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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인간의 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인간의 몸을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혹은

생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다면 현대에 몸은 다양하게 정의

되고 그 의미 또한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Michel Foucault가 몸을 사

회적 합의와 관습을 통해 훈육되는 존재로 보았다면, 최근 Anthony

Giddens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

정체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변화하면서 몸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특

히 몸은 사회가 형성한 외모규범과 관련지어져 하나의 소비대상이자 자

기표현의 장으로 받아들이면서, 몸 관리행동은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몸

이미지가 범람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자각하는 소리가 높아졌고,

삶의 질 향상, 만족감, 건강과 같은 개념에 따라 몸 관리행동의 의미도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복합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인들의 생

활양식에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몸에 대한 관심과 몸 관리행

동에 대한 중요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남성의 몸은 유교사상과 가부장의 권위에서 비롯된 성별 위계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하고 강한 몸으로

대표되어 왔다. 과거 남성의 몸 관리행동이 남성적이지 못한 행위양식으

로 간주되었다면, 현대에는 남성들이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남성답

지 않다는 사회의 비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남성들에게도 몸의

외형적 형태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 되었다.

의복은 동시대인들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그 조형성이 변화하

기 때문에, 의류 산업에서도 소비자들의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body conscious

fashion style)은 인간의 몸에 대한 미학적 재발견에서 출발하였으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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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몸에 대한 의식 변화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면서 주요한 패션

테마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과정을 사회․문화

적, 개인적 영향의 맥락 안에서 고찰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

정도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활용경향과 특수성을 고찰함으로

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은 몸의 심미적 특

성에 민감하며 패션스타일 발현에 관심이 높으며 현재 규칙적인 몸 관리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20~30대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구성물

로 보는 Foucault 중심의 시각과 주체적 표현의 장으로 보는 Giddens

중심 시각으로 양분되었다. Foucault는 몸을 사회 규율에 기인하여 의도

를 담아 행동하는 구성체로써, 행위주체인 개인은 몸을 통해 사회관계망

의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몸의 자유적 실천이 극단적으로 제한됨으로

써 의도성, 강제성, 비 자율성, 불변성의 특성을 띤다고 하였다. 반대로

Giddens는 행위 주체인 개인이 몸과 관련하여 구조와 행위의 문제를 능

동적으로 해결하고 자기 정체성의 가시적인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으므

로 몸은 잠재성, 가변성, 자율성, 주체성의 특성을 띤다고 보았다.

둘째,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요인은 사회․문화적 영향요인과 개

인적 영향요인으로 구분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은 개인의 자아표현이 중요시된 현대에도 집단의식,

외모에 의한 평가 그리고 매체의 영향과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국 남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

단의식은 군대의 분위기 조장, 남성다움의 강요, 타인에 대한 동조가 하

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외모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

거나, 외모 지적으로 인한 수치심이 몸 의식 발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을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



- iii -

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추구 요인과 이성 관계, 이미지 및 스타일 개선을

위한 성취적 외모관리 추구요인이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남성들은 몸 의식 발현에 따라 규칙적인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되고 실천 결과에 따라 몸 의식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몸 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정서적 만족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로 인한 자기정화, 관계 지향적 자신감 향상, 스타일적 자신감상승을

통한 자기성취가 있다. 부정적 변화로는 몸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몸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확대되거나 불만족 요소가 확장되는 몸

감시가 강화가 나타났으며, 강박관념이 생성되면서 몸을 지속적으로 통

제해야 할 대상으로 몸 의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몸 의식이 발현되고 몸 관리행동을 실천

함으로써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식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의복태도

의 변화와 직결됨이 밝혀졌다. 특히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의복을 통해 몸을 더욱 매

력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대 되었다. 이와 같은 한

국 남성들의 의복태도의 변화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와 부분

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 영향

요인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의 변

화를 과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타자 지향적 과시와 몸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 증가 및 단점의 보완을 위한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

으로 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몸과

패션의 분리는 신체적 편안함을 우선시하여 의복을 선택하거나 몸을 우

선시하여 특정 의복 스타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의복

선택을 추구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집단은 몸

의 단점 부각에 대한 두려움과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에 대한 자체적 거

부감이 나타났으며,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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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의 방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직무환

경과 타인의 제재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몸을 드러내

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실루엣을 여성적인 스타일로 인지하는 성에

의한 패션스타일 고정관념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강한 방해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 상체와 하체의 구

분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상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의복

선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들에게 하체의 실루엣

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관점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었고, 이는 몸 관리행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된 하체가 한국 사회에

서 이상화된 몸 이미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 수용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선택에 있어 색상과 디테일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에 있어 어둡고 절제된 색채 및 디테일이 배제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내면화된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이다. 한국 남성들은 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잡단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 남성의 집단적

가치에 따라 실루엣의 밀착정도 기준을 완화하여 스타일을 결정하고 있

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몸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이상적

인 몸 이미지에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패

션스타일 표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몸 이미지보다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개인의 내면 가치 및 사회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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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잘 단련된 몸을

과시함과 동시에 관리된 몸의 실루엣을 통해 ‘매력적이고 세련된’과 같은

개인의 내적 의미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능력 있어 보이는’과 같은 사

회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로써 받아들이고 이었다.

즉, 한국 남성들에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신체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큰 무게를 크게 두지 않고, 개인의 몸 의식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의도를 담아 발현되는 스타일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몸이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

리 잡고 있으며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임을 확인

하였다. 특히 몸 관리행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

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호 가치로써 인식하

고 있었다. 이에 패션 브랜드들은 남성의 체형과 몸 의식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복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은 의복의 맞음새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품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

있어 사이즈, 재단, 소재의 특성을 디자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몸과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었기에

본 연구는 몸에 대한 민감해 지는 현대의 남성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였고, 몸 의식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남성용 바디컨셔스 패션 상품 기

획 및 디자인 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하나의 개념용어로 정

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남성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몸 의

식을 살펴봄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정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한국 전 남성에 대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요어 : 몸, 몸 의식, 몸 관리행동, 한국 남성 패션스타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요인

학 번 : 2013-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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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인간의 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인간의 몸이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몸의 생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었다면, 현대의 몸은 사회․문

화적으로 부여된 의미 및 주체의 의식적인 실천에 따라 정의되고 그 의

미는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박정희, 2015).

현대사회에서 몸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띠며

변화하였다. 근대 이전에 몸은 자연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자연적 특성

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현대의 몸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시각과 능동

적인 삶을 전개하는 주체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된다. 특히, 이 두 가지

몸에 대한 시각은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작용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

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몸은 사회․문화 공간 속에서 특정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가치체계 혹은 존재의 의미를 찾

는 자아의 함축적 의미를 내재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Senett(1994)은 몸이 곧 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으

며,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몸은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 개인의 정체

성을 드러냄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

다. 이에 현대인들은 몸을 가꾸고 관리함으로서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몸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

요한 의미로 변화하면서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실천행동의 확대는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최근 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남성들의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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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여성 못지않게 열띠게 전개되고 있다.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행동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지어져 여성들 중

심의 문화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외모 관리행

동은 남성문화와 여성문화로 확실히 분리되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그 경

계가 와해되어 남성들과 여성의 문화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각각이 갖는 관심사와 몸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국내의

경우보다 먼저 교차되어 받아들여짐으로써 몸에 대한 의미는 유동적으로

변화하여왔다. 국내의 남성의 몸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 및

국가의 사유체계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외형적 미 보다는 체력증진

중심으로 서구와는 차이를 가지고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성역할이 정의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남자들 또한 몸에 대한 관심이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 형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들이 몸을 가꾸고 관리함으로서 자신의 몸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한 것과 동시에 개인의 자아표현의 계기로 삼는 문화가 생

겨난 것이다.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의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

적으로 의복은 몸을 바라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각과 미의 기준에 따

라 그 유형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박선지 & 임은혁, 2013). 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점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패션산업에서도 몸에 대한 인식

이 의복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패션산업 전반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상품

개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션상품 기획 및 디자인 개

발에 있어 소비자들의 개인의 기호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패션상품의 유형과 형태를 결정짓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상품을 기획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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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즉, 현대 패션산업에서는 소비자의 몸에 대한 인식 및 가치를 어

떻게 잘 분석하고 그 기호를 만족시키는 가에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몸을 사회․

문화적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Michel Foucault의

시각과 능동적인 삶을 전개하는 주체로 보는 Anthony Giddens의 시각

을 바탕으로 하는 두 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어 접근하였다.

Foucault는 몸은 미시적 권력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

의 복잡한 통제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문화적 기준

을 적용한 규율이 인간의 인식을 통제하고, 그들은 사회․문화적으로 기

준 지어진 이상적 결과물로서의 몸을 훈육의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보았

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몸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위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이러한 통제는 학교 및 병원, 교도소와 같

은 사회적 공간의 규율과 법에 의해 통제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가시화

되지 않은 사회․문화적 기준이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 자체를 결정지어

버리게 된 것이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개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형

성된 이상적 기준에 맞도록 몸을 맞추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몸을 관리

하는 경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Giddens는 Foucault의 몸에 대한 시각은 몸의 주체에 의한 성

찰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몸을

몸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자 개인의 의식적 성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즉, 몸을 정해진 틀 속에 갇혀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과 자기표현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더불어 몸에 대한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실천행위 또한 단순히 사회․문

화적 기준에 의거하여 외형적 형태에 맞추어 노력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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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와 몸 담론에 관한 연구(김리나 & 임수원,

2009; 윤태일, 2004; Crossley, 1996; Duncan, 1994; Shilling, 1999, 2012),

몸을 포함한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에 관한 연구(김윤 & 황선진, 2008;

김은실, 2001; 송은주 & 임수원;2005; 이영자, 2000; 임인숙, 2004, 2005),

몸과 복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이미숙, 2014; 임은혁, 2006, 2011;

정용희 & 김창현, 2000; 홍기현, 2004)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권력에 영향을 받는 몸이라는 시각에 기

반을 둔 선행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통제는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기준이라는 통제

가 개인에게 작용하여 몸을 억압하고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행위는 사회 권력의 억압일 뿐 아

니라 개인의 자기억압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천선영(2003)은

기본적으로 몸은 오늘날 권력과 지식과 자본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고,

우리의 삶 전반에서 사회․문화적 기준은 몸을 통제하고 특정한 몸을 생

산한다고 보았다. 이영자(2000)에 의하면 현대는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 직접적인 억압의 형태로 가해지는 것 이상으로 현대인들 자신에 의한

자기억압의 내면화 형태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현대인들이 사회․문화

적으로 형성된 몸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와 같이 몸을 관리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분리시켜 타자화 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몸은 사회․문화적으

로 형성된 다양한 목적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몸을 자아와 주체성 발현을 위한 표현의 장으로 보는 시

각의 선행연구들은 몸을 관리하는 현대인들의 실천하는 태도를 주체적

성취행동으로 수용한다. 김은실(2001)은 몸이 사회관계에 종속되었던 것

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인 주체성의 산실로 만들어 낸다고 주

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몸을 관리하는 것 또한 자기정체성을 찾고 이

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모를 관리하고 가

꾸는 것의 주체적 즐거움에 주목해야 하며 사회가 강요하는 외모 가꾸기

가 아닌 스스로 원하는 외모 가꾸기를 통해 사회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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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의 연구들은 개인이 몸을 인식하고 몸을 가꾸는 행동을 해석함에

있어 사회․문화적인 미시적 권력에 의한 억압이라는 입장과 자기주체성

의 표현의 장이라는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두 측면의 분리하

지 않고 복합적 시각을 형성한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인숙(2006)은

최근에 몸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사회적인 미의 인식과 척도에 부

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은 인간 자신의 자아성찰적인 과

정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최순태 & 김동규(2014) 또한 몸은 인식대상에

서 인식주체로 변화하였고, 사회적 입장으로 부각되어 주체성이 상실되

었던 몸이 회복되어 몸이 가진 지위가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몸

이 갖는 주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인 권력과 왜곡된 담론,

몸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들이 만연함으로써 주체적 가치 실현이 저해되

고 있다고 보았다(최순태 & 김동규, 2015).

이처럼 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의 권력과 통제 안에서 결정

지어지는 몸이라는 관점의 담론들과 반대로, 자아 및 정체성 발현의 장

으로 담론들로 크게 대변된다. Kaiser(1997)는 의복이 개인의 인식과 사

회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한다고 밝힌 것처럼 몸에 대한 인식은 몸과

패션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은혁(2011)은 사회가 구

상하는 이상적 몸 이미지에 따라 신체 구조의 물리적 성질에 역행하여

복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복식을 통해 끊임없이

몸의 부분을 드러내고 감추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몸을 가시화함으로

써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었다. 결국,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패션스타일 결정에 막대한 영

향을 미쳤으며 몸과 패션의 관계는 패션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것이다.

복식사적으로 몸에 대한 인식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발현되었다. 복식

의 형태가 과장 또는 축소되어 몸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지배하던 시기도

있었고, 몸의 형태가 복식의 형태를 지배하던 시기도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몸의 형태가 복식의 형태를 결정짓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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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 fashion style)에 주목하고자 한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에 대해 미학적으로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특징 때

문에 몸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조경희, 2001). 하지만 이러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사

적으로 많이 언급 되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최근에 해당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패션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자

나 전문가들 사이에도 하나의 정확한 개념용어로 정의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논하는데 있어 몸의 외형적

형태를 신축성 소재를 활용하여 몸에 밀착하여 드러내는 스타일과 슬림

핏 재단을 통해 몸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스타일을 포함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몸에 대한 의식이 패션으로 발현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몸이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

고 몸을 우선으로 두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현대인들의 몸에 대한 인식이 어

떻게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현대에 들어 남성들은 한국 패션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몸 의식과 관련한 패

션 관련 연구들은 여성들 중심이었고, 남성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표상으로

서 보는 몸에 대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국내 남성의 몸을 관리하

는 행동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의식 변화에 따라 어

떻게 패션스타일로 발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남성들의 몸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와 개인이 추구

하는 패션스타일과의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기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20~30대 몸을 관리하는 남성을 대상으

로 하며 이들의 몸 의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패션으로 어떻게 발

현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바디컨셔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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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스타일 활용의 개인적 의미와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 양상이 조금

씩 다르다 하더라도, 개개인들에게 경험되는 다양한 방식과 의미를 포괄

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몸은 개인의 경험과 성찰적 의식에 의해 다양

하게 정의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심

도 깊은 접근을 통해 몸에 대한 의미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남성의 몸 의식과 패션과의 관계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그

활용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내 남성의 몸 의식이 패션으로 발현

되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발현의

의미와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내 20~30대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의

발현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아표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몸과 관

련된 남성 패션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패션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국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몸을 관리하는

남성 집단 문화 및 이들의 몸 의식이 어떻게 패션으로 발현하는 지에 대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몸 의식이 패션으로 어떻게 발현되는

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패션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

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소비자 니즈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하나의 개념용어로 정의되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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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몸 의식이 반영된 패션의 의미와 역할, 활용경향을 파악하여 제

시하는 것을 통해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사회적 의미와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제 3절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사회학적 관점에서 몸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몸 의식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 남성의 몸

에 대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연구 문제 2. 한국 남성의 몸 의식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밝힌다.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와 개인적

영향요인을 밝힌다.

연구 문제 3.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 정도에 따라 발현요인을

밝히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발현형태와 활용경향에 따른 의미를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일상적 표현을 토대로 도출한다.

연구 문제 4. 위에서 분석된 패션을 통한 몸 의식의 발현 형태의 관

계특성을 통해 현대 한국 남성의 몸 의식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

의 특수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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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몸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

Entwistle(2000)은 “패션은 몸에 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몸은 패

션의 의미를 전달하고,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행

사한다고 설명하였다. 몸이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더

라도, 패션을 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실체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 몸에 관한 연구가 현대 사회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은 사회적 경험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규범 및 가치에 의

해 크게 영향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몸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부각되는 객체화된 몸과 주체화된 몸에 관한 관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에 들어 몸은 생물학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관점들

의 중요성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과거에는 몸이 사회학적 탐구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져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몸에 역사성이 있다는

사회적 의식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몸을 사회 이론의 중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Elias, 1978). Douglas(1970)는 당대의 몸에 대

한 담론은 지배적인 사회관과 밀접히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에 이르

러 몸은 개인의 일상의 행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요소로 사회

안의 유기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몸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지만, 실제

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사회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현대에 들어 개인의 자유는 커지고 정체성이 확대되는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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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사회적 감시 아래 많은 규율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의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의 요구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로, 몸의 주

체는 자신과 유사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규율을 따르

는 모순이 생성되는 것이다. 즉,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현대인들의 노력

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반대로 몸에 대한 강

박적 경향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이야기 되는 현대

사회에도 집단의 정체성에 상응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공존하고 있다.

즉, 몸은 유동적인 주체적 상징이자 집단의 권력 작용에 영향을 받는 객

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

으로 권력 작용으로서 제어되고 훈육되는 몸과 자아표현의 능동적인 몸

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권력 작용으로서 실천되는 몸

Michel Foucault는 몸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구성물로 탐구하는데 관

심을 가진 대표적 학자로, 몸을 통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몸의 사회화

에 관한 논의를 제공한다. 특히 Foucault는 인간의 몸을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보고,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재구성되었다고 보았

다. Foucault에게 몸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의 수용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권력의 작용으로 길들이고 훈육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몸에 행사되는 권력은 실체가 아닌 개인사

이의 특정 유형의 관계로 이러한 권력의 형식은 즉각적인 일상생활에 적

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는 것이다(Foucault, 1982).

권력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힘 또는 타인 및

조직단위의 형태를 좌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Foucault

가 논하는 권력이란 제도 구조나 권세처럼 소유되는 실재가 아닌 사회의

모든 지점에서 서로 얽혀 때에 따라 생산되고 작용하는 체계이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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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권력은 특정 유형으로 표면화 되어 폭력이나 억압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관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사된다

(강미라, 2013).

Foucault의 초기 이론에서 제시된 ‘유순한 몸’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몸이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치밀한 훈육의 효과로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

하고 기능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구속과 금기, 통

제가 몸에 행사 되어온 현상을 주목하였다(Foucault, 1975). 이는 몸이

즉 사회의 규율과 같은 다양한 조작적 제어장치로 제어되는 대상이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Foucault(1975)는 규율(discipline)이 몸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여, 체력에

순종-효용 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몸은 생리적인 체계이면

서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게 되는데 생리적 몸은 규율화를 통하여

몸에 각인되는 규율의 작용에 기인하여 의도를 담아 특정한 행위를 수행

한다.

더불어 Foucault는 몸은 제도적 규율과 통제, 혹은 국가의 법외에도

표준화된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대부터 우리 사

회에서는 다양한 규율이 존재하였으나, 당시 규율이 도덕규범으로 정식

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근대 이후의 규

율을 ‘몸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강제하는 방법’이라

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강미라, 2013). 이후 현대는 근대와 달리 억압 혹

은 복종의 의미인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표

준화에 의해 반응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몸에 규율이 작용하는 것에는 근대로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공간의

전환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Foucault는 ‘감시와 처벌’에서 18세

기 감옥, 군대, 병원, 학교, 공장 등 새롭게 생성된 근대의 공간에서 몸의

새로운 조직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묘사하였다. 이러한 공간들과

그 공간속에 배치된 몸이 규율에 의해 새롭게 분해되거나 재조립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

회적 공간이 변화하게 되면서 개인과 대규모 권력체계와의 관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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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과거보다 커지게 되었고, 더불어 통제

수단이 변화하였다. 20세기가 되면서 더욱 생산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

를 갖는 몸의 차별적 통제양식들이 확산되었다. 즉, 개인의 몸은 개인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통제는

권력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확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각 시대의 지배의 기술들에 의해 정의되고 자

율성이 침해받는다. Foucault의 연구에서도 초기에는 규율과 통제와 관

련하여 공간과 체제를 통한 권력의 기술에 대해 강조했다면, 후기에 와

서는 자아와의 관계’와 자아의 기술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인간

자신이 행위규칙들을 스스로 고정시키고 자신의 삶을 일정한 심미적 가

치들과 일정한 스타일의 기준들에 응답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반향적인 실천들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 실천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개인이 창조해내

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강요된 도식들로서 연계된다(Foucault,

1982). 더불어 사회․문화적 도식은 한 개인 또는 한 사회집단의 권력관

계에 의해 개인의 자아를 무감각하고 불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서 지배의 상태에 직면됨으로써, 개인에게 제공된 자유의 실천이 존재할

수 없으며 있다고 하여도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다.

Foucault에게 있어서 몸은 몸의 외부 어딘가에 따로 있는 자아나 실

체로 간주되는 영혼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닌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조

직 그 자체이다(강미라, 2013). 몸은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실체이자,

새로운 체계와 표준화된 도식에 따르는 실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Foucault에게 몸은 사회적 범주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

회적 권력의 체제에 반응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한적인 자아가 표현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의 몸에 행사되는 권력의 형식은 즉각적인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 하고, 이어서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을 사회․문화적 범위

안에서 특징짓고 의도를 담아 행동하게 한다. 이는 Foucault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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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자기감시와 자기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몸의 통제적 일

면을 확인하게 한다. 예를 들어 현대 몸 관리에 개입하고 있는 아름다움

에 대한 표준화는 사회적 권력성이 개인에게 개입된 것을 설명한다.

현대는 개인이 스스로 몸을 통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몸에 대한 사

회․문화 권력의 작용으로써 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회이다.

