨으로 인해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n(1991)은 여성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딩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인 여

성의 이미지로 고착화 되어 있는 부드러움, 수동적, 비-공격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즉, 여성 보디

빌더들은 보디빌딩을 통해 일반적인 여성 몸에 대한 전형과 다른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Ian(1991)의 주장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은 식단 통제, 강한 운동, 남성 체형으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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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생리적인 변화, 예민함, 외로움 등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를 체험하는 몸

이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 보디빌더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근육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슴 모양이 남성처럼 변화되었으

며, 장기간 식단 조절과 같이 다이어트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의 부재를 체험하였다. Goldfield(2009)의 연구에서는 취미

로 보디빌딩을 하는 여성보다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을 하는 선수들로부터 몸 불

만족, 몸의 무게와 체형에 대한 집착, 엄격한 식단 조절과 격렬한 운동, 폭식, 약

물사용 등의 문제가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일부

분을 지지해 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성 보디빌더들은 일반 여성들의 객체화된 몸에 대해 마

른 것에 집착하고, 획일적이며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묘사하며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보디빌더들은 몸이 개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왜곡된 기준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회복해야 함을 시사하며 행복한 몸, 주체적인 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래 근육 있는 몸을 추구하는 여성 보디빌더들은 객체화된 몸에 대해 일반 

여성들과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성숙(2001)은 광고

가 대중들에게 사회의 성불평등의 이데올로기를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내어 여성

들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왜곡하면서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학준(2003)은 미디어 또한 대중들에게 몸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여 비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몸을 만들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여성의 객체화된 몸에 대한 여성 보디빌더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일치하고 있

다는 점을 보여주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지지해 주었다.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차이에서 여성 보디빌더들은 ‘갈등’, ‘타

협’ 그리고 ‘무시’의 태도를 보였다. 첫째, 여성 보디빌더들은 근육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신들의 몸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변의 시선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 Forbes, et al., (2004)은 보통 여성에 

비해 근육 있는 여성이 더욱 남성적이고, 레즈비언의 가능성을 지니며, 주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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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Stewart &

Smith(2010)는 남성 보디빌더들이 근육사이즈와 운동에 전념하는 과정을 통해 남

성성을 과도하게 강화하며 남성들만의 상징적 몸 자본을 습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과 근육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근유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인식을 뒷받침 해 주

었다.

둘째,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여성 보디빌더들은 

선수의 입장을 언급하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들에 타협하였다. 국내 대회와 국

제 대회 입상의 목표를 두고 있는 보디빌더 선수들은 최대한 아름다운 근육 있

는 몸을 만들어야만 한다. Choi(2003)는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빠르게 달리고, 높

이 점프하고, 멀리 던지는 등의 것이라면 보디빌딩 또한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마

땅한 스포츠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

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근육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약물(steroid)

사용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몸에 대해서는 거부감

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욕심으로 인해 인위적인 근육을 갖게 된 몸은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또 다른 객체화된 몸을 의미하여 여성의 몸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상실한 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몸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여성 보디빌더

들은 주변인들의 시선을 무시하였다.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보디빌딩에 

참여해 온 여성 보디빌더들은 자신들이 초기에 받았던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

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McGrath & Hill(2009)은 여성 보디빌더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인들이 여성 보디빌더들을 통해 재사회화 과정(resocialization

process)을 겪게 되면서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을 보편적인 몸(somatic normaliza-

tion)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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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체적인 몸인

식과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주체적이고 객체화된 두 가지 몸인식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대응방식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여성 보디빌딩 대회가 활성화되

기 시작할 무렵 보디빌더에 입문함으로써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32~42세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프로 여성 보디빌더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예비면담과 실제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비면담은 2011년 5월, 실제 면

담은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필요한 질문들을 첨부하여 반구조화되고 

비구조화 된 두 가지 형태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

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관찰 스펙트럼 중 비참여에 의한 관찰을 진행하기 위

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

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받아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블

로그, 모바일 블로그(카카오스토리) 그리고 다이어리(일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mith, Flowers & Larking(2009)이 제시한 7가지 절차에 근거

하여 귀납적 범주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삼각검

증법, 구성원간의 검토,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결론

첫째, 여성 보디빌더들은 ‘소통’하고 ‘체험’하는 몸을 통해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여성 보디빌더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지각하며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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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하는 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주체적인 몸을 인식하였다. 또한, 주체적

으로 표현하는 몸과 변화된 자신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체적으로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몸임에도 불구하

고 몸이 남성적인 체형으로 변화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 부재 등 여성의 몸에 직

면하게 되는 한계를 인식하였다.

둘째, 여성 보디빌더들은 ‘마른 것에 집착하는 몸’, ‘획일적인 몸’ 그리고 ‘건

강이 결여된 몸’을 객체화된 몸으로 인식하였다.

여성 보디빌더들에 따르면 일반 여성들의 몸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자

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것에 치중하여 다이어트와 마른 몸에 집

착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은 자유롭고 행복한 주체적인 몸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의 기준이 연예인, 모델 등의 몸에 맞추어져 획일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획일적인 몸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몸에 대한 

가능성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개인들의 선택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지나치게 중요시 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지기 위한 몸보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야 한다.