Foucault는 이에 현대는 근육을 키운다던지 운동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정교하고 집요한 권력의 섬세한 그물망이 개별자의 몸 위에 통제의 메커

니즘을 발휘하게 한다고 보았다(Gordon, Burchell & Miller, 1991). 이처

럼 몸에 관한 Foucault의 관점은, 일종의 자기감시와 자기통제를 특징으

로 하는 오늘날의 몸을 관리하는 행위가 표준화된 사회적 담론의 권력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몸은 사회․문화적 암묵적 규범에 점

점 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산업적 투자, 소비시장, 대중매체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같은 맥락으로서 Pierre Bourdieu는 사회적 위치와 아비투스(Habitu

s)의 개념을 통해 취향은 서로 관계 맺으면서 독특하고 비교적 안정된

몸의 사회적 형태와 이에 관한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아비투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고, 모든 실천

의 발생 원리이자 분류체계로 개인에 의해 육화되며 일상의 실천을 구조

화하는 양면적 성격을 띤다(Bourdieu, 2005). 즉, 몸에 대한 태도나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행위들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의 규범에 의

해 통제되는 것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몸이 사회적 권력들이 투사되고 각인되는 것을 Bourdieu(1985)는 개인의

몸은 결코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사회와 얽힌 한 끊임없이 사회적, 문

화적, 경제적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대에 몸을 관리하고 만들어내는 실천행위들은 사회적 통제가 직접

적인 억압의 형태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관계망 안에서 개개

인이 추구해야할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관해 Bourdieu는 몸

을 개발하는 방식과 특정한 몸의 형태에 부여되는 상징가치에 상당한 영

향력을 받고, 이를 육체자본의 생산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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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그물망 안에서 코드화되고 상품화된 몸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관계 속에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Douglas(2004)도 표현 매체로서의 몸의 영역은 사회 체계가 행사하는

통제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였다. 인간의 몸은 항상 사회가 형성한 이

미지로 다루어지며 사회적 차원으로 다루어진다고 보고, 자연 상징

(Natural Symbols)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사회 통제를 받는 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매끈함과 털의 덥수룩함의 대조는 상징적 대조의 일반적 원칙들 중 하

나이다. 덥수룩한 머리는 분노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회 통제적 형태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징이다”

<Douglas. (2002). Natural Symbols>

Douglas가 설명한 것처럼 덥수룩한 머리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배제되고 개인은 복합적인 사회체계 속에서 요구하는 행동방식을

스스로 따르게 된다. 이러한 몸에 대한 경험은 항상 그것이 알려지는 경

로인 사회 범주에 의해 수정되며, 사회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한다

(Douglas, 2004). 사회․문화적 규범은 문화 환경이나 종교 등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각 사회․문화권별로

몸에 대한 관심, 몸에 대한 담론들 등 몸이 의식되는 모든 문화적 범주

는 사회를 드러내는 범주들과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져 통제되는 것으

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의 권력 작용에 의해 실천되는 몸은 개인들에게

객체화된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객체화된 몸에 관한 의식은 객관화된

대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으로 정의된다

(Mckinley & Hyde, 1996). 객체화 이론에 따르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적 환경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와 통제

를 통해 몸을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로 의식하는 자기대상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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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redrickson & Robert, 1997).

현대의 몸에 대한 객체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체의 발

달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매체의 정보통신 기술력이 급속

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

션이 원활해 졌다. 이처럼 매체는 다량의 정보를 개개인에게 쉽게 유입

시키고, 개개인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의 객체화를 더욱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alogero, Davis & Thompson(2005)은 대

중매체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대상으로서의 몸이 자기 객체화에 영향을

주며, 사회로부터 형성된 미적 기준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매체는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몸을 노출시키고, 이러한 정보는 개개인에게 유입되어 자기 객체화를 유

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Foucault를 중심으로 Bourdieu와 Douglas의 몸 접근방식은 몸을 지

배하는 사회의 미시적 권력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특

히 몸에 관한 단일한 담론으로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

습과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가진 이중적인 구성물로 바라보는 견해를 형

성하고 있다. 하지만 ‘몸에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이라는 관점이 여러 면

에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관한 실천 행위를 일률적으로 권력 작

용의 개념으로 포괄해 버리는 것은 현대적 의미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몸이 개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자신의 몸을 왜 중요하게 의식하고 부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주체적 관점

이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아표현으로서의 능동적인 몸

Foucault의 몸에 대한 담론에서 몸을 규율과 같은 사회적 권력에 의

해 각인된 객체화된 것으로 보았다면, 최근 일련의 연구 흐름들은 몸의

의미를 만드는 것을 개인의 주체적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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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대에 들어 사회체계와 의식이 변화하면서 몸에 대한 의미도 권력

행사에 의한 억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자아 존중감이나 주체성의 능동

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을 부각하게 된 것이다.

자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찰적 기획으로 간주되며, 자아의

성찰성은 몸에까지 화장되어 몸은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행위체

계의 일부로 여겨진다(Giddens, 1991). 이와 같이 Giddens는 몸이 단순

히 상품화나 Foucault적 의미에서 규율에 종속된 무기력한 실체가 아님

을 주장하였다. Giddens, Duneier, Appelbaum & Carr(1996)는 오늘날

몸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회의 시도에 대한 Foucault의 설

명을 비판하며, 몸이 권력의 초점이 된 것이 분명하더라도, 몸이 자기 정

체성의 가시적인 매개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들이 선택하는 결

정을 통해 몸은 객체화되지 않고 개인에게 점차 통합된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iddens가 몸을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인 것만

아니라 행위체계이자 실천양식으로 논하게 된 것은 몸이 자아의 성찰적

기획과 추상적 체계가 일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특히 몸과 자아는 현대 사회의 체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의 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아정체성의

성찰적 기획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실체로 보았다. 즉, 인간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개개인이 몸을 개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

문에 Giddens의 몸에 대한 시각은 가장 현대적인 관점에 가깝다.

Giddens가 몸을 개별화되고 성찰적 기획으로 보는 것을 위해서는 그

가 설명하는 성찰성(reflectivity)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활동을 결정짓는 상황을 자신의 행동을 행하게 하는 한 공간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행위자의 성찰적 감시를 실천하는 것이다. 현대의 성찰

성은 자아의 핵심 개념으로 탈 전통적 질서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 진

다. 사회적 삶을 일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도입된 담론은 곧 사회적 삶

속으로 도입되고 변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은 기계적인 과정

이나 반드시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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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들이 선택하는 행동의 기본 틀의 일부가 된다(Giddens, 1996). 현대

적 성찰성은 모든 인간 활동에 고유한 행위에 대한 성찰적 감시라는 반

성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활동의 대다수 측면의 가변성(susceptibility)이

다. 즉 개인이 주체로서 구조와 행위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개인화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실천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담론이 아니다. 실천의 선택에

있어 사회는 가능한 틀을 제공하지만 결국 행위의 결정은 개인의 성찰적

경험에 있다. 몸은 더 이상 사회의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거나 고정되

어 있지 않으며, 몸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주체

적인 성격이 강조 된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몸은 자신의 몸을 통해

지각할 수 있고, 개인의 의지, 신념, 능동성, 자발성, 가변성 의 특징을

지닌 몸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희경, 2001).

이와 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으로 대변되는 몸은 현대성과 매

우 연관이 깊다. 현대의 삶에서 자아와의 문제가 특히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이 후기 현대의 자아가 수많은 선택에 열려 있고 탈 전통적,

탈 권리적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는 생활세계가 다

원화됨에 따라 Foucault가 몸에 대한 시각을 논의할 때와 달리 시간적으

로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Giddens(1991)는 현

대인들의 지구화된 경험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가능성을 폭발적으

로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의 권위의 부재 혹은 매개된 경험이

지배된 현대인의 삶이 몸의 다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현대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몸의 주체성의 중요성을 확대하면서 개

인이 몸을 관리하는 행위들도 사회적 억압이 아닌 몸의 투자가치를 확장

하는 개인의 ‘성취행동’으로 수용하는 관점 또한 확대 되었다. 몸을 새로

운 가능성인 공간인 주체성의 산실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이미지관리, 자기투자, 자기정체성 찾기를 통해 개인의 자

율성이나 자아관을 새롭게 의식하는 경험으로 파악한다(김은실, 2001).

몸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나 행위방식 그 자체도 정체성의 일부

를 구성하며 ‘얼마나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하며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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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가 본인에 대한 인성판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박지현, 2002).

몸을 관리하는 행위는 매우 현대적인 의미로서 ‘자기관리’의 핵심이

되며 이것의 성공적 수행은 삶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몸에 대한 가

치관이 국가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개인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개인

화 되면서 몸을 통한 자기표현이 과거 소극적, 방어적이었다면, 현대에

들어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

향으로 권위와 체면을 중요시함에 따라 신체적 표현들이 제약적이었으

나, 과거보다 신체표현의 활동이 증가하고 변화를 보이는 추세이다 (임

재구 & 임태성, 2000).

더불어 일과시간 활동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이에 따른 몸

관리 활동의 증대로 인해 개성을 향상시키며, 자아실현 혹은 쾌락적 욕

구에 의해 몸을 관리하는 경우가 확대되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러한 행위는 몸을 자아 프로젝트의 일부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Shilling, 1999). 즉, 현대의 몸을 관리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

구와 독창성의 발달, 문화의 다양성에 맞추어 자기표현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나타남으로서 점점 개별성을 띠고 개성의 창출로서 발현 되었다.

현대의 몸을 관리하는 실천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져

해석되어 지며, 올바른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몸 관리에 대한

담론들이 끊임없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행동습관의 의식적인 관리

를 강조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미 몸

관리행동을 개인적 자질과 인성, 정신력,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몸매를 다듬는 것은 자아의 확대에 도달하는

길이다(Nettleton & Watson, 1998).

이처럼 현대의 몸을 관리하는 개인의 실천 및 태도는 타인들에게 비

춰지는 모습을 위해서가 아닌 관리 행위 자체를 통해 자아의 긍정적 반

영이자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족감과 자긍심을 형

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몸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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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과 성취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성취감은 자기만족에 기인함

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자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몸의 객체성과 주체성의 공존

몸에 관한 연구들은 앞서 고찰한 것처럼 사회적 권력에 의해 훈육되

고 실천되는 객체화된 몸, 반대로 능동적인 자아표현이 가능한 주체적인

몸이 핵심 논제들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Shilling(2012)은 Foucault의

시각과 같은 맥락으로 현대의 몸이 권력과 지배적 담론에 저항한다고 때

때로 언급하나 그 때조차도 저항하고 있는 그 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와 동시에 자아를 구성하는 몸에

많은 현대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됨에도 불구하고 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는 Shilling의 관점처럼 Foucault의 권력 작용만으로 논의하기에

는 몸에 대한 권력이 작용하고 수행되기에는 몸주체의 가능성에 대해 논

의가 부족하다. 이는 자아성찰성이 핵심적인 논제로 떠오르면서 몸에 대

한 관념이나 통제 방법에 대한 확신이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몸이 그 소

유자의 정체성에 맞춰서 개조될 수 있는 수준에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의미의

문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Shilling, 2012).

Turner(1996)는 몸에 대한 Foucault의 시각에서 소비주의와 패션. 생

활양식이 당대의 자아개념에 미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수

세기 동안 다이어트와 같은 몸에 대한 자기 규제는 영혼을 통제하려는

종교적 훈육의 일환이자 사회의 권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이 팽배했

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주체적 상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이와 맞물려 최근에 나온 몸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성과 관능, 정

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Giddens의 근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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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Modernity and Self Identity), Chris Shilling의 저서 몸과 사

회이론(The Body and Social theory). Anthony Synott의 사회적인 몸

(The body social)등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몸을 생물학적 혹은 사회구

성물로 보는 시각에서 전환되어 개개인의 정체성이 몸에 그대로 투과되

어 발현된다고 보는 시각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Posch(1999)는 몸을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만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억압적인 근

대사회의 낡은 전통일 뿐이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개인의 자각 및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몸을 관리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몸과 자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

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몸 관리는 제도적 압박에서 완전히 자

유스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몇 학자들은 Giddens의 분석이 몸이 작용

함에 있어 생물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이 결합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

하면서 문화를 분리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Giddens(1991) 또한 실제로

몸 관리에 대해 강박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현대의 주체들이 정말 본질적

의미대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잘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스럽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인의 몸은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력에 대한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현대의 몸은 여전히 몸 외부의 형태와 이미지에 의해서

그 가치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소위 대

중적으로 형성되어진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유행하고 사회적, 대중적으

로 받아들여지면서 기존에 종교나 국가라는 틀 안에 규율이나 권력으로

장악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션산업 안에서 소비되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rving Goffman(1971)은 몸이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았다. Goffman(1971)은 몸이 인간의 사회

적, 물질적 구성요소라는 개념을 Foucault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주체들이 상황에 따라 몸을 통해 적절한 연기를 수행함으로서 자신의 이

익을 도모하는 자아표현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몸 관리와

장식이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점점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

아 표현이 서구사회에서는 몸의 상품화와 관련짓고 있다. 자아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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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자체가 점점 소비상품과 연결되며 사회적, 경제적 성공은 궁극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아 표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Shilling,

2012).

몸에 대한 접근에 있어 주체적, 객체적 각각의 관점을 고수하고 주요

한 통합적 통찰의 필요성이 중요해 졌다(Shilling, 2012). 특히, 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자연과 사회․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두 관점을 분리

해서 취급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통합한 생물적 과정 및 사

회적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Connell, 1987; Freund, 1990).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본 몸의 중요성만큼 개인의 문제 각각의 성격

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몸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객

체적 입장에서부터 행위 및 경험 지향적이고 현상학적인 주체적인 몸에

관한 접근방식들이 확대 되고 오히려 몸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혼란

이 증폭되고 있다(Shilling, 2012). 현대의 몸은 현대 소비문화에서 개성

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여 형성될 수 있는 변형 가

능한 존재양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던

Foucault의 쟁점처럼 이런 변화들이 권력 작용에서의 몸의 표준화를 확

장시키는지, 혹은 새로운 형태의 자아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몸의 외부적 영향과 내면화된 개인들

의 경험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 작용의 거시적 관점의 Foucault

의 담론과 몸과 정체성을 결부시키는 Giddens 및 Shilling의 입장까지

포함하여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과정을 파악함에 있

어 개인이 가진 몸에 대한 의미와 행동 수행 형태를 Foucault와 Giddens

의 시각을 기본 맥락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으로 나

누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는 Michel Foucault와 Anthony Giddens의 몸에 대한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 22 -

[표 2-1] Michel Foucault 와 Anthony Giddens의 몸에 대한 시각

Michel Foucault Anthony Giddens

분 류 사회․문화 개인 사회․문화 개인

의 미

및

행동

양식

사회적 의미를

실천 하는 몸

자유적 실천이

제한된 몸

능동적으로

개인화 할 수

있는 몸

스스로 선택하고

개발 할 수 있는

몸

� 몸에 각인되

는 규율의 작

용에 기인하

여 의도를 담

아 행위 수행

� 표준화된 심

미적 가치에

강요당하며,

이에 응답하

는 실천

§ 사회관계망의

가치 추구하며

개인의 자아를

무감각하고 불

변적인 것으로

만듦

� 자유적 실천이

존재하지 않거

나 극단적으로

제한됨

� 개인이 구조

와 행위의 문

제를 능동적

으로 해결

� 정해진 틀에

고정되어 있

지 않은 가능

성과 잠재성

을 가진 행동

� 자기 정체성의

가시적인 매개

체로 활용

� 행위방식 자체

를 통해 본인에

대한 인성판단

� 스스로 선택하

고 생활 속에서

개발하는 자기

투자 행동

특 성 의도성, 강제성 비자율성, 불변성 잠재성, 가변성 자율성, 주체성

종합적

몸 의미
사회․문화적 구성물 주체적 표현의 장

[개인의 몸 의식에의 적용과 분석]

l 개인의 몸 의식의 발현 및 변화과정을 파악함에 있어 개인이 가진 몸에 대한 의미와

행동 수행 형태를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으로 나누고 종합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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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몸 의식과 몸 관리행동

오늘날, 미의식에 기반 한 몸 이미지는 전 사회 전반에 걸쳐 현대인

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미에 대한 수용정도나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스스로

내면화한 신념으로 형성된다. Cash & Pruzinsky(1990)에 의하면 몸 이

미지란 개인 자신의 몸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지향성을 포함한 다

차원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며, 몸 이미지가 주변의 새로운 환경에 지속

적으로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즉, 몸 이미지는 사회․문

화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몸에 대한 미의식이 반영되어 이상적인 몸에 대

한 표상으로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로 시각적 효과가 전 생활 영역에 기준을 마련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각과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몸에 대한 심미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였고, 사회․문화적으로 표

상되는 몸 이미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Turner(1996)는 비만이 개인

의 도덕적 태만을 재는 척도이자 사회적 부패의 상징으로 보는 것을 예

로 들며, 몸을 개인관과 사회관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더불어 사회적 통

념에 분명한 토대를 제공하기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남성들이 대거 패션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서, 몸 이미지

의 유행은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 노출하면 여성이었고,

여성이 남성의 응시의 대상으로서 논해졌다면 현대에는 남성의 몸도 타

인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면서 소비의 대상에 편입되기 시작했

다. 이에 남성들도 스스로의 몸을 객관화된 대상으로 바라보며, 관찰과

감시를 통해 활용할 객체로서 의식(Morry & Staska, 2001)하게 되었고,

문화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남성의 몸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대의 남성 몸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상적 몸을

바라보는 집단 및 개인의 의식과 대표적으로 표상되는 몸에 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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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더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몸은 사회의 시대적 정신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화두이자 이는 바로 몸에 대한 의식의 문제로 매개되기 때

문이다. 특히 몸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감정이

나 견해를 포함한 몸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을 파악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몸에 대한 서양 및 한국

의 남성의 몸 이미지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남성 몸이 지니는 새로운 의

미와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서 분석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1. 몸 이미지

몸 이미지란 자신의 몸에 대한 느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 인간이 가지는 자아의 모습으로 정의 내릴 수 있

다. 몸 이미지는 세부적으로 몸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의 총체로 매우 다

차원적이고 복잡하게 인지될 수 있다. 더불어 몸 이미지는 외모뿐만 아

니라 특정 부위, 나이, 인종, 힘, 신체능력, 지각능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몸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정보나 감정의 끊임없는 변화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다(Mclosky, 1976).

몸 이미지는 다양한 인간의 태도와 지향, 관심의 초점과 자아감, 신체

적 매력, 성격인자와 같은 인간변수와 사회 환경과 신체 관련 자극등과

같은 상황적 자극등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학자들은 몸 이미지가 개개인의 차이지각에 따른 다양한 태도와 양

식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논

의를 살펴보면 몸 이미지를 비롯하여 개인의 몸에 관련된 매력을 지각하

는 방법, 몸에 대한 왜곡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Wassner(1982)에 의하면 몸 이미지는 전체적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현상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서 주체성, 자존심, 자기가치의

근본이 되며,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인간

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Cash & Pruzinsky(2002)는 몸 이미지를 ‘내적 관점(inside vie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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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자신의 몸 이미지가 곧 자신이 몸

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의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

이다. 몸 이미지는 인간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험

은 성장과 발달의 과정 속 다양한 자극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개인이 가지는 몸 이미지에 따라 몸 의식

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몸 의식 형성에 있어 개인의 몸에 대한 지각과 개념, 감정 등

이 포함된 자아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Kaiser,

1997).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몸 이미지에 대한 각각

의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몸을 중요한 매개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사회의 미적

규범과 가치를 통해 다양한 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대중매체의 외모나 몸에 대한 이상적 기준제시와 무관하지 않

게 보는 선행 연구가 많다. Featherstone, Hepworth & Turner(1991)는

이상적 몸 이미지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

달되고, 매체는 좋은 신체적 외모와 행복, 성공을 양식화된 이미지로 융

합시켜 몸의 문화적 이상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대중매체가 이상적 몸의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이상적 몸 이미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

았다.(남미우 & 고애란, 2005). 무엇보다 최근 매체의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의 보급률의 확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

장으로,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차원을 넘어 선다. 매체는 단

순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사회

에서 가치평가에 의해 재생산되기 때문에 몸 이미지에 대한 부각이 긍정

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결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일어

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이상적인 몸 이미지와 실제 자신의 실제

모습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처럼 몸

이미지에 대한 신념이 개인의 실천 행위로 이어지면서, 이상적인 자아와



- 26 -

자신의 가치 및 목표, 타인이 보는 신체의 모습 및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느낀 것들이 모두가 화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몸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여성의 몸은 객체로서 취급되며 남성의 응시의 대상으로서

여겨짐으로써, 여성들은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상적 몸

이미지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이 무

너지면서 남성의 몸도 응시의 대상으로서 변화하였다. 이처럼 현대 남성

들의 몸이 타자의 응시의 대상이 되고, 남성 스스로에게 몸 이미지에 관

한 신념이 중요해 진 것은 젠더의식의 변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Shilling(2012)은 공공영역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인지적, 직업적,

생활방식의 성차가 감소하면서 남성들은 여성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보았다. 특히, 남성은 가족부양이나 사회적

권력의 중심이던 절대적이던 위치가 위협받게 된다. Virginia Woolf가

“여성의 해방 그 자체보다 여성해방에 대한 남성의 저항이 더 재미있다”

고 언급한 것처럼(Fernald, 2006) 여성은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영역

을 쌓아 나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영역을 침범하였다. 이

와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들의 입지를 끊임없이 축소시켜왔

고, 육체적 힘의 의미가 쇠퇴하면서 남성들은 주체로서의 역할보다 소비

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이귀옥 & 이원정, 2004).