셋째, 여성 보디빌더는 자신들의 주체적인 몸과 일반 여성들의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갈등’, ‘타협’ 그리고 ‘무시’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여성 보디빌더들은 보디빌딩에 참여하며 일반 여성들과 다른 근육 있는 몸을 

가짐으로써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통적으로 근육이 남

성들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사회 문화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들로부터 

갈등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보디빌더들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에 선수 입장에서 타협하며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몸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약물(steroid)을 사용하는 선수의 몸은 인위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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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초기에 여성 보

디빌더 선수들은 주변인들에게 생소한 몸으로 여겨졌지만, 여성 보디빌더들의 꾸

준한 노력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부정적이었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하게 되

면서 자신들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확고히 형성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의 몸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와 결론을 근거로 하여 더 나은 후속 연구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 여성 보디빌더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발맞추어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디빌딩에 참여

하는 여성들의 몸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식들을 발견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둘째, 여성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남성 보디빌더의 몸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여 여성과 남성 보디빌더들의 몸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이런 

차이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

은 스포츠사회학 분야에서 성(gender)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적

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들을 통해 일반 여성들의 몸인식에 대한 

결과 내용을 도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보디빌더의 몸에 대한 일반 여

성들 또는 남성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과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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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딜레마적인 인식들을 깊이 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

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보디빌딩과 같은 근육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Stewart & Smith(2010)는 운동센터 

내에 남성과 여성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근육 운

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많은 운

동센터들의 경우,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여성들의 수보다 남성들의 

수가 눈에 띄게 많다. 이런 현상은 여성들에게 근육 운동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에

게 어울린다는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어 참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따

라서, 보디빌딩과 같은 근육 운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

인지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스포

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보디빌딩 대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Bell(2008)은 기존 보디빌딩 대회의 심사기준은 객관적인 기준보다

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기준들은 전적으

로 남성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여성 보디빌더들이 겪는 다이어트, 격렬한 운동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보디빌딩 대회의 평가기준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 보디빌더들의 보디빌딩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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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선생님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겠으며, 자료수집방법에 있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후 논의를 통해 적합한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진술하시는 모든 경험에 대해 연구자 자의로 수정하

는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부디 저의 연구에 참여자가 되시어 선생님의 고귀한 체험과 활동세계를 제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허락 없이 누출되지 않을 것이

고, 이를 통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개인 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허락하며, 본 연구를 위하여 본인의 생활에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본인은 위의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인)  연구자    이  아  름    (인)

   201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사회학전공 이 아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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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 본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인적 배경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

♦ 나이 :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e-mail) : 

♦ 홈페이지 주소(Homepage) :

♦ 직업 :  

♦ 활동 경력 : 

♦ 수상 경력 : 

♦ 간단한 자기소개(가족관계, 대인관계, 취미, 좋아하는 것, 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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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직업: 연령:  만       세

< 연구 참여자 질문지 >

                       

* 참여 환경

1.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2.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추천, 환경요인, 기타)? 

3. 처음 운동을 시작할 당시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4. 보디빌딩을 시작할 당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5. 주위의 반응, 그 반응들에 본인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6.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 참여하던 스포츠 활동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해 오셨습니까?)

7. 현재 당신은 어떤 유형의 보디빌딩 체형을 선호하고 있으십니까?

* 주체적인 몸인식

1. 보디빌딩을 체험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 보디빌딩을 체험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신체

적, 정신적)

3. 현시점에서 본인에게 보디빌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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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디빌딩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보디빌딩을 규칙적으로 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6. 근육이 남자 같다. 멋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7. 타운동과 보디빌딩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본인은 왜 보디빌딩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까?

9. 자신이 운동을 하는 중에 남성들의 시각을 걱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되셨습니까?)

             

10. 보디빌딩을 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11. 자신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는(구체적으로)?

* 객체화된 몸에 대한 인식

1. 일반 여성들에게 보디빌딩을 권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십니까?

2. 일반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회에서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3. 일반 여성들의 시각에서 여성 보디빌더들의 몸은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십니까?)

4.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몸은 어떤 이미지 

일 것 같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101

Abstract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the Body Perception of Female Bodybuilders

Ah Reum Lee

Department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ody has infinite potential and cannot be regarded as an object by a certain

environment or person. Nevertheless, many women today are subordinate to invisible

sociocultural power such as the media. By adopting a slim and thin body as the

standard for an ideal body, they prefer the ‘objectified body’ to the ‘subjective body’.

This phenomenon consistently oppresses and consumes the female body and causes a

loss of the essential meaning and new potential with regard to the body. However,

most female bodybuilders, unlike ordinary women, are competing with the slimness

that exerts a dominant influence on women in society and endeavoring to recover

their own subjective bodies. Accordingly, by analysing the subjective body perception

that female bodybuilders have concerning their own bodies, this study offers a diverse

perspective on a female body and has purpose in proposing a way to restore the

subjectivity of the objectified female body. Therefore, this study chose 6 female

bodybuilders that have experience of at least 5 years of professional career and award

winning as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actual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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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uly 2012 to February 2013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an

interpretative analysis.

First, research participants perceived their subjective bodies through a

communicating and experiencing body. While participating in bodybuilding,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the body as a perceiving and aiming being, perceived a

subjective body that communicates with the world. Furthermore, through their

transformed bodies, they perceived the new potential and limitations that a female

body possesses.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perceived the objectified female body as a body that

is obsessed about slimness, is uniform, and lacks health.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of media influence, perceived ordinary women to have an objectified body that

is obsessed about dieting, aspires after the celebrities’ bodies, and is physically weak.

Third, research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perception gap concerning the

subjective body and objectified body by means of conflict, compromise, and neglect.

Research participants engaged in conflict due to the culture in which muscles are

traditionally considered as a male territory and compromised that they possess a

muscular body as an athlete. Moreover, as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a positive

change overtime in the perspectives regarding them of the people around them, they

came to neglect the people’s perspectives, and, through this process, consolidated the

subjective perception concerning thei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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