Pope, Phillips & Olivardia(2000)이 제시 했던 “남성성의 위기론

(Threatened Masculinity Theory)”에서도 현대의 남성들이 몸의 외형이

나 근육질의 이상적 몸 이미지에 대하여 압박을 받는 이유는 현대 서양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동등해지면서 외형적으로 힘을 드러내어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남성들이 이상적인 몸으로 남성다운 근

육질을 선호하는 것을 몸 외형을 여성과 구별 지음으로서 남성의 근본적

인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몸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국가적 권력체계의 종속에서 벗어나

개인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개인화되면서 남성들도 생활의 여유가 생

기면서 시각과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심미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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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 결국 몸 이미지는 개인의 심리적 작용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

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몸 의식 변화에 따른 몸 관리행동

각 시대별로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에 따른 몸 관리행동의 변화는 당

대의 시대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관념에 따라 변화 하였다.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

해하여야 한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서양과 한국사회의 몸 의식의 변화

과정과 몸 관리행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서양

서구 사회의 남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

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남성의 몸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이나 이미지보다

남성이 사회적으로 부여 받은 남성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

는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 부양자로서 가부장적 제도에 기

반을 둔 남성의 몸 의식은 20세기 이후 소비사회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된

다. 이후 남성의 몸은 더 이상 노동을 수행하는 육체로서의 몸이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상품화 되고, 몸이 소비의 대상이 되면서 몸 이미지에

관한 의식과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소비문화의 촉진으

로 몸매관리 자체를 하나의 소비상품으로 인지하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이 사회․문화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자 개인의 자아표현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남성들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

에 더욱 열광하게 되었다. 더불어 외모와 관련된 외형적 조건이 개인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이념으로 확산되면서 몸을 가꾸는 것이 개인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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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관점이 일어났다(이윤경 & 이혜원, 2015).

이와 같이 서구에서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의 가장 큰 변화가 도래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는 경

제, 산업, 사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시기였

다. 이러한 재구조화적 변화는 남성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반동 작용으로

남성의 몸에 대한 집단적 의식도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남성에 대한 의식은 경제적, 상업적 영향력들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변형되었다(Beynon, 2001). 이 시기에는 ‘자아도취자로서의

새로운 남성’이 탄생한 시기로, 1970년대 남성성을 가지고 놀고 전통적인

남성 우상들을 재배열하려는 욕망을 자극했다(Mort, 1996). 이 시대 젊은

남성들의 우상은 축구선수 Charlie George와 가수 Rod Stewart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졌으며,

과거 정형화된 유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1980년대가 진행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의 몸이

성적 대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최대한 활용되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

로 여성의 몸을 관음증 적이고 시각적 에로티카로 포장하는 일이 남성의

몸으로 이전된 것이다(Beynon, 2001). 이에 이 시기부터 남성의 몸은 다

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패션코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자, 과거 여

성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에로틱한 것으로서 대상화 되었다.

‘자아도취로서의 새로운 남성‘은 1990년대에도 유지 및 확대가 되면

서 남성들은 옷이나 장신구를 통해 자신의 몸을 가꾸는데 집중하기 시작

하였다. 이 시기에 매체들은 남성의 몸을 비롯한 외모 단장에 대한 정보,

남성의 패션 스타일 및 남성복 패션쇼를 상세히 다루었다. 매체들이 남

성의 몸을 즐겁게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특히, 이시기는 남성들에게도 젊음과 미가 그 어느 때보다 숭배되는 개

념 이였고, 남성은 갈수록 이상적인 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

다고 느끼게 되었다(Beynon, 2011).

이후, 시대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성별에 기반을 둔 불평등이 완

화되면서 남성들의 몸도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현대 남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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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력관리와 외모관리가 자기관리의 상위적 요소가 되고, 몸은 찬미되

어야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서구, 특히 미국에서 남성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근육형

이라는 몸 이미지에 대한 열광적인 몰입을 가져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신의 몸이 근육질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갖는 증상인

근육추형(Muscle dysmorphia)이라는 몸 이미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이윤정, 2010). 이러한 근육증대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 대한 해석으로

서 대두되는 이론중 하나가 남성성 위기이론으로, 남성이 근육질 몸매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분야에서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ishkind, 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6).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반작

용으로 더 강한 몸 이미지, 즉 근육질 몸매를 추구하는 문화는 이상적인

몸매로 각광받던 대표적 인물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당대의 대표적인 몸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은 역

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Eugune Sandow이다. Sandow는 보디빌딩이라는

현대 스포츠의 창시자로, 완벽한 체격으로 유명하였고 자신의 몸을 공개

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미술에서 남성의 누드가

최소한만 용인되고 실제 삶에서 공공연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

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남성은 큰 체격과 근육

질을 더욱 선호하는 분위기였지만 1960년대 서서히 사그라졌다가,

Arnold Sehwarzeneggar의 인기몰이 이후 다시한번 근육질의 남성의 몸

을 매우 이상적으로 여겼다.

최근에도 이상적인 남성의 몸은 변화를 겪기도 하였지만, 근육질의

몸에 대한 이상은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서양의 남성 몸 의식

은 과거에 남성의 완벽한 몸 이미지에 대한 동경이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동경이었던 반면, 현대에는 근육질과 같이 적극적인 몸 관리

행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몸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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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내의 남성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식은 국가가 개입한 권력체계

에 더욱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내 남성의 몸 이미지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은 서양과 비교하여 쉽지 않다. 과거 한국 사회는 남성의 몸을 하나

의 주체적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

기 보다는 집단에 소속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사회였기 때

문이다(조영미, 1999). 하지만 당대의 남성성을 형성하던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유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몸에

관한 상징성 및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라는 사고방식과 잘 단련된 심신의 사람이라는 이상적 남성성은 19세

기말 동아시아 전반은 물론 국내에도 전해졌다. 특히 훈련, 근면, 애국열

이라는 승화된 남성성에 대한 담론은 조선의 근대적 지식인들을 사로잡

았다(박노자, 2009). 조선의 상황이 서구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유럽식

근대 남성상이 그대로 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개화기 조선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었다. 특히 조선인의 체격은, 동양인치고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

졌다. 개화주의자들은 남성의 체격과 체력을 매우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인한 몸을 인종적 장점으로 강조하였고, 당대의 몸은 시각적

우수성이 아닌 체력의 우수성에 대한 열망을 가진 몸 의식이 강하게 나

타났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국가적 혼란이 잔재

하던 시기로 남성의 훈련된 몸은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였으며,

근대화와 구국, 생산성의 상징이었다(허윤, 2013). 즉, 당시의 매체들을

통해 전파되던 몸 관리행동의 장려는 남성을 여성처럼 부드럽고 힘없는

존재로 보는 현실에 반대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의 지

덕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국가적 열망에 영향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국가 사유체계 뿐만 아니

라 유, 불, 도의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유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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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2015). 근대화 이후 식민주의 통치, 조국 분단,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의 혼란과 더불어 30년간 집권한 군사 독재의 영향으로 억압

적이고 성별 화된 위계질서가 일상화 되었고, 전통으로 잔재하던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남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졌

으며 이에 남성의 몸 의식도 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장한

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체육의 보급의 일환으로 헬

스나 에어로빅 등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인들의 몸매 관리가 조금씩 확

대되어 드러났지만 관련 산업의 발전은 미미했다(이동연, 1993). 이 시기

에 여성이 주로 화장과 패션 같은 외모관리에 집중하였던 반면, 남성들

은 건강관리가 주요 쟁점이었다. 운동과 헬스가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

던 시기에도, 주로 외모관리 측면보다는 건강을 위해 동기화 되는 경우

가 많았다. 즉 90년대 이전의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은 몸의 외형이나

체형, 몸매라인 등에 대한 관심보다 건강관리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와 몸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남성전용 비만증 레이저

요법 있음’등의 광고문을 내걸고 군살 등을 빼려는 남성들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많아져 옷뿐만 아니

라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전에는 유난스레 멋 부리는 남

성을 이상하다고 여겼고 본인들도 쑥스러워 했지만, 멋과 개성을 추구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멋 내는 것도 당연한 흐름으로 바뀌었다”

(김순덕1988. 06. 01 동아일보 9면)

남성의 몸에 대한 국내의 의식은 80년대 까지도 건강과 체력을 관리

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의식하고, 그 유형과 개인들의 몸에 대한 욕구

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형태였다. 이 시기에 남성의 몸 의식은 몸의

내적 상태, 즉 건강한 상태 그 자체를 지향하고 바디라인에는 관심이 없

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멋과 개성을 추구하는 의식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30, 40대 경제적으로 자립한 남성들, 개성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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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직업인이나 전문직 남성사이에서 몸매관리가 인기를 끌었다. 이에

이들을 위한 남성의 색조 화장품과 피부 관리실, 체중관리실 등이 등장

하며 남성들의 외모관리 산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현대적 의미의 몸을 의식하고 실천하는 태도의 문제 혹은

몸 이미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들이 스스로 이상적인 몸

의식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의미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이후이며, 그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다(박지현, 2002). 이처럼

한국 남성의 몸에 대한 국내의 의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경

제적 성장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90년대 한국 사회는 과시적, 향락적 소비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

면서 곧 육체해방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심광현, 2002). 이 시기에는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는 개별화된 의식이나 몸 그 자

체를 목적으로 한 관리로 변하였다. 즉, 이시기에 이르러 몸에 대한 의식

이 개인화되기 시작하였고, 몸 관리 실천 여부와 별개로 몸은 개인들에

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몸은 국가에 의한 통제

의 대상 이였다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정신적, 육체적 즐

거움이 용인되면서 몸도 자유와 개성 추구의 장이 되었다.

남성들 ‘몸매 다듬기’확산, 10,20대 관심 커져..헬스클럽 회원 80% 차지

“성역할 변화”, “광고영향”분석 엇갈려.. 남성들의 몸매가 거침없이 드러나

고 있다.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남성들의 발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 사회도 몸매에 대한 강박이 여성만의 전유물이던 시

기를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정황들이다.

(손원제, 1999. 10. 14. 한겨례 17면)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응시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사

회의 몸 관리 열풍이 남성들에게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정희준 & 권미

경, 2007). 이 시기에는 남성의 몸을 내세운 광고가 빈번하게 신문과 텔

레비전 화면을 채우고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즉, 당대 한국 사회도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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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대한 강박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1999년 10

월 14일 한겨례 신문 칼럼에서는 현대 남성들의 몸매 관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매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성들의 몸 관리행동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서양의 대표적 남성 몸 이미지는 근육형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면서 근육추형과 관련된 이상적 몸 이미지에 관한 문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국가에서는

특정한 몸 이미지에 관한 문제나 주요 논의는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만과 서양 남성의 몸 이미지를 비교한 Yang, Gray &

Pope(2005)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에서는 남성성이 신체의 근육정도에

따라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비하여 동양계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에서 근육질 몸매를 중시해 왔던 전

통이 존재하였고 매체에서 근육질 남성의 몸이 많이 제시되어왔기 때문

이다(Agliata & Tantleff-Dunn, 2004; Rich & Evans, 2005).

이윤정(2010)이 최근의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체형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 한국의 이상적 이미지에서 근육이 강조되는 정

도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두 나라는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이상적

남성 체형으로 보고 있었으며, 특정 체형을 일관성 있게 이상으로서 추

구하는 경향은 한국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최근

의 이상적 몸 이미지는 몸의 크기나 근육에 대한 강조의 측면에서 서구

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2000년대 한국 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몸에 대한 관심과 뒤를 이은

‘몸짱 담론’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대량의 상품화된 몸에 관

한 주류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나타났다(이종

영, 2007). 이에 몸매가 잘 가꾸어진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 집중의 대

상으로서 논의 되었는데, 20세에서 39세의 미혼남녀 9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연예인 중 비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많은

표(전체 참가자의 48.9%)를 얻으며 가장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남자 연

예인 1위에 올랐고, 권상우(32.4%)가 그 뒤를 이었다(경향신문, 200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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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도 적극적인 운동으로

다듬어진 근육질의 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미

국처럼 근육추형과 같이 극단적인 몸 왜곡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몸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어가고, 국내 매체들에서 남성들

의 근육이 강조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 모두 과거의 스테레오타입의 남성에 대해 회의적

인 태도를 취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많

이 쇠퇴하였다(Mosse, 1996). 따라서 현대인들의 몸 의식이나 몸 이미지

는 가까운 미래에 남자다움의 상징이나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에 관해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문화에 따라 이상적인 남성 몸을 정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남성의 외모나 몸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때에는 해당 집단

의 문화적 관습이나 윤리, 사회의 그물망 안에서 복합적으로 상황을 반

영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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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의복과 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의복은 제 2의의 피부

로서 몸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몸 이미지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의복은 몸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하며 몸 이미지가 의복에 반영되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Sontag & Schlater, 1982). 이처럼 몸에 대

한 개인과 사회․문화적 의식은 의복을 구입하고 스타일로 구현하는 과

정에 있어 상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대 의

복 스타일에서 구현되는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Body

conscious fashion style)의 개념을 설명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찰 하였다.

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개념

고도화된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은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며, 의도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 주자되며, 동시에 심리적인 의미에서 물

신숭배의 대상이다(Baudrillard, 1997). 현대에 들어 몸을 의식하고 몸은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기도 하고, 상품가치를 높이

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몸이 하나의 심미적인 소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패션업계에서는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내거나 몸에 대한 의

식이 발현되는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패션에서 바디컨셔스(body-conscious)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에 나

타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몸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패션계에서도 몸에 대한 집단적, 개인적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몸과 패션스타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몸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패션스타일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바디컨셔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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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body-conscious fashion styl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 미학적으로 재발견하고

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특징 때문에 아름다운 몸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체를 감쌈으

로서 몸의 선을 뚜렷이 나타난 실루엣과 몸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이라

고 하였다(조경희, 2001). 하지만 현대 패션에 있어 바디컨셔스 패션 스

타일의 역사가 아직 짧고 최근에 해당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진

행이 되고 있는 패션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

에도 하나의 정확한 개념용어로 되지 못하였다(조경희, 2001).

Adler(1980)는 6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되었던 몸에 밀착된 패션 스

타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서 Body Clothing과 Body

dressing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Bressler, Newman & Protor.(1997)

는 란제리류에서 보였던 몸에 꼭 맞는 속옷 아이템들이 점차 겉옷에서도

몸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스타일을 가리켜 body skimming fashion으로

명명하였다.

이 처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body conscious clothes, body’s

contours, body hugging garments, second skin clothing, body

skimming dress, body conscious line, body conscious silhouette, Body

fitting fashion, Body conscious dressing 등 조금씩 다른 표기를 통해

몸에 밀착하거나 몸을 드러내는 노출스타일로 설명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이 바

디컨셔스를 고려한 스타일들을 그 자체가 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외

형적 부분에 그 의미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몸을 자

연스럽게 감싸는 소재로 만들어진 스타일 혹은 몸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스타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몸이

외형적으로 중요하게 의식되어진 스타일로서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또

는 뚜렷하게 그대로 드러나거나 몸의 형태가 살려진 것을 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여 몸을 가시화 하여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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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몸을 드러내

는 스타일이 보편화 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몸에 밀착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림 2-2]와

같이 신축성 소재의 혼용으로 몸에 밀착하여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과

[그림 2-3]과 같이 슬림하게 재단되어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는 스

타일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그 용어의 파생배경에 그 의미가 외형적 형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개인의 몸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

는지를 알아봄으로서 내적의미를 파악하고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림 2-2] 신축성 소재 혼용 상-하의 [그림 2-3] 슬림핏 재단 상-하의

2. 20세기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형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설명하는 몸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는 스타일은 20세기 초만 해도 스포츠웨어 이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일상복으로서의 스타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1906년대에 패션업계

에서 울 니트를 이용한 의복이 선보이게 되고, 니트의 밀착되는 성질이



- 38 -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50년대 Bogner

가 스트레치 스키팬츠를 처음 소개함으로서 스키복의 변신은 물론 바디

컨셔스 스키팬츠로 움직임에 자유스러움을 높여준 주는 의복이 소개 되

었다. 이러한 스키팬츠는 탄력적으로 몸에 잘 맞아 산, 계곡 사이를 가로

지르는 스키를 위해 보다 나은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그림 2-4]

1960년대 초에는 스트레치 직물이 스포츠웨어에 넓게 퍼지기 시작했

고, 라이크라와 같은 소재들의 발전과 함께 일상복에도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에는 현대의 수영복과 같은 형태로 몸의 곡선과 형태가 그

대로 드러난 누드룩(nude Look)이 탄생하고, 봉제선이 없이 소재의 탄력

성으로 만들어져 몸의 노출 효과를 나타내는 의복이 생산되기 시작하였

다. 의복을 통한 몸의 노출은 신축성 소재로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의복 소재의 투명성을 통한 노출 효과 또한 새롭게 나타나며

body hugging see through라고 불리며 유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전

까지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은 여성들의 의복 또는 스포츠웨어를 중심으

로 확산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몸이 드

러나는 실루엣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피코크

레볼루션(peacock revolution)’이라고 하였다. [그림 2-5]

1970년대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디스코의 열풍과 함께 나일론, 라이

크라 소재의 타이트한 기능성을 접목한 의복들이 패션계에 대거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즉 레깅스, 스타킹, 바디 웨어 등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아이템들이 복장의 주류를 이루면서 기성복 시장

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점차 운동복과 디스코 옷의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교차하여 입는 현상이 생겼다(Adler. 1980). 이러한 몸에 밀착되고

깔끔한 실루엣은 탄력적 소재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일상복에서도

바디컨셔스 스타일이 점차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바

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대중의 착용이 확장됨으로써 하나의 스타일로 인

정받기 시작하였다.[그림 2-6]

1980년대에 들어서서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현상은 산업기술의 눈부

신 진보와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스포츠복의 기능성과 활동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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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이며 그 영역이 더

욱 확대되어 갔다. 롤러스케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스포츠들로부터 새로

운 이름으로 조금씩 변형된 바디컨셔스 스타일이 출현하면서 형태면에서

도 더 다양해졌다. 특히 나일론과 라이크라의 발전은 그 편리함과 기능

성으로 레저 웨어(leisure wear) 분야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역동

적인 스포츠웨어의 이미지는 패션 콜렉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다양한

캐주얼 스타일로 표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80년대는 이상적

인 몸 의식이 확장되면서 몸매를 신경 쓰고 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대중들의 스포츠 참여가 확장되고, 기존의 옷보다 몸의

움직임을 가장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의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바디컨셔스 스타일의 신축적이고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활동적

인 형태는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스타일로 거듭났다.

1990년대는 전체적인 패션 경향이 ‘스포츠(sports look)으로 흘러감에

따라, 많은 디자이너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바탕으로 영감과 아이

디어를 얻고, 특히 스트레치 소재들에 의한 컬렉션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수, 2000). 특히 신축성 섬유가 울, 면과 같은 천연섬유를 비롯하여

다른 합성섬유 등과의 혼방이 가능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소재의 다양

성이 확대 되었고, 색상, 무늬, 질감 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섬세하고 정교해진 소재들은 스트레치에 의한 간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대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당시 건강과 여가 등 정신적 가치가 확대된 현대인의 미의식이 반영

됨과 동시에 패션문화를 주도하던 젊은 층들의 우상인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력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탄력적 스트레치 소재의 비약

적 발전, 편의를 도모하는 대중의 욕구 증가, 레저문화의 확대에 의한 기

능적인 목적의 의복의 필요성이 확대 되면서 대중들에게 유행하게 되었

으며, 결과적으로 복식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미의

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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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60s. ski pants [그림 2-5] 1960s

[그림 2-6] 1970s [그림 2-7] 1980~90s

하지만 이러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스포츠참여를 제외한 경우,

보편적으로 여성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으며, 남성복의 바디컨셔스 경향

은 2000년대 초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성복에서의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의 탄생은 복식사에 있어 새로운 경향은 아니었다. 유럽의

복식 역사를 살펴 볼 때 남성의 복식은 이론적으로 입는 사람의 고상함

을 담는 것이지만, 남성의 의상은 성적인 특징을 대단히 강조하던 시기

가 있었다. 15세기 젊은 남성들은 몸에 착 달라붙는 호즈(hoze)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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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긴 바지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의상은 엉덩이를 몹시 강조하였던

것이며, 특히 상의와 하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이후, 18세기 신고

전주의 등장과 함께 다시 유행하였지만 그간 현대 패션 역사에서 남성의

신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일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의식과

결부되어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19세기 말 남성복에서 테일러드 수트가 등장한 이후, 남성복의 형태

와 종류 면에서는 현대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행에 따른 디테일

면에서만 변화가 나타났다. 1900년대에 이르러 스포츠웨어의 대중화에

힘입어 스포츠웨어에서의 탄력성 소재를 사용한 남성복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남성 바디컨셔스 스타일에서는 스포츠에서로부터의 기능성과 함

께 단순성의 특성을 띄고서 나타났다(조경희, 2001). 종전의 여성 속옷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남성 몸을 노출시키

거나, 여성복과 근접한 의복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지만 신축성 소재로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일상복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를 시작으로 최근 남성 소비자들의 개성화와 패션화가 두드러지면

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남

성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의복 맞음새에 대한 중요성이 남성복

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전 남성복은 특색 없는 윤곽의

실루엣이 대부분이어서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

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남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남성복 패

션시장 성장과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남성복 정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처럼 남성에게도 몸의 형태를

드러내는 슬림한 실루엣이 받아들여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캐주얼

의복뿐만 아니라 정장관련 시장에서도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남성

복의 기준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남성복 실루엣에 대한 미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Hogge, Bear &Park (198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스타일, 칼라 등의 요소보다

의복의 맞음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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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즈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남성의 키가 큰지, 평균인지, 작은지

등 키에 기준을 두어 왔다면, 최근에는 몸의 부피와 핏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의복의 호칭과 호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림 2-8] 레귤러 핏 셔츠 [그림 2-9] 울트라 슬림 핏 셔츠

지난 수년간 남성 셔츠의 실루엣은 [그림 2-8]과 같이 레귤러 핏

(regular fit)이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면, 현대에는 허리선이 강조된 슬림

핏(slim fit)이 유행하고 최근에는 [그림 2-9]과 같이 몸의 형태를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울트라 슬림 핏(ultra slim fit)이 등장하는 등 실루

엣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정영일, 2012). 슬림 핏의 유행은 의복 맞

음새에 대한 남성 소비자 감성변화를 가져왔으며, 남성 소비자들의 섬세

한 핏감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2000년대 이후 개인들의 몸 의

식이 변화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행동이 대중화 되고, 특히 남성들도 여

성 못지않게 외모관리행동 참여의 확대 및 보편화되면서 의복에 있어서

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는 신체우선형 의복으로, 의복 맞음새

에 관한 개인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남성 패션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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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한국의 경우,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사회 문화적 의식에 있어

경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서구의 패션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몸을 노출하는 기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허용의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김지연 & 이경희, 2001).

특히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정숙성과

관련되어 착장 희망여부와 관련 없이 쉽게 용인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남성의 패션스타일은 여성과 비교하여 외향적이고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숙성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고애란, 1990).

경향신문(1996)의 기사에 의하면 1990년대 남성복은 기존에 권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지만, 섹시함을 표출하기 위해 남성들의 복식에서도

몸에 밀착되거나 노출하는 스타일의 출현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잘못 입으면 섹시함을 넘어 천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섹시함’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야한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서는 남자들이 올여름 유난히 많이 눈에 띤다... 엉

덩이에 걸치는 힙본바지, 속살이 내비치는 망사셔츠,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판소재 티셔츠,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 유난히 많고 노출

도 예전에 비해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남성복은 권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젊은 층들은 감각적이고 야성적인 옷차림을 선호한

다. 대부분 과장된 어깨심이 없어지고 허리가 잘록해진 것이 특징...특히

바지통이 아주 좁아져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보기 민망할 정

도이다...남성패션전문가 조정원씨는 젊은 남자들이 점잖고 평범한 옷에

싫증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 입으면 섹시함을 넘어서 천박

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최소영, 1996 8. 1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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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사에서도 태양도 낯붉히는 노출패션이라는 타이틀로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었

다. 당시에 실재로 한국 남성들에게 소비되어지는 패션스타일임에도 불

구하고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으며, 철저

히 소비의 본질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낯붉히는’ 혹은 ‘천박한’이라는 표현

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태양도 낯붉히는 ‘노출패션’ 유명 브랜드 여름 상품 앞 다퉈 시판,

이러한 노출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흥미를

끄는 것이 남성복의 노출. 남성용 티셔츠도 몸에 착 달라붙고 소매가

없어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는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또 여름양복 정

장도 반바지가 많이 나왔다.”

<최소영, 1996 6. 24, 경향신문>

한국에서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1990년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의 대상이었지만, 그 유행여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경향

신문(1998)에서도 밝히고 있듯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매체속의 연예

인들은 몸을 드러내는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착용하고 출연하였으며 이는

대중 사이에서 화제를 낳았다. 동시에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소

비는 증가하였고, 매체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집단적 몸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였을 때 남성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수용

이 과거보다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여름엔 남자도 섹시할 수 있다 며 많은 남성들이 속이 은은히

비치는 소재,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판 소재의 옷을 선택했다. 가

수 박진영이 즐겨 입는 망사 셔츠와 비닐바지, 탤런트 송승헌의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는 화이트 쫄티, 개그맨 홍록기의 슬림팬츠 등은 연예인만

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 사이에 인기다”.

<최소영, 1998 8. 1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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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남성복의 경향은 노출에 대한 의식이 남녀가 동등한 권리

를 가지게 되고, 노출하면 여성이었던 성격이 변화는 당대의 소비적 추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복의 바디컨셔스 스타일 경

향은 2000년대가 되면서 자기 표현욕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장되

었다. 한국에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유행의 이유는 몸의 아름다움

과 섹시함을 살려주며, 체형을 교정하는 효과, 사회적으로 억눌린 개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점, 자기 스타일의 완성 욕구 외에도

개성 있는 자기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준다는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개인의 이미지와 자신의 성을 자신 있게 사회로 발산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몸에 대한 가치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을 영위하는 것

을 당당한 주체적 입장으로서 자기표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식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시각은 여전이 잔재했다. 경향신문(1995)에서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한국 남성들은 여자들처럼 쉽게 노출을 감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름을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다. 아무리 더워도 여자들처럼 많은

노출을 할 수 없고 넥타이까지 꼭꼭 매야 한다. 하지만 올 여름, 남성들

은 그런 억압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다. 세계적인 패션 경향이 ‘편하고 자

연스럽게’여서 소재나 디자인 면에서 가볍고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유인경, 1996 5. 27, 경향신문>

또한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의 팽배는 2000년대 이후, 의복 착장에 있

어 개인의 자율화가 확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

다. 한겨례(2006) 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몸을 드러내는

스키니 진을 입은 남성과 노출하는 옷을 입은 여성이 꼴불견 패션스타일

로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

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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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은 최근 2주일 동안 네티즌 1300명을 대상으로 꼴불견 패션을 주

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악의 패션은 남성의 스키니 진 패션과 여성의

노출패션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응답자의 20%만이 스키니

진을 입은 남성을 최악의 패션으로 평가한 데 반해, 남성의 경우 응답자

의 39%가 이를 선택했다.”

<윤영미, 2006. 11. 03. 한겨례>

하지만 남성들의 몸을 관리하는 행위는 1990년대보다 사회․문화적으

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자아표현으로서 여겨졌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응시의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남성들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정희준 & 권미경, 2007). 이처럼 개인

의 자유와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 용인되면서 몸을 통한 개인의 몸 관

리 행위는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더불어 패션과 몸이 상호작용하며 개성 추구의 장이 되는 변화를 겪

게 되고, 남성들도 몸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을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

였다. 또한 노출패션이 몸에 대한 관심과 그 몸을 잘 단련했다는 자부심

의 표현이라는 인식이 강화 되었다. 이처럼 몸의 노출에 대한 사회의 내

성이 점점 강해짐과 동시에 개인들은 더욱 당당히 자신의 표현의지에 의

해 새로운 패션스타일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몸을 노출하려면 그만큼 자신의 몸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몸

만들기에 성공한 몸짱들이 아니고선 노출 패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적당히 탄력 있는 살집과 탄탄한 몸매가 선호대상이다. 특히 가슴 선을

보여주는 패션이 유행하면서..이런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스타일이 주

류를 이룬다....세미정장이나 캐주얼 의상의 경우도 노출이 심한 옷이 계

속 강세이다. 요즘은 여성 못지않게 남성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다.

<유인화, 2004. 7. 2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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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현대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유행은 대중들에게 과

거보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다양한 패션테마가 존재하는 현대 트랜

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 경우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잔재하여 서

구에 비하여 부정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는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기

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허용의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뒷받침 한다(이경희,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몸을 드러내는 의복은 항상 있어 왔으며, 현대에 이

르러 몸의 가치가 개인 및 사회 집단에게 점점 높아짐에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에 대한 인식은 점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몸을 드러

내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대중의 의식이 확대됨과 동시

에 개인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패션산업 또한 유도되고 있으므

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 및 대중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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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관계 특성을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 정도에 따른 요인 및

활용방법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Giorgi 현

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자 한다.

1.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수학적

인 정량적 분석 방법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발되었다.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혹은 인간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를

다루는 연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틀을 활용한다(Creswell,

2013).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에 있어 일상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순간을 서술하며,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는 해

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 표본의 크

기는 작지만 분석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질적 연구방법의 개발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 방법이 개발되

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네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

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남성의 몸에 대

한 의식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다양한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

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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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Creswell, 2013). 이에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

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한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

하였는가로 구성된다(Moustakeas, 1994).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설계하여 문헌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순차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몸에 대한 사회학적 담

론을 고찰하고, 현대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과 몸 관리행동, 남성의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의식과 태도를 파악하였다. 이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남성의 몸 의시 발현, 몸 관리행

동을 통한 몸 의식의 변화와 과정, 몸 의식 변화에 따른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여부판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

경향 및 특수성을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된 구체적인 기

술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통념이 실천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

성들의 의식의 변화는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더욱 다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 및 해석, 설명 등을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및 이해

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 가에 관심을 두는 연구 방법으로, 분석과 설

명 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질적 연구는 실증적 연구들이 인간현상에는 고정된 객관적 사실로 표현

될 수 없는 다양한 의미 차원, 비합리성, 애매함이 내재하고 있음을 전재

한다(조용환,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의 확인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대상자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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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는 인간 경험에 내재적 요인과 질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연

구방법으로 조용환(2011)은 질적 연구란 연구 주제의 질을 올바르게 드

러내는 연구라고 강조하며, 질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본질, 존재를 바

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증적 연구들이 객관적 가설검증, 자

료의 수량화, 일반화 등을 통한 증명과 설명에 관심을 두는 반면, 질적

연구의 기본은 인간 현상에 얽힌 의미와 다양함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이해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는 인간 현상에는 객관적

사실로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의미 차원에서 다양한 내재된 의미를 도

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현상

학적 연구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현상이란 주관이 세계 내에서 세

계와 관계하며 존재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현상학은 후설로부터 비롯되

어 다양하게 전개된 철학 분야의 현상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 근본적 이념, 지향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현상학에서

다루는 현상이란 주관이 세계 내에서 세계와 관계하며 존재하는 가운데

나타나며, 각각의 개인이 지각하는 체험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

과 태도, 근본적인 이념과 지향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상학

적 연구는 각각의 개인이 지각하는 체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Creswel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몸을 관리하는 경험과 현상에

기본하며 대상자들의 기술에 대해 분석하여 경험의 질적 특성과 본질적

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A. Giorgi, P. Colaizzi, A. van Kaam, C. Mustakas

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이들이 개발한 각각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는 절차적 공통점이 있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거나 기술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수집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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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Creswell,

2013). Giorgi의 연구방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따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Giorgi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다양

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에서 Giorgi(1994)의 분석방법을 활

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

시하고,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

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Giorgi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몸을 관리하는 남성들의 몸

관리행동의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몸에 대한 의식과 개인의 경험을 논

의하고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

계는 연구 대상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한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는 자료 속에 들어

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상황의 흐

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연구 자료가 1~2페이지 이내일

때는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하나, 15장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어야 한다. 진술내용의 텍스트

를 읽음으로써 파악된 일반적인 인식은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진술내용의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기술문을 작성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 단위를 구분한다. 이를 위해 부분적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

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적 의미 단위를 구별 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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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기술문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석가능

한 단위로 나누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 연구자는 하나의 의미단위에서

새로운 의미단위로 이행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연구자가 동

일한 자료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단위는 자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연구

자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이와 같이 의미 단위 분석

에 있어 작위적 관점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

추어 ‘의미 단위’를 구분 짓겠다는 구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미 단위를

구분한다. 이렇게 분리된 의미 단위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문제가 있

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의미 단위를 구분한 진술을 대표적인 학문적 용

어로 변형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은 개인이 실재로 활

용하는 어휘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학문

적 용어로의 변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형은 진술들의 구체적인 표현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인 범주로 이루어지는데, 합의된 학문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개발된 상식의 일상

언어를 활용하여도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 하는 것이다. 연구자

는 진술문의 얽혀있는 의미에 따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재편성하고,

실재 경험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도록 배열한다. 또한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를 일관

적인 기술로 통합한다. 통합과정은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기 위해 변형

된 모든 의미 단위가 고려되어야하는데, 변형된 의미 단위의 모든 의미

가 일관적인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Giorgi는 연구자가 가져야할 현상학적 방법의 핵심을 세 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인의 경험에 대하여 괄호치기(bracketing)

를 해야 하며 둘째, 존재론적 단언을 유보해야 하며 셋째, 사자지지 않는

특성인 본질(essence)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할 때

에는 일관적인 언어를 사용해 경험의 지향적인 대상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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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질적 연구의 구성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연구 대상 및 인터뷰 문항의 구성,

연구 수집 및 분석 방법과 같은 본 연구의 구성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현상학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의 주요점은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주제

에 부합하는 동일한 경험을 하였고, 자신들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경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 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고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Moss(2004)는 남성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

은 건강과 위생 또는 체력 증강과 기능의 숙련을 위해 중요성뿐만 아니

라 남성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스포

츠는 몸을 체력적으로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외형적 형태를 위

한 관리하는 행동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 적

합한 대상으로 판단하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지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몸 관리행

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찾는 방식과 헬스클럽 및 동호인들을 대상

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의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몸 관리행동의 구체적 범위를 헬스와 싸

이클링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문화관광부의 국민

생활체육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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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위 세 종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보디빌딩 헬스(32.6%), 축구

(13.7%) 싸이클링(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국민 참여가 많

아진 헬스와 싸이클링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싸이클링의 경우 2010년

남성기준 5.5%에서 2012년 11.7%까지 참여 인구가 증가하였다[표 3-1].

더불어 싸이클링의 특징은 몸의 유연성과 지구력이 중요함에 따라 착용

감이 좋은 몸에 밀착된 전문 스포츠웨어를 주로 착용하는데, 의복의 특

징은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바

디컨셔스 스포츠웨어착장에 따른 몸에 대한 만족이나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의식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헬스와 싸이클링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표 3-1] 연도별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994년
육상

조깅

체조

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테니스

1997년 등산 농구
체조

줄넘기
배드민턴 수영 볼링

2000년 등산
체조

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

(헬스)
수영

2003년
육상

조깅
등산

보디빌딩

(헬스)

맨손체조

줄넘기
수영 축구

2006년 등산 축구 육상/조깅 배드민턴
보디빌딩

(헬스)

체조

줄넘기

2008년 걷기
보디빌딩

(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수영

2010년 걷기 등산
보디빌딩

(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2012년
보디빌딩

(헬스)
축구 자전거 배드민턴 수영 골프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20~30대로 한정하였다. 문

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2015)에 의하면, 스포츠 참

여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건강 유지 및 증진’(74.6%)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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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47.9%)’, ‘스트레스 해소(42%)’순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는 20대(54.4%)와 30대(53.4%)에서‘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를 위해 체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처럼 20~30대 집

단은 몸을 관리하는 행동에 있어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이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가장 활발

히 몸을 관리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몸의 외형적 형태가 몸을 관리하는

목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몸에 대한 의

식이 가장 폭 넓고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연령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

문에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집단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패션 산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패션스타일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집단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과 패션스타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

보기에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몸 관리행동의 참여빈도를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체육에 전혀 참여 하고 있

지 않는 모수 추정 결과 51.8%이며,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의 경우 모수 추정 결과 35.0%로 나타나 주 2회 이상을 규칙적 체육활

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도 규칙적 몸 관리행동을 하는 대

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특성상 집중적이고 반복된 심층 면접을 수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할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별

연락을 통해 몸 관리 행태를 확인하였다. 질문 내용은 몸 관리행동 참여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얼마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

는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운동참여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몸 관리행동 행태를 살펴보면, 헬스를 이용해서 몸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19명이고, 싸이클링에 참여하는 사례는 9명, 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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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모두 참여하는 사례는 4명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22

명, 30대 11명으로 총 32명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들

의 경우 단일 운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맨

손운동을 하거나 야구, 축구, 농구, 복싱,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

고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연

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3-2]는 심층 인터뷰 응답자들의 세부정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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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세부정보

정보

No
나이 가명 직업

몸 관리행동

종류

몸 관리행동

참여빈도

키(cm) 

몸무게(kg)

1 27 A 대학원생 헬스 주 3~4회, 3개월 173cm  63kg

2 30 B 조각가 싸이클링 주 3~4회, 24개월+ 182cm  60kg

3 24 C 대학생 헬스 주 3~4회, 3개월 165cm  62kg

4 27 D 대학생 헬스 주 2~3회, 5개월 182cm  67kg

5 27 E 대학생 헬스 주 6회, 36개월 169cm  62kg

6 26 F 대학생 헬스 주 3~4회, 4개월 180cm  70kg

7 30 G 대학원생 헬스 주7회, 13개월 179cm  78kg

8 27 H 대학생 헬스 주 3~4회, 48개월+ 182cm  75kg

9 24 I 대학생 헬스 주 5회, 6개월 171cm  68kg

10 21 J 대학생 헬스 주 5회, 3개월 178cm  82kg

11 35 K 자영업 헬스, 싸이클링 주 2회, 6개월 178cm  64kg

12 34 L 사진작가 헬스, 싸이클링 주 2~3회, 36개월+ 178cm  80kg

13 34 M 건축가 헬스 주 2회, 3개월 185cm  78kg

14 34 N 바리스타 헬스, 복싱 주 3~4회, 13개월 170cm  64kg

15 33 O 회사원 헬스 주 2~3회, 24개월+ 187cm  83kg

16 27 P 대학생 싸이클링 주 3회, 7개월 177cm  70kg

17 27 Q 대학원생 헬스 주 4회, 8개월 180cm  66kg

18 20 R 대학생 헬스 주 5~6회, 4개월 177cm  68kg

19 27 S 학원 강사 헬스, 싸이클링 주 3회, 4개월 178cm  67kg

20 26 T 대학생 싸이클링 주 2회, 13개월 171cm  63kg

21 24 U 대학생 싸이클링 주 2회, 3개월 163cm  51kg

22 26 V 대학생 헬스, 싸이클링 주 3회, 3개월 187cm  87kg

23 23 W 대학생 싸이클링 주 5회, 26개월 170cm  72kg

24 30 X 연구원 헬스 주 2회, 24개월+ 178cm  78kg

25 34 Y 대학원생 싸이클링 주 2~3회, 6개월 170cm  66kg

26 30 Z 교사 헬스 주 3~4회, 57개월 171cm  71kg

27 32 Z1 연구원 헬스 주 4~5회, 24개월+ 174cm  73kg

28 26 Z2 대학원생 싸이클링 주 3~4회, 20개월 174cm  75kg

29 34 Z3 회사원 싸이클링 주 2~3회, 27개월 184cm  79kg

30 24 Z4 대학원생 헬스 주 2회, 4개월 172cm  68kg

31 24 Z5 대학생 싸이클링 주 3회, 5개월 171cm  67kg

32 20 Z6 대학생 헬스 주 6~7일, 7개월 176cm  6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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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인터뷰 문항의 구성

국내의 몸 의식과 패션스타일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수치화한 양적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국

내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패션스타일 발현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경험 및 의식을 바탕으로 한 몸에 대한 세

부적인 의식을 파악하고,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 인터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Ricciardelli & Clow(2009)은 Goffman과 Giddens 및 Bourdieu의 연구

를 바탕으로 현대 남성 개인의 외모, 몸, 감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Ricciardelli & Clow이 진행한 사회적 장벽, 타인으로부터의 의식과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권

력에 의한 몸에 대한 의식에 관련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대표

적으로 ‘나의 외모(몸)은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불편함을

발생시킨다’와 같은 문항을 재구성하여 해당 질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였다.

Rudd & Lennon(2000)은 몸 이미지와 외모(몸)을 관리하는 행동에

있어 관련된 연구에 있어 문화적 영향력과 자기의식 사이의 연결고리 때

문에 양적 연구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살아있는 경험

(lived experiences)’을 뽑아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

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여자 대학생들이 그들의 외모에 만족하는

가?, 어떤 영향요소가 작용하는가? 행위의 어떠한 타당함을 반영 하는

가?를 기본으로 몸 만족도 및 외모관리 행동의 반영요소, 자아 존중감등

에 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내용

을 바탕으로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몸 관리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

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와 활용경향을 분석하는 질문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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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조사영역, 세부질문

개인적 

특성

§ 나이, 직업, 신체조건(키/몸무게)

§ 몸 관리행동 관여정도(참여 스포츠 종목, 빈도, 기간, 운동 강도)

§ 몸 관리행동의 주목적

몸에 대한 

의식

   현재 자신의 외모, 몸(몸매)에 대한 의식

§ 귀하의 외모,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외모, 몸에 대해 칭찬/비난의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추구하는 몸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계기로 다

음과 같은 몸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셨습니까?

§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다면 이유 및 계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간에서의 규율

§ 생활하는 공간에서 몸에 대한 암묵적인 규제나 제약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 생활하는 공간에서 몸 때문에 타인의 비난/칭찬을 들었던 경험이 있

습니까?

   자기감시 및 자기통제 

§ 몸이 어떻게 남들에게 보일지에 대해 의식한 경험이 있습니까?

§ 집단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몸과 자신을 비교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중매체와 몸의 이상화

§ 현대 대중매체에서 남성의 몸을 부각하거나 어필한 것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 대중매체를 통해 몸 관리 행동의 욕구를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의 몸과 자신을 비교한 경험이 있습니까?

§ Rosemary Ricciardelli & Kimberley Clow (2009). Men,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 The Role of self-esteem and comfort with the bod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34(1)

몸 

관리행동

외모, 몸(몸매) 관리행동의 계기

§ 현재 외모, 몸(몸매)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Frith and Kate Gleeson(2004)의 남성의 몸 이미지와 의복에 대한 논의

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예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타당성을 높였다.

[표 3-3]은 심층 인터뷰에 활용한 반구조적 질문지의 세부 내용이다.

[표 3-3] 심층인터뷰 반구조적 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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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관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및 주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외모, 몸(몸매)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로 수집하십니까?

몸 관리행동에 따른 변화

§ 귀하는 몸을 관리한 이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몸을 관리한 이후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 몸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뿌듯했던 경험 또는 불편한 기분의 변화

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몸을 관리하면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 McKinley & Hyde(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body surveilla

nce

§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vol. 39(6).

§ Foucault / Giddens 연구 바탕 (연구자)

바디

컨셔스

패션

스타일

밀착/노출 의복 착용경험

§ 스포츠 참여시 착용하는 의복은 무엇입니까?

§ 몸에 밀착/노출되는 스포츠웨어를 착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심리적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 귀하는 몸에 밀착되는 스포츠웨어 착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귀하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적 있습니까?

§ 몸에 밀착되는 스포츠웨어 착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복선택에 있

어 선호하는 스타일이 바뀌었습니까?

일상복의 밀착 의복 착용

§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을 착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몸에 밀착되는 되는 의복을 처음 착용하였을 때 심리적 감정은?

§ 몸에 밀착되는 의복이 귀하의 몸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까?

§ 몸에 밀착되는 의복을 착용하여 비난/칭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패션을 통한 몸에 대한 의식의 발현

§ 귀하는 의복 선택에 있어 귀하의 몸의 어떤 요소들이 귀하의 의복선

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귀하의 신체적 매력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매력요

소를 의복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려고 노력하십니까?

§ 귀하의 신체적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의복을 통해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 귀하가 몸을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의복의 어떤 아이템, 소재, 

디자인, 색을 어떻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 귀하는 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

습니까?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 Hannah Frith and Kate Gleeson(2004). Clothing and Embodiment: Men Managing 

Body Image and Appearan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pp40-48.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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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6년 4월 20대 2명, 30대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 심층면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반복적

으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서, 본 연구결과에 적합한 내용이 도출되

는지를 확인하고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본 심층면접은 2016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6주에 걸쳐서 진

행되었다. 심층면접의 지속은 더 이상 새로운 의미 있는 진술이 발견되

지 않는 포화시점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

간 10분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대한 설명하

였으며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에 대해

연구자와 의논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 서명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심층 면접 참여는 학교 연구실과 연구 참여자의 거

주지 또는 회사 근처 카페, 개인 작업 공간 및 회의실 등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은 면접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의

4단계에 따라 수행되었다. Giorgi는 채록과정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

서 발생하는 대화를 재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본 연구자도 녹취된 자료를 직접 문서화 하다. 또한 연구

자는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과 선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의미 없는 진술

과 의미 있는 진술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진술을 채록하였다.

이 때 연구자 스스로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시도하고,

대상자가 표현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연구자

의 편견과 선 이해를 배제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진술내용을 전체적,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사본과 음성자료

를 통독하고, 다시 정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습득 한 후, 연

구 참여자 진술문으로 다시 돌아가 몸에 대한 경험 및 의식의 변화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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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또

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 자체에서 의미가 있거나 명백한 차별적 기술 내

용이 있는 부분은 의미단위를 구분해서 출력 후 검토하고 수정하기를 반

복하였다. 앞서 구분된 의미단위들은 학문적 용어로 전환 하였다. 연구자

는 학문적 용어 전환에 있어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의 본질에서 유배되지 않도록 하였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를 기초로

하여 경험의 구조로 통합 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

된 의미단위들로부터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여러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고자 자유변경기법을

사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진술문에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화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 자료로 돌

아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Giorge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을 설계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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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iorgi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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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국 남성의 몸 의식과 몸 관리행동

본 장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의 발현과 몸 관리행동의 성취결과

에 따른 몸 의식 변화 내용을 도출함으로써 몸 의식의 변화과정을 이해

하고 개인에게 형성된 몸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

는 한국 남성이 관리행동으로 매개되는 몸 의식 발현요인을 사회․문화

적 영향요인과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분리하여 도출하였다. 2절에서는 연

구 대상자들이 몸 관리행동을 통해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몸 의식의 변

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몸 의식의 발현과 변화과

정의 관계특성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한국 남성의 몸 의식의 발현

본 절은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의

발현요인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분석에 있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정립한 Foucault 와 Giddens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

보았다. 본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

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 접근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구체적

인 계기를 개인의 경험적 진술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몸 의식의 발현요

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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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 의식 발현의 사회․문화적 영향

Foucault(1982)는 몸이 사회질서를 위해 통제되는 대상이며, 사회적 불

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서 국가나 지배집단의 영향력

이 행사되는 대상으로 보았다. Foucault가 제시했던 몸의 질서에 관한

문제는 결국 세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집단이 지배 대상의 몸들

을 통제하는 것 이었다. Foucault의 시각과 같은 맥락으로 국내 연구에

서도 몸 관리행동이 몸에 미시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에 의한 결과물

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이영자, 2006).

본 연구 결과에서도 국내 남성의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몸 의식

발현 요인에서 사회․문화의 암묵적 권력 작용에 반응하는 발현요인이

발견 되었다. 몸 의식 발현에 있어 사회․문화적 권력이 작용한 요인으

로는 연구 참여자의 주생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공간이 서열화 되어 있거나, 특정한 고정관념이 팽배하게 지배되는 집단

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요인으로 ‘집단의식’과

업무 및 대인관계에 있어 외모가 우선시 되는 경향의 ‘외모에 의한 평가’

가 도출되었다. 더불어 ‘매체’가 생성한 몸 이미지의 내면화가 한국 남성

몸 의식 발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체의 영향력은 개인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 형성과는 관련이 있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몸 이

미지와는 차이를 보이거나 몸 관리행동으로 매개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많았다.

집단의식이 몸 의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군

대의 분위기 조장과 남성다움에 관한 강요였다. 두 번째 하위 구성요소

는 외모에 의한 평가였다. 직업이 있고 직무환경에 지배적인 시간을 할

애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 환경에서의 외모 우선시 경험에 대하여 진

술하였으며,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면접,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외모 우선시 경험 및 외모에 대한 근심을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

리된 몸의 정도에 따라 업무 능력으로서 평가를 받거나 취업, 면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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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특혜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남성들은 보다 나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 또는 주변 사람들의 외모 차별 경험이 몸 의

식 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집단의식의 영향

한국 남성이 몸 관리행동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게 한 주요 발현

요인은 ‘집단의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매

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습성과도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집단 규범의 개념은 인간이 무슨 목적을 가지

고 모여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생각과

행동방식이 나타나며 공동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라는

의식을 통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각 성원

이 취하여야 할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틀로 이해할 수 있다(김광석,

1993). Feldman(1984)은 집단규범이란 집단 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조

정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집단 속에서 성원의 행

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 남성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해야하는 병역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참

여자들도 군대의 집단생활을 통해 몸 의식이 발현된 경우가 다수 나타났

다. 특히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군대가 남성

들만의 집단이라는 사실만으로 남성적인 경험의 장이며 남성문화의 온상

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조성숙, 1997). 즉, 군대조직은 집단성으

로 인해 군대 조직에서의 획일주의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개인의 의식보

다는 집단에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질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교나 군대에서의 질서를 핑계로 집단 규범을 강조

하거나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이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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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취하는 것이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특히 김현

옥(2002)은 군사주의가 일상생활의 각 측면에서 개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통한 재생산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군대의 문화가 남성 중심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군대는 타의적으로 체력보강과 관련된 훈련과 더불어 개인의

몸 관리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 남성들은 신체 훈련을 통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력과 체형의 문제는 군대의 훈련참여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도 이러한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주요 공간으로 군대를

진술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군대에서 몸 관리행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는 군대에서의 서열규범 및 업적규범에 있어 몸이

좋은 남성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요. 내부에서 서열

기 싸움 이런 데서는 몸 좋은 사람들이 유리한 게 있었어요. 너무 말라

서 히마리 없는(힘없어 보이는) 애들보다는 튼튼한 애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I, 24세)

“남자만 있는 단체니까 적극적으로 몸 관리를 독려 하는 게 있었어요. 더

하라고 하고, 남자는 이래야지 이런 거요, ‘남자가 쫌 그게 뭐냐, 몸 좀 키워

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서 가르쳐 주고 안하면 뭐라고 하고,

군대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자는 몸이 좋아야 하는 게

덕목 중 하나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몸 좋은 사람을 진급을

좀 잘 시켜주고, 아무래도 훈련 같은걸 할 때도 똑같이 무게를 들어야 하는

데 왜소한 애들은 더 버겁잖아요. 그래서 몸 좋은 사람을 더 잘 봐주고”

(Q, 27세)

이와 같이 군대 집단의 두드러지는 특성인 위계에서의 차별적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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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몸 관리행동의 참여도 존재하지만, 특별한 차별적 태도 언

급 없이도 적극적인 몸 관리 시작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군대 생활은 체력적 훈련의 반복을 통해 몸의 중요성이 개인에게

확대되거나 동료 동조에 의한 몸 관리 행동을 실천하게 된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이기도 하

지만 실제로 군대의 엄격한 훈련, 집단 단결력 등과 아울러 남성다움이

강조되는 군대의 집단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몸 관리 행동으로 이

어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된 집단의식의 영향요소는 남성다움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이다. 이는 아주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한국 사회 속에서 인정되어

온 남성은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집단의식이 자연스럽

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한

국 사회에서는 남녀에 대한 인식은 점차 향상되어 전통적인 남․녀 구분

에 대한 사고는 다소 줄었지만 전통적인 사고는 여전하다(심미혜, 2013).

이러한 성 이분법적 사고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몸의 조건을 구별하며

여성이 날씬하고 말라야 한다고 내면화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남성다운 몸이 미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

의 몸은 여성과 비교하여 체격 적으로 더 크고 튼튼해야 한며 근육질이

여야 한다는 사고는 남성들의 몸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었

다.

“남자는 몸이 좋아야 되고 쫌 크면 좋아 보이니까 근육이 있어야 멋있어

보이니까”

(H, 27세)

“제가 키가 작은데 아무래도 키가 작다보니 좀 위축되기도 하고, 친구들

이 남자가 몸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안 그런 척 해도 엄청 신경 쓰이잖

아요.

(Y,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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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말랐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서 그런지 지금보다는 남자답게

좀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리도 그런데 팔도 좀 더 두

꺼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S, 27세)

본 연구 참여자들 중 현재 저체중이거나 한국의 평균 신장(174.9)에

미달하는 연구 참여자들 혹은 몸 관리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체중이었

던 연구 참여자들은 마르고 작은 몸이 남성답지 못하다고 의식하고 있거

나, 타인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에 해당 응답자들은 본인

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발생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몸 관리행

동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였다.

세 번째 집단의식은 타인에 의한 동조의식의 발현이다. 응답자들은

타인의 의식하는 방식에 있어 타인의 호감을 받기 위한 것 외에, 타인으

로부터 직접적인 호감을 얻고 동일시 의식이 생성됨으로서 몸에 대한 의

식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운동을 하는 동료 또

는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진 동료에게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

러났다.

남성들의 몸 의식 발현에 있어 동조가 발현요인 경우, 그 대상은 공

통 관심사를 가진 인물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또한 그

대상에 근거하여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몸에 대한 의식

과 관리 행동에 대한 복합적인 동조심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를 통

해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몸 의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의식이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함께 운동하는 집단 또는 또래 준거

집단으로, 몸 과 몸 관리 행동에 대한 정보 습득의 용이함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본래 타인에 의한 동조심리는 개인이 그 집단에 소속됨으로서

일체감을 얻고,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Park & Lessig(1977)는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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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 관찰을 통해서도 정보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남성들의 타인을 향한 동일시적 동조 발현은 개인의 자아 이미지를

강화 시켜주고 자기이미지를 고양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즉, 한국 남성

들은 타인에 대한 매력과 호감을 기반으로 몸 의식 발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의 신념, 태도 및 가치를 자신

의 태도에 반영하게 되고 이는 몸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몸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몸 관리 행동의 동조적 실천을

실행함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의식을 생성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그냥 제가 체력이 많이 딸린다는 느낌 때문에 시작 했었는데, 주

위에 몸을 꾀나 부풀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 멋있기도 하

고 그 친구가 옷도 잘 입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더 열심히 하

게 된 계기가 됐죠.”

(M, 34세)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건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대상은 주로 외형적으로

어떻다 보다는 그 사람의 총체적인 그 사람의 삶과 정신 그런 것들이 굉

장히 매력적이다 했을 때 그럼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그럴

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

나면 그렇게 보이게 하는 포인트들?”

(A, 27세)

(2) 외모차별에 의한 평가

Brewis, Helliwell, McKeown, Reynolds & Hawcross (2001)은 잘생

긴 외모와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외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

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면서 직무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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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사회․문화적 의식에 있어서도 외모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의 경쟁력의 하나로 여겨짐으

로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결점에 대해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외모, 몸에 대한 규범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지만 직무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 혹은 취업 및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암묵

적인 몸에 대한 규범이 개개인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진술되었다. 특히

몸의 외형적 조건이 업무 능력으로서 평가되거나 취업, 면접 시 특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한 제재를 받은 동

료에 대한 경험을 진술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나운서, 항공사 직원,

은행, 교사 등 자신의 외모가 가시화 되는 직업의 경우 더 압박이 심하

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일반 사무직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연

구 참여자들도 외모 평가에 대해 의식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몸

관리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된 주요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몸의 외형적 조건이 직접적인 업무 능력으로

서 평가되거나 취업, 면접에서의 특혜 이외에 직장 생활 적응에 있어 대

인관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남성들은 몸을 관리하여 외형적

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가시화 하는 것이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진술

한 경우도 있었다. Kaiser(1997)는 외모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용한 도

구로써 직장 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는 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외모에 의한 평

가가 만연하는 한국 사회․문화적 의식이 내면화 되어 외모를 통해 사회

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었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보니 카메라에 찍힐 때는 어깨가 넓은 게 유리해

요. 키도 커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이고요. 학원에서 카메라에 찍힐 때

제가 승모 근이 발달해서 일자가 아니고 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도 신경 쓰고요.”

(H,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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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oo항공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oo항공에 먼저 입사한 친구들이 있

는데 일반직 경우에도 외모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뚱뚱해도 안 되

고 키가 작아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웃는 모습도 예뻐야 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직이라고 해도 거기는 서비스업이고 공항에서도 일을 해야

해서요. 스튜어디스,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직도

기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S, 27세)

“저는 지금 사업장을 여는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커피 관련된 쉽게

말하면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살찌거나 외모 같은 거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에요. 아무래도 손님을

만나거나 하면 호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매를

신경 쓰는 이유 중에서도 하나에요.”

(N, 34세)

“oo 로펌에서 일하는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살이

안 쪄있고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

제로 로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선배가 자기는 집은 안 들어가도 헬스장

은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아무리 바쁘고 잠을 못

자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률을 올려 가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Z, 30세)

실제로 한국경제(2011)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중

90.2%가 면접 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4.5%가 “면접 시에 실제 외모로 지원자들

을 차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무를 중

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20~30대에게 몸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들은 외모 관리에 있어 얼굴의 성

형수술과 같은 관심보다는 몸을 관리하는 행동을 통해 외모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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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있었다.

외모에 관한 평가에서 개인의 몸 의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

무 실행 혹은 취업 준비에서의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 요

소로 작용하는 것 외에 외모차별에 의한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

기도 하였다. 이는 국내의 외모 차별적 사회 풍토가 미적 기준을 획일화

시킴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외모 차별적 경험이 발생하면서 몸을 관리하

게 되는 의식이 발현되기도 하였다. 즉, 사회가 기준으로 보는 정상성의

범주에 포함되고자 하는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금융 쪽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외모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신뢰

감을 줄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동료 중에 좀 뚱뚱한 분이 계세

요. 그분이 펀드를 만들고 조정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그 펀드 담당자한테 정

말 정말 열심히 영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저한테 오셔서는 ‘아~그

분 좀 그만 찾아오고 살이나 빼라고 해’ 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보면

저도 자기관리가 안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관리해야겠구나! 이

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 나오는 거 이런 거제일 신경 쓰여요,”

(Z3, 34세)

한국에서의 외모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1년 한

국 성평등 보고서에서 한국사회는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무려 85.6%에 이른다고 하였다(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1). 또한 김영지et al.(2008)에 따르면,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

별을 당한 경험은 한국 청소년들이 4점 척도에 평균 2.05로 미국(1.74),

스웨덴(1.70), 일본(1.66), 중국(1.43)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한국의 외모

차별적 풍토가 실질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몸을 관리하는 행위를 실

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주위의 경우를 예

를 들며 외모 차별적 발언에 의한 수치심은 몸에 대한 불안한 의식을 생

성하며, 이상적인 몸 이미지에 근접한 몸을 만들기 위해 몸 관리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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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열등한 몸매에 가해지는 집단내의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는 Foucault가 지적했던 것처럼 집단 구성원의 감

시라는 권력에 의해 개개인의 몸에 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말랐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주위에서 엄청 많이 듣거든요?

진짜 미칠 정도로 많이 들어요. 희한하게 살찐 사람들한테는 살쪘다고

얘기 안하는데 마른 사람한테는 ‘야 너 너무 말랐어, 살 좀 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에요”

(B, 30세)

“중학교 때 그냥 살찐 애들은 돼지라고 불렀어요. 이름 안 부르고. 심

각했죠. 못생겼음 못생겼다 놀리고 말랐으면 말랐다고 놀리고 그런 게 기

분 나쁘고 상처받아서 위축되고 ”

(H, 27세)

“사람들 만났을 때 신경이 엄청 쓰여요 살이 찌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

은 이상하게 제가 살이 조금만 붙어도 바로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는 그런 게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후덕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듣

기 싫었어요. 그때는 하하호호 넘겼지만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이건 아니

다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V, 26세)

(3) 매체의 영향

선행연구들에서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만들

어 내고 개개인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에게 미디어 등

사회화 기제들에 의해 통용되어지는 외모에 대한 미적 기준은 개인에게

내면화 되는 동시에 자신의 몸에 대해 본인 스스로 관찰자의 입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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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상화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몸 관리 행동으로 유발시킨다고 하

였다(김윤& 황성진, 2008). 또한 매체가 주는 영향력은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는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이 대량으로 전달되는 사회로 문화형태

와 대중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일상생활

과 더불어 의복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

뿐 아니라 집단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인 의복은 문화적 정체성과의 연

결을 통해 그 사회의 유행으로 재구성 되고 있었다.

이처럼 매체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몸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

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본 연구에서도 이

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결과 남성들에게는 매체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실제

로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와 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국내 매체에서도 근육이 잘 발달된 남성 모델의 등장, 연예인들의 신

체 노출 또는 몸의 외형적 형태를 부각하는 의복을 입은 모습의 빈번하

게 노출되면서 근육 가꾸기를 종용하는 듯 한 내용의 미디어들이 유통되

고 있다(임인숙, 2005). 이러한 결과는 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매체

를 통해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Agliata & Dunn(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뭔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요즘 연예인도 아

닌데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괜

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도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아니까 자극되고 그런 거 보다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정도인거 같아요.”

(S,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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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시빌 워를 봤는데 몸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그런 되게

어깨도 넓고 복근도 단단해 보이고.. 그래서 아 저런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X, 30세)

매체가 조장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에 있어 오히려 매체가 조장하는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진술되었다. 이를 통해 몸 의식 발현에 있어 매체

가 생산하는 표준화된 이미지가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지만, 몸

관리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게 하는 동기부여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연예인들 보면 저는 정말 멋있기는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게 다 관

리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 다 멋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지 싶기도 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헬

스장 다니면서 몸 좋은 사람들 보면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E, 27세)

“요즘 미디어에서 보이는 몸 좋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보면 그게 나쁘다기

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머슬매니아 이런데 나와서 그러는 사

람들 보면 너무 겉치장이고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게 건강한 몸 이런 건 좋은데 몸 좋은 사람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너무 골이 비어보이기도 하고 요즘엔 점점 노골적이고 천박하게 느껴져요.”

(H, 27세)

“솔직히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본다고 하면 물론 그 선수의 몸매를 보고 감탄을

하겠지만 좋은 플레이가 나와서 그 선수가 더 멋있게 보이고 감탄을 하는

반면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U, 24세)



- 77 -

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몸 좋은 사람을 진급도 잘 시켜주고, 훈련 같은걸

할 때도 몸 좋은 사람 더 봐주고 그런 게 있었어

요.”

군대의

분위기

조장

집단

의식의

영향

사회․

문화적

영향

“내부에서 서열 기 싸움 이런 데서는 몸이 좋고

아니고 가 유리하게 작용해요”

“남자는 키가 커야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몸

이 더 좋아야 할 것 같았어요.”
남성다움

에 관한

강요

“남자가 다리가 그게 뭐냐? 라든지 여자애들이 나

보다 얇아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칭찬 같지가 않

았어요.”

“주위에 몸을 꾀나 부풀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

구를 보면 멋있기도 하고 그 친구가 옷도 잘 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죠.” 타인에

대한 동조“저에게 영향을 주는 건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대

상은 주로 외형적으로 어떻다 보다는 그 사람의

총체적인 그 사람의 삶과 정신 그런 것들이 굉장

히 매력적이다 했을 때”

“매체에서 몸을 많이 부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쟤들은 돈을 저렇게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그런 거 보면 아 정말 먹고 싶은 것

도 못 먹고 운동해야하는걸 아니까 아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운동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I, 24세)

[표 4-1]는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사회․문화적 권력의 영향을

받은 의식의 하위 구성요소 및 의미단위,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 몸 의식 발현의 사회․문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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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로펌에서 일하는 선배가 자기는 집은 안가도

헬스장은 간다고, 본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

률을 올리는데 영향 준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로

인한

긍정적

평가 유도

외모차

별에

의한

평가

“이번에 oo은행 채용에서 스펙 그런 거 전무한 사

람이 외모로 뽑혔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이 외모, 몸매로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많았고,”

외모로

인한 지적

“중학교 때 그냥 살찐 애들은 돼지라고 불렀어요.

이름 안 부르고 심각했죠.”

“펀드 담당자가 열심히 영업한 동료직원에 대해

저한테 그만영업하고 살이나 빼라고 해요라고 험

담 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살이 조금만 뿔어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게 기분이 안좋은데

자꾸 후덕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미칠 정도로 말랐다, 살쪄라 소리를 많이 들

어요.”

“뭔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

요. 요즘 연예인도 아닌데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사

람들 정도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아니까

자극되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정도인거 같아요.”

이상적 몸

이미지의

내면화

매체의

영향

“캡틴아메리카 시빌워를 봤는데 몸이 너무 멋있어

서 이제 그런 되게 어깨도 넓고 복근도 단단해 보

이고 그래서 아 저런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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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 의식 발현의 개인적 영향

Foucault가 몸에 대한 담론에서 몸을 규율과 같은 사회적 권력에 의

해 각인된 객체화된 것으로 보았다면, 현대에 들어 사회체계와 의식이

변화하면서 몸에 대한 의미도 권력 행사에 의한 억압적인 측면과는 반대

로 자아 존중감이나 주체성의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Giddens

는 자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찰적 기획으로 간주되며, 자아의

성찰성은 몸에까지 화장되어 몸은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행위체

계의 일부로 보았다. 몸이 자기 정체성의 가시적인 매개체가 되어가고

따라서 개인들이 선택하는 결정을 통해 점차 통합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Giddens et al., 1996).

Giddens가 몸을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인 것만

아니라 행위체계이자 실천양식으로 논하게 된 것은 몸이 자아의 성찰적

기획과 추상적 체계가 일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주체로서 몸의 구조와 행위의 문제를 능동적

으로 개인화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근육을 증진시

키는 실천행위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는 이러한 몸의 관리는 개인의 선택

이라는 문제점을 강조한 것이고 몸을 관리하는 행위의 결정자는 개인이

라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개인의 몸 관리행동은 몸에 대한 건

강염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추구, 성취적 외모관리, 개인의 심리적 만

족감 추구와 같은 개인적 영향 요인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영

향 요인은 사회적 권력에 의해 각인된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몸

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가치관을 개인 스스로가 개인화 하여 능

동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진

술과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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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관리추구

몸을 관리하는 행동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

적 욕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몸 관리행동을 실천

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일상생활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편한 지각이 발생한

경우 몸을 관리하는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몸 관리행동은 스포츠 활동이 가지는 여가활동이 주는 즐거

움의 의미에 더불어 체중조절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됨으로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몸을 관리하는 것이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30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20대보다 개인의 건

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직무에서

의 체력의 필요성을 진술하거나, 본인의 일상생활 형태에서 오는 운동부

족의 결과에 기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체 건강 향상에 대한 욕

구가 몸 관리행동의 몸 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설업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식

과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해요. 지금 실

제로 지금 하는 일에 건강상태도 따라주지 않고 잠시만 방심해도 살이 쪄

서, 먹으면 꼭 운동으로 소화시키고 해야 해요. 살이 찌고 체력까지 떨어지

면서 대상포진 까지 않았어요. 아 젊은 나이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죠.”

(M, 34세)

“눈에 보이는 몸을 키우는 것보다 체력 때문에 체력을 키우려고 시작했

어요. 몸은 제가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라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 위

주로는 안하고 체력 위주로”

(H,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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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차타고 다니고 운동이라는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살찌고 불면증에

도 시달리는 것 같고,”

(L, 34세)

더불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서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고자 욕구가 몸 관리행동 참여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 자체에서 오는 신체적 고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련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연관되어 신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에 개인마다 그 스

트레스의 종류나 강도는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의 일상의 삶의 방향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몸을 관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연애 끝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몸도 망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일종의

도피로 시작했어요.”

(S, 27세)

“격한 운동을 하면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했구요. 힘든 운동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N, 34세)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고 다른 생각도 안날 것 같고 그때

부터 친구랑 계속 하다가 운동의 매력을 점점점 느껴가지고.”

(B, 30세)

“몸이 힘들 때까지 해서 몸 근육을 키우고 혹사 시키는 거 자체를 안 하

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G,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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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적 외모관리 추구

Kelley & Anselmo(1977)은 인상이 한 개인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거

나, 지속하고 종료하려는 개인의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를 통해 개개인 각자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

을 의식하고 자기표현을 위한 개인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이 원하

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몸에 대해 의식하고 몸을 관리하는 실천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개인 고유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것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Makus& Kitayama(1991)의 연구에서 개인의 자아

관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

구에 비해 동양의 경우 문화가 더욱 타인 혹은 사회와의 관계적 요소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개개

인은 몸 관리행동을 이성 관계를 개선하고 스타일을 개선하고 더불어 몸

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자기표현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몸에 대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와 혜택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식하고 신체적 매력을 통해 이성과의 관계를 개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진술하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현재 교제중인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함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신체조건을 성취함으로서 소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몸을 목표로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면 저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이여야 할 것 같았어요.”

(Y,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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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고 복학하면서 멋진 오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최대한 복학생 티 최대한 안내고 싶었어요.”

(Z, 30세)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거

는 거의 최우선이죠. 남자들 상대할 때는 어떻든 상관은 없는데”

(U, 26세)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 행동을 통해서 자기이미지를 개

선함으로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자기 이미

지를 문미아 & 박혜선(2000)은 개인이 자신을 보는 자화상인 동시에 다

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상을 자기 이미

지로 보았다. 자기 이미지는 개인의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태도, 표정,

행동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몸 관리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를 관리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

해 본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가 타인에게 전달되기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었다.

“상대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몸을 갖추기 위해 실행한 노력과 세상과의 커뮤

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으니

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되는 거죠”

(A, 27세)

“사람의 첫인상은 얼굴 보고 몇 초 뒤에 몸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몸이 좋으면 자기관리를 잘 한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

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얼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

(Q.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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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누가 뭐했어? 이런 것들을 물으면 나 티비 봤어! 그냥 이런 것보

다 나 운동했어! 이러면 주말 잘 보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오잖아요. 그

런 게 아무래도 성취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U, 24세)

세 번째 요인은 현대 남성들의 외모관리가 대중화 되면서 몸을 관리

하는 것만큼 의복이나 다양한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스타일 개선에 대한 욕구이다. 하지만 서구적인 체형

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고, 기성복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의 의복을 판매함으로서 의복 착장 경험을 통해 불만족을 경험한

경우 몸에 대한 의식이 발현되어 자신의 스타일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의복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인상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더불어 LaBat & Delong(1990)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불만감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의

복이 자신의 몸에 잘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보다는 자신의 몸에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이 주는 인상을 개선하여 스타일

적 성취를 위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층을 위한 브랜드들은 표준체형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때문

에 몸이 크게 비만형이 아니더라도 몸의 비율이나 특정 부위에 대한 불

편함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은 의

복을 착용하는데 불만족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개개인이 의

복에 대한 흥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복착장이 쉽지 않음을 진

술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기 위해 몸을 자신이

원하는 의복에 맞도록 스타일을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옷 사는걸 좋아하는 편인데 옷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괜찮다

그래서 제가 입으면 좀 이상해서 내가 입어서 그런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몸 관리도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

죠. 근데 그건 아직도 그래요”

(E,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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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옷을 사면서 이게 정장이다 보니까 옷태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게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운동하는 최고의 목표중 하나거든요”

(C, 24세)

“예전에는 너무 말랐어서 외투를 사러 가면 보완을 많이 했었어야 했어

요. 너무 말라서 외투 입으면 다 비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말라보이지 않

게 라인을 잡는다던지 반대로 너무 슬림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펑

퍼짐하게도 못 입고 슬림하게도 못 한다! 그런 거 였어요. 그러니 아

정말 몸 좀 커졌으면 생각했죠.”

(Z3, 34세)

(3) 심리적 만족감 추구

개인이 몸 관리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생성하려는

노력은 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관리행동의 노력을 통해

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개개인의

몸 의식이 적절한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 보완하는 노력을 실천하게 함으로서,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성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스스로의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에 주

의를 기울이며 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으로서 몸 관리행동을 실천에 옮

기는 진술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몸의 부족한 점을 의식하고 이를 보완

하고자 하는 성취 목표를 위해 몸 관리 행동에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개개인이 타고난 몸의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 욕구는 타인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몸에 대한 의식의 작용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몸의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의 자신감과 결부되어 몸을

의식하게 되고 몸 관리행동을 통해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자신감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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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도 않겠지만 살이 찌니까 위축되는 것

같았고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그게 싫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E, 27세)

“제가 길을 가다가 거울에 비춰진 제 옆모습을 봤는데 숫자 1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앞모습을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그걸

보고 ‘아 내 모습이 이랬어?’ 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기도 했고, 제

가 너무 말라서 군대도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키워야겠다고 해서

실천으로 옮긴 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말랐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B, 30세)

“ 작년 여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전에도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관

에 갔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같이하던 남들과 비교해서 제가 너무 약해 보였

어요. 나름 20대인데 너무 약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몸을 키우고 싶었어요.”

(G, 28세)

“보시다시피 제가 체구도 작고 왜소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콤플렉

스라고 느끼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

로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U, 24세)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은 심리적 성취감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자긍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몸 의식의 발현으로 나타났다. 자긍심은 자아존중감(Self- esteem)

과 동일한 어휘로 강승규(2003)은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

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서 행복해 질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자신

에 대한 믿음이다.

Coopersmith(1981)은 자긍심이 연속된 경험들의 결과로서 발전되거나

변화될 수도 있지만 동기 부여된 행동들의 선택에 또한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몸 관리행동에 참여하는 동기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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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의 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 관리행동이 신체적으로 외형을 만들거

나 특정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에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도전의식, 혹은 새로운 성취결과를 만들어내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몸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많이 키워서 철인삼종 경기도

나가보고 싶거든요.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한계에 도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Z6, 30세)

“저는 몸을 관리하는 게 제가 성취해 낼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로 달

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는 사실만으로 긍

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A, 27세)

“개인적으로 사람이 음, 미, 체 중에 뭐 하나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공부나 본업 외에.. 근데 제가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는 워낙 소질이 없어서”

(F, 26세)

[표 4-2]는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개인적인으로 영향을 받은 의식

의 하위 구성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88 -

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맨날 차타고 다니고 운동이라는 액티비티가 없으

니까 살찌고 불면증에도 시달리는 것 같고,”

신체적

건강염려

건강관

리

추구

개인적

영향

“눈에 보이는 몸을 키우는 것보다 체력 때문에 체

력을 키우려고 시작했어요.”

“살은 찌고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대상포진까지 앓

았어요. 아 젊은 나이에 이러면 안되겠다 싶었죠.”

“연애 끝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몸도 망가지고 너

무 괴로워서 일종의 도피로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해소

“격한 운동을 하면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서 했구요. 힘든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몸이 힘들 때까지 해서 몸 근육을 키우고 혹사

시키는 거 자체를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왠지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면 저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이여야 할 것 같았어요.” 이성 관계

개선

성취적

외모관

리

추구

“멋진 오빠로 보이고 싶었어요. 복학생 티 최대한

안나게”

“주말에 누가 뭐했어? 라고 물으면 티비 봤어, 보

다 운동 했어 이러면 더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미지

개선

“내가 실행한 노력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몸매를 통해 전달 될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좋으면 자기관리를 잘한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사려니 옷태가 너무 안사는 거 같은 거

예요. 좀 잘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옷도 입고 싶고”

스타일

개선

“몸 좋은 애들은 보면 대충 옷 같은거 엄청나게

꾸며 입지 않아도 멋있어 보이니까요.”

“옷의 핏감이 운동을 했을 때랑 안했을 때랑 차이

가 심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꾸준

히 하려고 해요.”

“몸이 너무 슬림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펑퍼

짐하게도 못 입고 슬림하게도 못 입는다, 그런 거

였어요. 그러니 아, 정말 몸 좀 커졌으면 생각했

죠.”

[표 4-2] 몸 의식 발현의 개인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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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나만 알 수도 있

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

요.”

자신감

향상

심리적

만족감

추구

“내 모습이 이랬나 싶어서 내가 더 자신감 높이려

면 몸을 키워야 갰구나! 했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골격도 좀 작고 그래서 스스

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키워서 철인삼종 경기도 나가보

고 싶거든요.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

스로 한계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

요.”

자아존중

감 향상

“저는 몸을 관리하는 게 제가 성취해 낼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

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이 음, 미, 체 중에 뭐 하나는 제

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공부나 본업 외에.. 근데 제가 음악이나 미술쪽으

로는 워낙 소질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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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몸 관리 행동을 통한 몸 의식의 변화

본 절은 한국 남성이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서 몸에 대한 의

식변화와 형성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의 참여가 개개인의 몸에 미치는 결

과는 신체기능의 향상, 체중조절, 근육증량을 통한 외형의 변화로 나타났

다. 개인별 운동 목적에 따라 그 변화정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규

칙적인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몸의 변화와 몸 관리행동은 몸 의식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얻은 성취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몸 관리 행동의 지속은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몸의 발육이 촉진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변화와

참여하고 있는 운동 종목에 따라 그 운동에서 많이 쓰이는 몸의 부분이

특히 잘 발달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추구 목적뿐만 아니라 체중조절과 근육 증량

등 몸의 외형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체중조절을 목표로 한 그룹은 체중의 감소 혹은 규칙적인 생

활을 통한 체중의 증가와 같은 체중조절효과 확인한 진술이 나타났다.

진술 중에는 구체적으로 몸무게의 수치가 축소 또는 확대됨으로서 얻은

성취 결과를 진술하거나, 더불어 체중조절효과를 표현하는 이미지적 단

어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발견한 몸의 세 번째 변화는 체중조절과 근육증량

을 동시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육증량을 통해

몸의 외형적 형태의 변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본 연

구 참여자들은 상체의 골격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띈 경우가 다수 발

견되었기 때문에 상체의 근육 증량을 통한 몸의 외형적 변화가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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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몸의 개선은 개개인에게 몸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긍정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식도 확장되는 변화를 가져왔

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긍정적 의식과 부정적 의식의 주요 변화

를 의미단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몸 관리행동을 통한 긍정적 몸 의식의 변화

본 연구 결과 몸 관리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 응답자

들은 몸 관리 행동을 통해 몸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몸 의식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몸의 가시적 변화는 직접적으로 자기

에 대한 평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개인의 만족감과 스트레

스 해소, 자신감 향상과 같은 정신적인 성취를 통해 개인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 감시를 강화하고 몸에 대한 강박

관념이 생기는 부정적 의식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몸 관리행동을 통한 몸의 변화는 개인의 성찰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 관리행동과 관리행동의 기대결과와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찰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몸 의식의 변화와 직결된다. 성

찰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은 Dewey(1933)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성

찰을 기존의 믿음이나 지식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주의 깊은

고찰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깊이 있는 결론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성찰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인간이 열정적으

로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반응의 의미를 깨달

아가는 과정이 성찰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성찰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자각하고 탐

색하여 이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통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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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몸 관리 행동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새로운 몸에

대한 느낌을 통한 발견을 통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몸 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몸 관리 행동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변화 신체적 변화의 정도는 달

랐지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몸의 변화에 따라 만족감의 변화와 긍정

적 의식의 확대가 일어났으며, 반대로 몸의 변화와 상관없이 개인의 몸

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통제를 통한 몸 관리행동에 대한

강박관념과 몸에 대한 감시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기정화

첫 번째 몸 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로 자기 몸에 대한 만족감의 상승과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자기정화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에 대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 인지적, 정서적 상

태라고 하였으며, 능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운동 후 반복적

으로 보고하는 정서적 반응 중의 하나가 쾌락적 즐거움 또는 감정호전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Netz, Wu, Becker & Tenenbaum(2005)은 운동이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효과적이며 중정도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신체활동이 심맥 관계 상태, 힘, 기능 상태에 개선

을 가져오고 이것이 전반적인 행복감향상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와

몸 관리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자체에 가치가 높아짐으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힘든데도 어떨 때는 더 해도 아 왠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능력이 신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힘이 드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뭐 약간 힘이 들어서 내가 그만큼 건강과 더 나은 몸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런 의식이 있어요.”

(D,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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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 되게 갑갑한 생활에서 벗어나 환기 되는 그

런 기분이에요. 학교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일상에 찌들어 있는

느낌 이런 거에서 해방감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저도 그런 게 제 스스로

에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Y, 26세)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러너스 하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좀 즐거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어떤 즐

거움이냐면 더 해야 더 즐거울 거 같고 뭔가 호르몬적인 것 같은데 그

런 느낌이 나요, 정신적으로 활기가 돋는 게 있는 것 같고요.”

(D, 27세)

(2) 자기성취

연구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결과들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드러내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의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몸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타인들의 반응에 의해 지각하고

있었고 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개개인의 자신감과 연계되어 자신감이 향상되거나 실제 업무 능력

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몸 관리행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성취감이 향상되는 것보

다는 몸 관리 행동을 경험하는 몰입과 사회적 혹은 타인의 지지에 의해

서 성취가 더욱 향상된다고 하였다. 삶의 질 가치를 인정하는 현대인에

게 자기만족감은 행복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이수경 & 고애란,

2006). 몸의 매력 그 자체가 중요해진 현대에 시대에 개인의 몸의 변화

는 긍정적으로 정신적 성취감을 향상 시킨다. 특히 몸의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하거나 타인의 칭찬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성취감으로 자부심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다.

강혜원(1995)은 여성이 신체적 매력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으며 매력적

인 신체외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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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타인을 대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함,

공중 장소에서의 자신감 향상 등을 예로 들며 몸에 대한 만족의 향상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동시에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확실히 자신감도 생기고 그 전에는 발표를 하면 제가 잘 못나

가 가지고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교수님도 찾아가서 고민 상담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좀 말 하는 것이 안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Z, 30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고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런지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지고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체질자체가 쪄서 고민이고 안 쪄서 고민인 그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

감도 생기니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그렇게 되면 더

예쁨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V, 26세)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체중 조절 또는 근육증량을 통하여 몸의 외형

적 변화가 향상 된 후 의복을 착용하면서 자각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 스타일의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응답자들 중에는 스

타일적 개선을 목표로 상체중심 몸 관리행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

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마른 몸 또는 작은키에 대한 불만족 요소 해소를

위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이가 개선됨과 동시에 스타일적 성취를 통

한 만족감을 진술 하였다.

“운동하다보니까 옷의 사이즈가 하나 커지더라고요. 원래 마른 몸인데

등만 좀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고, 아 그래서 이게 몸이 다르면 옷태도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죠.”

(F,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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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거나 불편하게 입었던 옷들이 편해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너

무 보람 있어요. 제가 노력한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C, 24세)

“몸이 변하니까 반바지 같은 건 전혀 안 입었는데 이제 입기도 하고 타

이트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크게 크게 입었거든요. 핏

같은 것도 크게 된 것만 입다가요”

(E, 27세)

몸의 변화를 통해 성취한 요소에는 관계지향적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

로, 이는 보편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인한다. 실제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으며, 몸의 개선

이 타인에게 가시화 되고, 타인의 칭찬 또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개인의

만족감과 직결되고 있었다. 특히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은 타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훨씬 더 크게 향상시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고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런지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지고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체질자체가 쪄서 고민이고 안 쪄서 고민인 그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

감도 생기니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그렇게 되면 더

예쁨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V, 26세)

“저는 스스로의 성취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기

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다랄까 만족감이 느껴질 때는 나 혼

자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너 몸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U,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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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 되게 갑갑한 생활에서

벗어나 환기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스트레스

해소

자기

정화

긍정

적

변화

“그 전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서적

만족

“운동하면 힘이 드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만큼 더 좋은 건강과 몸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비단 몸이 좋아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뭐랄까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외형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듣고 하는

집중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

에 사람들과 대화도 편해지고 그런 면에서 자신감

이 생겼어요.”

관계지향적

자신감

향상

자기

성취

“예전보다 확실히 자신감도 생기고...말 하는 것이

안정적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좀 외소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거나

요즘 운동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인데 그런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지

고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옷 같은 거 입었을 때도 뭐랄까 윤곽이 다르잖아

요. 나와 있는 부위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

어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스타일적

성취감
“원래 마른 몸인데 등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옷 사

이즈가 커지면서 더 괜찮아 보이고.”

[표 4-3]은 몸 관리행동을 통해 변화된 몸을 통해 변화된 긍정적 몸

의식의 하위 구성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몸 관리 행동을 통한 긍정적 몸 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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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 관리 행동을 통한 몸 의식의 부정적 변화

본 연구의 몸 의식의 변화는 자기정화와 자기성취를 통해서 긍정적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에 대한 민감도 상승으로 인해 부정

적 의식을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Foucault는 이에 현대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또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정교한,

그리고 집요한 권력의 섬세한 그물망이 개별자의 몸 위에 통제의 메커니

즘을 발휘하게 한다고 보았다(Gordon et al., 1991).

Foucault의 관점은 일종의 자기감시와 자기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오

늘날의 몸을 관리하는 행위가 표준화된 사회적 담론의 권력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Deci & Ryan(2000)은 운동에서 심리욕구가 만족되었

을 때 긍정적 정서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반대로 욕구가 만족스

럽지 못하면 최적의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여 부정적 정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기대결과를 획득하지 못한 경

우 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기대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도 몸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그 결과 몸에 대한 강

박관념이나 감시가 강화되는 부정적 의식도 상승하였다. 구체적인 진술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몸 감시 강화

몸에 대한 의식이 몸 관리 행동 실천에 따라 기대 결과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자기 안에 내면화 하여 자기를 관찰하고 바라보

는 자기 대상화를 불러일으킨다. 몸에 대한 감시로 나타나는 자기 대상

화는 몸에 대한 수치심이나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

끼며 최고의 동기 상태가 결여되어 내적 몸 상태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Fredrickson& Rogerts, 1997). 이러한 자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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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개인차적인 심리적 특성에 기반하며 자기 몸에 대한 감시로 나타나

고, 강박관념과 같은 자기통제를 실천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에 대한 의식이 재구성되면서 부정적 의식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기 몸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가 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이나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관찰하며 더욱 엄

격한 자기기준을 생성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더불어 몸에 대

한 세밀한 자기감시는 몸에 대한 불만족 요소를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 행동의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몸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성취욕구의

상승과 함께 불만족 요소를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현대는 누구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

찰자가 많을수록 감금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더

욱 증가하여 행동의 통제를 내면화시키게 된다(Foucault,1975). 즉 개인

은 스스로 신체적 자아에 주목하게 되고, 자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의식이

고조되면 자신의 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Cash &

Pruzinsky, 1990). 이러한 신체에 대한 감시성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

취효과를 경험한 이후 더 강화된다. 특히 그 과정이 힘들수록 몸에 대한

성취 욕구가 더욱 강화되면서 개인이 몸을 바라보는 잣대가 더욱 엄격해

진 것이다.

“저는 남한테는 관대한데 저한테는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남들이

살찌고 운동안하고 이런 거에는 신경 안 쓰이는데 저는 안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E, 27세)

“제가 이상하게 운동을 해도 팔다리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진짜 노력해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E,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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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변화를 더 관찰하게 됐어요. 거울보고 어디가

좀 좋아졌나? 두꺼워졌나? 빠졌나? 이런 거 자주 확인하게 되었어요.

보면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죠.”

(L, 34세)

몸에 대한 민감성이 확대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

는 행동이 확대 되었다. 이는 개인의 몸을 타자화 하고 더욱 면밀히 살

피게 되는 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 요소를 확장

시키기도 하였다. 자신의 몸에 대한 감시는 특징적으로 몸의 외적 형태

에 해당하는 실루엣에만 국한된 관찰이 아닌 외모 전반에 대한 관리행동

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몸 관리행동을 통해 신체적 성취가 이루어

지면서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 또는 개인의 만족감이 향상되면서 또 다른

성취결과에 대한 욕구의 확장가 확장되면서 외모관리행동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한동안 운동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안정

성 및 부작용에 대한 것만 확인되면 당장 해보고 싶어요. 특히 유재석이

나 임창정 그런 사람들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피부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M, 34세)

“주변 사람들은 다 반응이 몸 좋아졌다고 해요. 헬스 할 때 중요한 게 있

는데 등, 가슴, 허벅지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하는데 골격이 좋아져서

어깨도 넓어 보이고, 가슴도 좀 우람해 지고 그런데 저 아직 수영 할 때

상의 탈의는 좀 부끄럽거든요. 쫌 더 해야 해요.”

(Q, 27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다음날은 안가고 그러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다면 술자리

도 안 갔을 거고 몸 관리에 더욱 치중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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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그런 거에요. 저는 몸을 관리하면서 체지방률을 조금만 더 줄이고

근육량도 조금 늘리고 그러고 싶어요.“

(N, 34세)

응답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감시성의 확대와 함께 타인의 몸에 대

한 감시 또한 강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타인의 몸 감시는 타인을 평가

하거나 평가 내용으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실제

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서의 관찰이라고

진술 하였다. 이를 통해 몸 의식이 몸에 대한 감시로 확장이 되면서 자

신과 타인의 구분 없이 몸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자기관리 측면을 많이 봐요. 근데 자기관리

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인성 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

루어내는 성과? 업적? 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의 외모도 조

금 더 포괄적인 느낌으로 분위기까지 다 포함시키고 싶어요. 저는 저도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U, 23세)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등에

코어가 있잖아요, 척주 이런 부분. 그래서 누굴 보면 운동을 하셨네, 안

하셨네, 이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관리한 사람을 보면 호

감이 가요. 우선 공통 관심이 있으니까 가죠.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 보면 그걸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Z2, 20세)

(2) 지속적 통제

자기 통제란 보다 크고 자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뜻한다. 특히



- 101 -

이러한 자기통제는 특정한 행동의 형태를 수정하거나 그 행동이 나타나

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이 된

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자기 통제는 성취목표성향

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마음가짐이나 동

기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행동의 과정을

조절하고 자기 조절을 하면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기통제 피드

백 이론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박종태, 2001).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우도 다소 나타났다. 특히 몸의 외형적 조건을 개선하

기 위해서 식단조절에 대한 강박관념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을 줄이기 위한 강박관념임과 동시에 단백질 섭취를 통해 몸

관리행동의 보다 나은 성취결과를 유도하기 위함 이였다.

“ 평일에 술 약속이라도 잡히면 괜히 갈등되고 지금까지 한 거 망가뜨리

는데 이걸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의 수치가 계산되면서

저는 계산 더 하고, 안되겠다!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E, 27세)

“저는 고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서 고기를 먹고 나면 꼭 운동을 해

요, 살을 뺀 다기 보다는 먹은 단백질이 아까워서 그걸 섭취했을 때 운

동을 꼭 더 하려고 해요”

(A, 27세)

응답자들은 식단조절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몸 관

리행동 실천에 있어서도 강박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몸 관리행동

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상황적 조건에 대해 기피하거나,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형성한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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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남는 건 몸 밖에 없다 이러면서 보충제도 많이 먹고, 그리고 요즘

에는 하다보니까 관성처럼 해야 할 것 같고 하루일과가 되어 버린 느

낌이에요. 일주일에 과업이 있는 것처럼 안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듯 한

느낌? 구체적으로 얼마나 근육 량을 늘려야겠다! 이런 게 아닌데도 뭔

가 꺼림칙한 느낌이 나요”

(D, 27세)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몸이 힘들 때

까지 해서 몸 부피를 키우고 혹사시키는 듯 한 경향이 있어야. 따로

운동을 하지 못하면 집에서 1~2시간이라도 맨몸 운동을 해야 해요.”

(G, 28세)

[표 4-4]은 몸 관리행동을 통해 변화된 몸을 통해 변화된 부정적 몸

의식의 하위 구성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03 -

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서 남은 건 안 채워

질 것 같아요”
엄격한

평가

몸

감시

강화

부정

적

변화

“몸을 관리하다보니 이제 안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척추 이런 부분 그래서 누구를 보면 운동 좀 하셨

네! 안 하셨네. 이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운동한 거에 비해 종아리가 너무 비대해서 종아리

는 빼고 팔뚝은 더 키우고 싶어요.” 불만족

요소 확장
“살은 많이 빠졌는데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고기를 먹고 나면 꼭 운동을 더 해요”

강박관념

생성

지속

적

통제

“하다보니까 관성처럼 해야 할 것 같고 하루일과가

되어 버린 느낌”

“평일에 술 약속이라도 잡히면 괜히 갈등되고 지금

까지 한 거 망가뜨리는데 이걸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

아요.”

[표 4-4] 몸 관리 행동을 통한 부정적 몸 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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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과정

각 시대별로 남성의 몸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변화는 당대의 시대

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관념과 개인의 주체적 의식에 따라 변화 하였

다.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문화 배

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몸 의식의 발현에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개인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개인에게 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강력한 집단주의와 외모지상주의에 영향을 받아 외모

에 대한 평가 의식하게 되면서 몸에 대한 의식이 발현되면서 몸 관리행

동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집단주의는 매우

강력하게 몸 의식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군대에서의 집단

의식이 몸 의식 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는 국방이라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 신체단련과 같은 규칙적인 훈련

을 통해 독특한 남성문화를 창출하면서 집단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다. 군대의 집단 문화는 신체적인 단련을 강요하고 실제 몸의 기능적 우

위뿐만 아닌 외형적 우위가 위계질서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서 각 개인

들의 몸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성은 남자다워야 하며 이에 기반을 두어 남성의 몸은 남자다

워야 한다는 집단의식이 각 개인에게 내면화 되면서 몸의 왜소함을 단점

으로 인식하면서 몸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의 생물학

적 특성을 통해 여성과 구분지어지길 원하고 있었으며, 몸을 통해 남성

다움의 의미 발현을 하고자 하는 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외모에 의한 평가를 의식하는 경향이 강화 되면서 몸

관리 행동에 동기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의 특징은 외모를 통

해 업무 및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의 의미는 사회적 성취에 있고, 여자의

의미는 아름다움에 있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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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진 & 성희원, 2007). 이에 과거에 한국 남성들의 몸은 신체적 호용

에 기초하고, 여성은 매력에 기초하여 평가됨으로서, 남성의 몸 관리행동

은 외모관리의 목적 보다는 체력단련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외모

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특히 외모가 면접 및 직무환

경에서 능력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

여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 요소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

의 성찰과정을 통해 몸의 건강관리, 인상관리, 심리적 만족감을 의식하게

되면서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몸 의

식이 발현된 경우는 새로운 성취결과를 위한 목표가 있거나, 업무 및 학

업의 보다 나은 결과 유도를 위한 목적을 띄고 있었다.

몸 관리행동의 주요 동기가 인상관리인 경우, 이성 관계와 이미지, 스

타일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발현된다. 특히 자기표현 욕구

가 높은 20대 연구 참여자들은 스타일 개선을 통해 본인이 불만족스러웠

던 의복 선택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개인

의 심리적 만족감 향상을 위한 몸 의식의 발현이다. 이는 개인이 가진

신체적 불만족을 해소함으로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거나 또 다른 성취결과

와 한계에 도전함으로서 자긍심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과 개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몸에 대한 의

식을 발현하게 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몸 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개인의 몸 의식은 몸 관리행동의 성취결과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의식이 상승에 따라 변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중조절 효과와 건

강개선, 근육증량을 통한 몸의 외형적 변화를 통한 몸의 개선된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몸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몸의 개인의 기대요

소 성취에 따른 만족감을 획득함으로써 변화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

적 영향력이 개인에게 더욱 영향력 있게 작용하면서 자기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부정적 의식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몸에 대한 감시가 강

화되거나 통제하려는 의식의 확장은 몸 관리행동을 강화하여 실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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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의 몸 의식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따라 발현

되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성취결과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한다. 개

인적 요인으로 몸 의식이 발현된 경우에도 국내의 집단의식과 외모지상

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 아래서 독립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상대

적으로 자율화 되거나 억압적인 측면이 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성취결과와 몸 의식의 변화정도는 개인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

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장 되었다. Rudd & Lennon(1994)은 개

인의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느냐에 따

라 이상적 몸 이미지와 실제 자신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의

복을 통한 극복하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

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몸의 변화를 통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를 가지지만, 몸에 대한 민감도 상승으로 인해 의복

관심이 향상되면서 의복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4-1]는 개인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과정을 도표화 한 것이다.

[그림 4-1] 개인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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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본 장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에 따라 변화된 의복 태도를

고찰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과의 관계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절

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복태

도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복태도

변화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를 확인하고 그룹을 분리

하였다. 이를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에 따른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3절에서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 하는 그룹

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과 이를 통해 개인이 발현하고자 하

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앞장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몸 의식 변화에 따른 의복 태도 변화

본 절은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에 따라 의복태도의 변화가 있었는

지 확인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영향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대의 의복은 제 2의 피부(Horn & Gurel, 1981)라고 개념화 될 만

큼 인간에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전

달하는 가시적 매개체로 활용 된다. 의복은 가시적이며 비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도구로서 소비자들은 자신을 가장 적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달 할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하고자 한다.

특히 의복은 단순히 몸의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몸의 특징을 표현하

기도 하며 장․단점을 확대 및 축소하는 등 몸과 상호보완의 관계를 가

진다. Shilling(2012)은 패션은 몸에 관한 것으로서 패션이 몸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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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개

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외모나 몸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한다. 의복이 몸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심리적 자신감이나 적극성 또는 위축을 경

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은 몸 이미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몸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패션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로, 1980년대 이후 몸이 관리의 대상이라

는 개념이 확장되면서 몸의 조작과 변화는 패션의 발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시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의 외모관리가 중요해지

고 남성의 몸이 대상화 되면서 지난 몇 년 사이 남성들의 외모나 몸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에 남성들도 옷이나 장신구를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몸을 관리된 몸을 의복을 통해 표

현함으로써 자기표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자기표현을 Jourard(1971)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

는 과정으로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시키고 관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몸 의식의 긍정

적 변화는 자신감과 스타일적 성취와 직결되면서 자기표현 욕구가 증가

하였으며, 자기표현 방식은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몸을 통한 표

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기표현 욕구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도를 확장 시켰

다. Kaiser(1997)는 자신의 몸에 대한 감정이 의복의 선호와 태도의 형성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몸 관리행동

의 성취 결과로 몸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면서 느끼

는 시각적 변화에 따른 몸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 시켰다. 더불어 이러한

만족감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변화 가능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몸이 긍

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패션 스타일 표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 변화에 따라 이

상적 몸 이미지와 실제 자신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의복을

통해 극복하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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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들은 몸의 변화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식이 형성 되거

나 변화함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의복 관심이 확장된 의복 태도는 의복 선호에

있어 취향의 변화를 극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들의 실제

취향은 유지하되 자신의 몸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이즈

와 핏감, 노출을 통한 몸의 표현과 같이 몸의 맞음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였다. 더불어 의복구입 시 피팅을 통해 의복이 자신의 몸을 긍정적

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몸에 대한 민감성이 개인의 의복태도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첫 번째 특징은 개선된 몸의 변화를 옷을 통해 그대로 드러냄으

로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Cash &

Pruzinsky(1990)은 부정적인 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을

피한다거나 노출이 있거나 꼭 끼는 옷 대신 헐렁한 옷을 입는다거나, 신

체적 친밀감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결

과 의복 관심 정도가 낮았던 남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선된 몸의 변화

는 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몸을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도 가져왔다.

몸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는 과반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복

관심을 향상 시켰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신체적 단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의복 선택의 목적을 두는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해 민감하게 감시하고 통제함으로

써 자신의 체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감

시가 강한 집단의 경우 의복과 몸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의복태도에 있어

서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몸을 드러내는 정도를 완한 스타일을 선

택하는 등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패션과 몸을 분리하여 의복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

었다. 이는 자기표현의 욕구에 있어 의복의 중요성이 몸의 중요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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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응답자들은 몸의 개선과 같은 성취를

달성한 경우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수용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응답자들은 몸을 활용한 자기

표현의 욕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을 활용하

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을 통한 성취결과에 따라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대되었다. 또한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복태도를 나타내며 의복태도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들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

었고, 의복 구입에 있어서도 몸의 중요성이 각 개인에게 강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표현이 신체노출 의복행동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기 표현력이 높을수록 신체노출 의복행

동에 대한 수용력이 향상되고 실제 의복 착용 경험도 상승하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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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와 발현요인

본 절은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에 따른 의복태도 변화 결과 분석

을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한국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그 수용정도의 변화를 가져왔

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의복선택에 있어서

도 몸을 드러내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에 본 절에서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에 있어 어떤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선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의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 발현의 촉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개선된 외형적 몸의 실루엣을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 이

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몸의 외형적 개선을 통해 성취한 심리적 자

신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

서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시키고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몸의 표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확대였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확대된 연구 참여자들은 몸의 성취 결과에 있어

적은 변화를 보인 참여자들보다 패션스타일의 유행과 디자인에 대한 심

미적 관심이 상승하였다. 특히, 의복을 통해 몸의 외형적 매력을 가시화

하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확대된 것을 알 수



- 112 -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몸 관리행동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본인의 만족감

과 더불어 타인의 상호관계에서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개인의 몸에

대한 민감하게 살펴 이러한 특성이 패션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

성에 기반을 둔다.

(1) 타자 지향적 과시 욕구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의 외향적 특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신체적 성취를 이

룸으로서 자신감이 향상하고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바

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몸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돋보이고 자랑을 위한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을 통해 개인의 몸 관리 방식이나 자신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와 같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하기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남자의 선 같은 거를 잘 빠져 보이게 해주고 핏대로 딱 맞춰 입으면

몸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몸이 참 좋구나! 연상이 되

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리도 쭉 떨어져 보이고요. 이왕 아침마다 열심

히 운동하는데..왜 아침마다 쇳덩이를 들고 있겠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I, 24세)

“저는 전반적으로 몸매 드러나는 옷이 좋아요.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타이트한 신축성 있는 티셔츠는 제가 그 정도의

몸이 안 되서 못 입어봤지만, 몸이 더 좋아지면 꼭 입어 볼 거 에요. 그

런 거 입는 게 내심 부럽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월감 이

런 거 느껴 보고 싶어요.”

(S, 27세)



- 113 -

이처럼 개선된 몸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한 것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고 선호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과시는 일상적 언어로 특별한 개념이 없이도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논하지만 Veblen의 논의에 입각해 보면 두 가지 함의를 포함한

다. 첫 번째는 자랑 또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 보임 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을 관리하는

실천행위를 통해 몸의 변화를 성취한 결과로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몸을 자랑함과 동시에 더욱 잘 도드라져 보이고자 하는 욕

구에 기반하여 촉진되고 있었다.

“제가 길쭉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펑퍼짐한 스타일보다는 몸에 잘 맞게

입어요. 예전에 동생이 사줘서 오비핏을 한번 입어봤는데 친구가 너는 가

뜩이나 상체가 큰데 비율 안 맞고 더 커 보인다고 해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바로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핏한 옷을 보통 즐겨 입어요.”

(Z, 30세)

(2)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두 번째 촉진 요인으로는 개인 내면의

만족감을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 기반을 둔다. 남성

들은 몸의 개선된 변화를 성취함으로서 개인 스스로 몸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패션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

낼 수 있는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통해 몸을 존중하는 의복태도가

확장 된 것이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집단은 과거에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시도하지 않았지만, 몸이 개선된 이후 개인 스스로 몸에 대

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스타일 표현으로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논의 하였던 개선

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두드러져 보이



- 114 -

고자 하는 몸의 과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더욱 자신의

몸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서 몸에 대한 개인의 자기만족적 표현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그들은 몸의 외형적 형

태를 비롯한 특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핌으로써, 패션 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의 중요성과 존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일상에서도 확인하고 의식함으로써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고양되고 있었다.

“제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특히 셔츠나 티 같은 거는 제가 달라붙는 스

타일의 옷을 입어요.. 제 몸이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제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완전 스키니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라인이 살릴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입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 되 있는 몸이랑

안 되어 있는 몸이랑 남들은 몰라도 제 스스로 차이가 느껴져서 그런

게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U, 24세)

“제가 운동을 하면 가슴근육이 빨리 커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스웨터 같

은걸 입으면 아무래도 그게 잘 드러나니까. 그렇게 입으면 스스로도 제

몸이 더 나아보이고 이제는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 같아

요.”

(A, 27세)

몸의 만족적 변화는 개인의 몸에 대한 긍정적 민감도를 상승시킴으로

서 의복으로 몸을 표현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자신의 몸을 인지하고 의복

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

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인지가 확장되면서 의복을 선택할 때에

도 몸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복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몸

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이들의 욕구에

가장 부응 하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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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역삼각형이 되게끔 입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 같은 반팔이라도 어깨가 되게 좋아 보이는 반팔이 있고, 넓어

보이는 반팔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신경 쓴다던지, 바지를 입을 때도 통바

지가 되면 더 짧아 보이고”

(Z5, 24세)

“제가 키가 작아서 아래까지 펑퍼짐하게 입으면 작고 납작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하의를 얇게 입으면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

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덜 타이트해도 하의 핏을 강조해요.”

(U, 24세)

몸을 관리하는 실천행위를 통해 몸의 개선된 변화를 성취한 결과로서

몸에 대한 만족감의 확대는 의복 표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를 생성시키다.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자신감은 의복 스

타일 선택 폭의 확장을 가져왔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선택하

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여 시도해보기도 하였고, 가장 많이

언급된 스타일이 몸의 실루엣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이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몸에 대한 만족감 상승은 확장된

의복 선택으로 매게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하게 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전보다 몸이 좋아지면서 반바지 같은 것도 전혀 안 입었는데 입

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트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크게

크게 이렇게 입었거든요. 약간 타이트한 것도 팔 같은 것도 약간 크게 된

것만 입었다가 좀 짧게 붙는 옷도 입게 되고요. 이제 남들에게 내 체형

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키니 관련해

서도 여자들이 처음에는 남자들이 왜 입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몸매 좋으면 저런 거 입으면 예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E,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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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

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상대적으로 가슴근육이 발달해서 니트를 입으면 아

무래도 그게 잘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런게 괜찮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 같아요”

몸의 변화

과시

타자

지향적

과시 욕구

수용

•

선호

“남자의 선 같은 거를 잘 빠져 보이게 해주고 핏대

로 딱 맞춰 입으면 몸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몸매 드러나는 옷이 좋아요. 제가 뭐 하

러 아침마다 아령 들고 있겠어요. 좀 남들이 알아줬

으면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몸매 드러나는 옷이 좋아요.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몸이 좋으면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몸이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제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 라인이 살릴 수 있는 옷들

을 많이 입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 되 있는

몸이랑 안 되어 있는 몸이랑 남들은 몰라도 제 스스

로 차이가 느껴져서”

몸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 증가

자기

만족적

표현 욕구

“스웨터 같은걸 입으면 아무래도 그게 잘 드러나니

까. 그렇게 입으면 스스로도 제 몸이 더 나아보이고

이제는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 같아

요.”

“몸이 역삼각형이 되게끔 입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은 반팔이라도 어깨가

되게 좋아 보이는 반팔이 있고, 넓어 보이는 반팔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신경 쓴다던지, 바지를 입을 때도

통바지가 되면 더 짧아 보이고”

몸의

구체적

보완“제가 키가 작아서 아래까지 펑퍼짐하게 입으면 작

고 납작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하의를 얇게 입으면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는 거 같아요. 그

래서 위에는 덜 타이트해도 하의 핏을 강조해요.”

[표 5-1]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선호의 영향요인을 하위 구

성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선호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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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적 수용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

우가 있었다. 이 그룹은 의복이 개인의 몸 실루엣과 특성을 표현하는 중

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패션 스타일의 발현에 있어 신체의 편안함을 우선시하

고 몸을 패션보다 존중하는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을 부각하는 것이나 은폐에 의미를 두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1) 몸의 안정감 추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과시하거

나 드러내는 목적으로 의복을 차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는 패션과 몸을 분리하여 패션스타일을 발현하고 몸의 중요성보다 패션

을 중시하는 경향 또는 몸과 패션을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중요성을 패션보다 중시하는 경향은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이 몸에 밀착하여 신체적 활동성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바디컨셔스 패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개인이 자

신을 패션을 통해 표현함에 있어 몸의 편안함의 중시 즉, 몸을 우선시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이 몸의 안정감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한창 스키니 유행할 할 때 도 안 입었거든요. 입어본적도 없는데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별로 좋은

기분 아닐 거 같아요. 제가 하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두꺼운 편인데 허

리가 크지는 않은데 무릎위로 다 커가지고 36인치 입어야 하거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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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거 같아요. 그냥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J, 21세)

남성들은 몸 관리행동이 지속되면서 몸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고,

대표적인 몸의 가시적 변화로는 근육증가를 들 수 있다. 개개인에 따라

몸을 부위별로 다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경우도 있었지

만 근육증량이 높게 나타날수록 바디컨셔스 의복을 착용할 경우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몸에 대한 민감성이 확대되면

서 외형적 실루엣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높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신축성과 쾌적성과 같은 기능적인

특성을 접목한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와 달리 일상복으로서의 바디컨셔

스 의복은 개인의 신체적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뽑고 있었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셔츠도 핏하게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몸이 크니까 붙는 바지 같은 거는 처음에 입을 때 고통스럽거

든요. 그렇다고 처음에 좀 편하게 입으면 바지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

고 그래서 허리 맞으면 사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입게 되긴 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좀 헐렁하게 편하게 입

는 취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V. 26세)

(2) 몸과 복식의 분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의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의 두 번째 영향 요인은 의복을 통해 몸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기인하여 의복을 선택하지 않고 몸의 특성을 통해

의복의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의식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

들은 의복의 실루엣을 통해 몸을 가시화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실제로 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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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

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저는 스키니 한창 유행할 때도 절대로 안 입었

어요. 보는 것부터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몸의

편안함

추구
몸과

패션의

분리

선택적

수용

“그냥 조금 헐렁하게 입고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

는 걸 가장 많이 입어요.”

“ 원래 큰 옷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진짜 몸 괜찮

은 사람은 대충 입어도 좋다고 보니까 일부러 드

러내는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몸의

우선시
“옷을 아주 오버핏으로 입지 않는 이상 저절로

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을 통해 변화된 몸은 의복의 실루엣을 굳이 드러내어 발현하지 않더라

도 몸의 형태가 의복의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몸과 패

션을 분리하여 스타일을 발현하고 있었다. 개인이 특별하게 패션요소를

통해 몸을 치장하고 가꾸지 않아도 몸의 개선 자체가 의복 스타일의 자

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의 수용정도 및 선호 여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 원래 큰 옷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진짜 몸 괜찮은 사람은 대충 입어도

좋다고 보니까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D, 27세)

“옷을 아주 오버핏으로 입지 않는 이상 저절로 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팔을 드러낸다거나 민소매를 입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니트를

입든 가디건을 입든 티를 입든 어짜피 몸 좋은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히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F, 26세)

[표 5-2]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선택적 수용의 영향요인을 하위 구성

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2]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선택적 수용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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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배제․불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 의식이 개인에게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특히 자기 표현 욕구와 같이 개인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개

인들에게 수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

용정도는 몸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와 관련되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회관계속에서 습득한 의식의 작용은 바디컨셔스 스타일을 발현

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대는 개인의 표현성과 소비가 강조되면서 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문화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몸의 개선과 같은 성취결과를

획득한 남성들은 패션을 통해 개인의 몸을 과시하거나 몸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재현하고 과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룹과는 반대로, 의복 선택에 있어

개인의 몸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몸의 가시화를 축

소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었다.

(1) 타인 시선의 불편함

본 연구 결과 개인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체형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변화하기 어려운 몸의 부분에 있어 불만족을 느낄 경우

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상승하면서 패션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의 그룹은 실제로 의복을 통해 몸

을 은폐하려는 특성을 보였고, 반대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몸을 드

러내는 특성에 대한 반감으로 배제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려는 의식은 자기 자신의 몸

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인의 몸을 왜곡하여 살피거나 단점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몸 의식의 영향아래 이

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단점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있었다. 즉, 이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결과로 타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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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이

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원래는 슬림하게 붙는 걸 좋아했는데 몸이 뿌니까 옷이 너무 뿔어 보

이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딱 맞게 입는게 멋이 없어 보여요.”

(D, 27세)

“요즘 머슬핏이라고 몸 좋은 사람들이 몸매가 드러나게 입는 그런 옷들

내가 몸이 그렇게 까지는 안 되니까 못 입고요. 제가 하체가 다른 사람

에 비해서 굵은 편이어서 스키니 까지는 아니더라도 핏감이 좋은 바지를

입으려고 하면 너무 안 어울려서 도전해 보고 싶었지만 포기했죠.”

(M, 34세)

“제가 엉덩이가 커요. 아우터도 그렇고 티는 짧은걸 안 좋아해요. 상의가

짧은데 엉덩이가 이렇게 크면 이상해 보이니까. 저는 긴 코트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H, 27세)

더불어,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몸의 단점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 자신의 몸 자체를 드러내는 것

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내재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개인의

몸의 만족정도와도 관련이 있었지만, 대게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의 몸

이 공적 장소에서 가시화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혹은 보수적인 시각이

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몸을 드러내

는 옷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으로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인

것과 달리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 발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

각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작용하고 있었다.

“옷은 저 좋자고 입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다

고 보거든요”

(O, 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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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진 입어 봤는데 일단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자의 몸이 부담스럽

게 노출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어요.”

(L, 34세)

(2)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본 연구의 대상인 20~30대의 젊은 층은 의복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

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 유지가 중요

한 20~30대의 인식과 매우 깊게 연관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

인 문화적 규범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야 한다는 심리가 발현되고 있었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하는 요인으로는 타인의 시선 및 때

와 장소를 가려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즉, 이들에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한국의 사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그룹의 연

구 참여자들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자신의 판단을 믿고 표현한 다기

보다 타인 및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정숙성과 관련된 인식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Creekmore

(1971)은 의복의 정숙성을 겸양적인, 예의바른, 품위 있는, 허식 없는, 보

수적인 의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의 정숙성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과 같이 몸에 밀착하여 실루엣을 드러내는 의복에 대한 보수

적인 태도와 직결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몸에 대한 보수적인 의식

이 현대까지도 잔재하여 연구 참여자 개인에게 체화되어 나타났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옷이 조금만 타이트하면 여학생들이 셔츠 열

어봐도 되냐고 농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동료 선생님들

이 저한테 학교에서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하셔서 의식하고 수업 할 때

는 일부로 퍼진 옷을 입어요. 그런 외부적인 갈등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Z,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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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같은 거 요즘 붙는 거 많이 입는데 원래 와이셔츠 같은 거는 공적

인 자리 같은데 입고 집에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L, 34세)

주요 생활공간이 직장 환경인 30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직무 생활

에 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정숙성에 위반된다고 인식하거나 제재

를 경험하였다면, 20대의 경우 동료 집단과 같은 타인에 의한 제재로 인

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을 배제한 경우가 두드러져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0대보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정도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몸과 의복에 대한 암묵적 규

범이 한국 남성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제가 신축성 있어서 몸에 붙는 티셔츠는 옛날에는 잘 입고 다녔는데 14

년 기점으로 잘 못 입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찌셔츠라고 해서 너

무 부각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핏하게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좀 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넉넉하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V, 26세)

“저는 쇄골 드러나는 파진 티셔츠 이런 거 잘 입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다 보인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의견 무시하고 처음엔 되게 잘

입고 다녔는데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비판을 세게 받으면서 그런 시도

들이 많이 줄었어요. 회피하는 거죠. 제가 그런 비판이 없었다고 하면 시

스루 이런 것도 시도 해보았을 거 같아요..”

(Z, 30세)

“달리기 할 때 쫄쫄이 입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봤나 봐요. 친구들이 넌 어떻게 속옷만 입고 뛰냐? 뭐 좀 입

고 뛰어라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그 때 이후로 잘 입지 않게 되었어요.”

(G,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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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또는 불호하는 경우 개인

에게 내재화된 정숙성에 대한 의식에 의해 몸에 밀착하는 소재의 옷, 신

체 노출이 많은 옷의 착용을 선호하지 않고, 몸의 실루엣을 가시화 하지

않는 옷차림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인의 정서

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보수적 시각은 유교적 가치에 여전히 기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교적 사상의 내면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문화를 이해하고 개인들의 행동과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가 된다. Monkhouse, Barmes & HanhPham(2013)의 연구에서도 동

아시아인들에게 강력하면서도 보편적으로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유교적 가

치로써 체면의식, 겸손, 집단성향, 위계성, 호혜성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

은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한국 남성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남성은 몸 의식과 패션스타일 발현 모두에 있어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 성향과 도덕성을 개인의 체면, 사회적 관

계의 원활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성향은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집단주의적 문화의 만연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보수적

시각의 가시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 성별 패션스타일의 고정관념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들이 입기에 어떤

의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구별 지어져

나타난다. 따라서 의복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도구로서 인식되어져 왔고, 의복의 기원과 발달에 있어서 성별

요인은 중요한 요소였다. Hollander(1995)에 따르면 노동, 사냥, 군사적

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다움은 복식에 잘 표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남성들은 그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소위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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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여성들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복장을 입어왔다. 하

지만 현대의 남성에게 있어서 남성다움을 중시하던 성별 고정관념이 완

화되면서 남성복에도 바디컨셔스 경향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성별 이미지를 대표하는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의 잔재가 연구

참여자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주요 방해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한국 남성들은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남성의 의복스타

일의 범위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몸에 밀착하거나 몸을 노

출하는 특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여성스러운 스타일 혹은 여성만

이 착용하는 스타일로 인식하는 성별 패션스타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

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

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한 듯 안한 듯 신경 쓴 듯 안 쓴 듯, 드러낸 듯 안 드러낸 듯

하게 하게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짧은 반바지를 입은 남자는 남자

가 치마 입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H, 27세)

“요즘 상황에서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요즘엔 여성스럽다, 남성

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은 여성스럽게 남성분들은 남성스럽게 입는 걸 선호해요. 흔

히 남자들이 핑크색을 입는다던지, 딱 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게

꺼려지는 거 같아요.”

(Z5, 24)

Goffman(1976)은 젠더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순

히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여

성성의 구분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성별 구분짓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결과가 아닌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문화 의식이 개인에게 체화

되어 개인이 스스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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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전통적 문화가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남성은 남성다운

이미지를 구현하여야 하며, 여성은 여성다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일

반적인 것처럼 이해되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 이분법적 사고가 다소 완화 되었다고 믿

어져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여성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크로스 섹슈얼

이나 패션과 외모를 중시하는 메트로 섹슈얼과 같은 용어가 더 이상 낯

선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의 몸이 신체적 호용에 기초

하고 여성은 몸의 매력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의식이 패션스타일 표현에

도 잔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이 내재된 의식의

잔재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여성의 스타일로 규정하거나 여성스러

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남성들에게도 인식하면서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배재 또는 불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차승원이 입었던 레깅스에 반바지 코디한 게 괜찮아 보이는 거

예요. 근데 뭐랄까 레깅스는 바닷가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터

레깅스 아니면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져요. 반바지에 레깅스 여자

스타일 아닌가요?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혼자 입을 수는 있겠는

데 밖에서는 절대 못 입고 나갈 거 같아요.”

(D, 27세)

“예전에는 스키니 이런 거 유행해서 잘 입었어요. 그땐 샤이니처럼 마른

게 좋아 했어 서 딱 달라붙는 바지 입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게이 같다

고 했어요. 대쉬도 받아봤어요 그거 때문에 싫어지더라고요”

(Z2, 26세)

[표 5-3]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배제․불호의 영향요인을 하위 구성

요소 및 의미단위, 주요 진술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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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내용 요약
의미

단위

하위

구성

요소

상위

구성

요소

“원래는 슬림하게 붙는 걸 좋아했는데 몸이 뿌니

까 옷이 너무 뿔어 보이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몸의 단점

부각에

대한

두려움 타인

시선의

불편함

배제

•

불호

“바지 입어보면 허벅지부터 너무 붙지 않는지 확

인해요. 제가 허벅지가 발달해서 그런지 제일 먼

저 신경 쓰이더라고요”

“옷은 저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스키니 진 입어 봤는데 일단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자의 몸이 부담스럽게 노출되는 것 같아 부담

스러웠어요.”

“셔츠 같은 거 요즘 붙는 거 많이 입는데 원래

와이셔츠 같은 거는 공적인 자리 같은데 입고 집

에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직무환경에

서의 제재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제가 타이트한 셔츠 입으면 학생들이 막 열어봐

도 되냐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동료 선생님들

이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해서 일 할 때만이라도

안입죠. 이런 외부적 갈등 때문에 좀 더 보수적

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걸 찌셔츠라고 해서 너무 부각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핏하게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좀 뭐라고 그러니까..”
타인의

제재
“근데 친구들이 너무 다 보인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의견 무시하고 처음엔 되게 잘 입고 다녔는

데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비판을 세게 받으면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레깅스처럼 몸에 붙는 스타일은 여자들의 전유

물처럼 느껴져요.”
여성적인

스타일

이라고

내면화

성별

패션스타

일의

고정관념
남자들이 핑크색을 입는다던지, 딱 붙는 옷을 입

는다거나 그런 게 꺼려지는 거 같아요.

[표 5-3]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배제․불호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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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화하면 다양한 촉진 및 방해 요인이

발견된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촉진 및 방해 요인은 몸 의식 발현

요인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개인이 몸에 대해 발현되는 개인적 영향요인

과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자

들의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수용하는 경험이 상승, 유지 또는 축소

되는 경우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그룹의 공통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스타일 발현의 영향 요인을 알아 본 결과 각 그룹은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그룹, 선택적으

로 수용하는 그룹, 배제하고 선호하지 않는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하고 선호하는 그룹(A)는

[그림 5-1]과 같이 개인의 욕구에 기인하는 자기표현욕구와 같은 개인적

영향요인이 스타일 발현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B)는 개인적 영향요소와 사회․

문화적 영향요인이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그룹(C)는 개인적인 영향요인 보다 사회․

문화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을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은 타인시선의 불편

함,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과 성별 패션스타일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5-1]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에 따른 영향 요인과

하위구성 요소를 도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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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에 따른 발현요인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선호하는 정

도는 몸 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 일상복으로

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집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의 몰입도가 증가하면

서, 개인들은 신체적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

를 착용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착용경험이 증가할수록 몸의 외형적 실루

엣을 드러내는 형태에 대한 반감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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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걸 산 목적은 바지였어요. 일단 너무 아프니까 입게 됐죠.

뭐 일단 너무 아프니까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부

끄럽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나..

그런데 일단 사서 요리조리 보고 입고 나가서 타보고 시작을 하니까 편하

고 자연스럽게 위에 것도 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다가 조금씩 하나둘씩 밀착되는

옷으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편해서만 아니라 예뻐서 입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인데 점점 빠져들수록 옷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런 걸 제가 입는다는 상상을 못했는데 나름 되게 예뻐 보이는 거 같고,,

남들 눈에는 혐오스러운 옷일 수 있는데.”

(B, 30세)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 착용 경험이 상승할수록 바디컨셔스 스포츠웨

어 수용․선호하는 정도는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크게 두 가

지 요인으로 대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특성에 대한 만족감이

다. 현대의 스포츠웨어는 첨단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섬유와 소재 및 디자인 전반에서 기능성 추구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스포츠 웨어에 각 신체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능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개인 신체의 활동성과 쾌적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은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것을 의

미한다. 두 번째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 수용․선호 상승의 영향요인은

전문성 과시 욕구이다.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는 몸 관리행동의 전문성

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개인의 과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스포츠 집단의 소속감이 형성되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

“ 처음에는 선택하고 그럴 때 진짜 민망했고, 단톡방에 이제 저 오늘부

터 쫄쫄이 입습니다! 이러면서 개그화 시키기도 했고 입는 저도 당혹스러

웠죠. 이게 특히 안입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웃기잖아요. 저도 처음에 너무

민망했는데 이게 입으면 입을수록 시원하고 활동성이 너무 편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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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면만 아니라 내가 이 운동에 대

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충성도가 높아진 느낌도 들구요. 그

리구 확실히 나랑 비슷하게 입지 않고 캐주얼하게 입고 나온 사람들 보면

내가 더 전문적이고 전문적으로 운동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웨어를 입은 사람끼리는 같이 그룹지어서 타기도 하는데

그렇게 소속감 같은 게 들기도 하고요.”

(Z3, 34세)

이와 같이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를 수용․선호하는 경향을 일상용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에 대한 심미적 기준은 착용 경험 유무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바디컨셔스 스포츠

웨어를 착용하기 이전에는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의 몸의 실루엣을 적나

라하게 드러나는 특성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의 착용경험이 증가하고 개인적 만족도

가 향상될수록 “예뻐 보인다.”와 같은 진술을 통해 실루엣에 대한 심미

적 기준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바디컨셔스 스포츠웨

어에 대한 타인의 제재(비판)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

지 않고, 그 용도와 기능의 필요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

시 착용하는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에서의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특징

은 착용 이후 일상복과 다르게 본인 체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

고 타인의 시선에 있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의 지속적인 착용은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감소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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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활용경향

본 절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어떠한 선택기

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활용하는지에 대해 개인적 경험 및 감정에 따라

진술을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 활용경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의 어휘를 분석하

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Finkenauer et al(1993)은 의복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와 함께 내재된 가치와 태도가 구체적으로 표명되는 것이며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들의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가치관

이나 흥미,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의복선택 및 활용 방법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

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선택요인의 분류기준이 불분명하면 각기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몸

의식이 변화하면서 수용․선호하는 그룹 1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로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 참여자들의 특징은

의복 선택에 있어 몸이 가시화 되어 표현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개인의 몸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이 자신의 개선된 몸을 더욱 긍정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스타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응답자 개개인들의 패션취향과 사회․문

화적 배경의 차이 및 체화 정도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

이 다소 개인화되어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스타일 발현에 기반을 두어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요소인 실루엣, 색상, 소재 및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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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상복 사진을 동의

하에 제공받아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진술과 시각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에 관한 인터뷰

를 분석함에 있어 각 아이템을 설명하는 진술에 나타난 어휘들을 정리하

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패션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몸을 평면적으로 가시화 하는 기존의 의미보다 개인적 차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몸의 의미가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도출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선호 그룹의 바

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 경향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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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연

령

용

도

바디컨셔스

일상복 선호

아이템

바디컨셔스

일상복 선호

컬러

바디컨셔스

일상복 선호

소재 및 패턴

설명 어휘(형용사)

1 A 27
일

상

니트,

슬림 슬렉스
낮은 채도 무늬 없는

강한, 멋있는, 단순

한, 자유로운, 편안한

3 D 27
일

상

스키니 진,

셔츠
검정, 흰색 무늬 없는

건강한, 단정한, 자유

로운, 편안한

4 E 27
일

상

티셔츠,

반바지
흰색, 무채색 무늬 없는

세련된, 남성스러운,

단정한, 무난한

5 F 26
일

상

셔츠,

티셔츠,

슬림 슬렉스

무채색 무늬 없는
세련된, 매끈한, 멋있

는, 탱탱한

6 I 24
일

상

셔츠,

티셔츠

흰색, 빨간색,

검정색
무늬 없는

세련된, 강한, 멋있는,

남성스러운, 건강한

7 M 34
일

상

셔츠,

티셔츠

무채색,

네이비

무늬 없는

스트라이프

매력 있는, 능력 있는,

남성스러운, 깔끔한

8 N 34
일

상

셔츠,

티셔츠
무채색 무늬 없는

세련된, 단정한, 자유

로운

9 Q 27
일

상

셔츠,

티셔츠

색 구분 없이

단일색상
단일 그래픽

건강한, 단정한, 멋있

는, 남성스러운, 활동

적인, 생기 있는

10 S 27
일

상

티셔츠,

스키니 진
흰색, 검정색 무늬 없는

우월한, 매력 있는,

남성스러운, 멋있는,

부담스러운, 예쁜

11 U 24
일

상

티셔츠,

셔츠

네이비,

파란색,

하늘색

무늬 없는

세련된, 멋있는, 남성

스러운, 활동적인, 단

순한

12 V 26
일

상

스키니 진,

슬림 슬렉스

네이비, 회색,

검정색
무늬 없는

매력 있는, 단순한,

심플한, 불편한

13 Z 30
일

상

티셔츠,

스키니 진,

슬림 슬렉스

흰색, 검정색
무늬 없는

단일 패턴

매력 있는, 부드러운,

단정한, 역동적인, 활

동적인, 남성스러운

14 Z2 26
일

상

티셔츠,

셔츠
무채색 무늬 없는

매력 있는, 남성스러

운, 건강한, 섹시한

15 Z4 24
일

상

티셔츠,

셔츠

무채색,

파란색
무늬 없는

세련된, 남성스러운,

활동적인, 편안한

[표5-4]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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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의의 구분된 실루엣 활용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집단에게도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의 정도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디테일을

고려하는 행동에 관련된 진술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실루엣(silhouette)은

음영, 윤곽 등의 의미로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전체적인 윤곽선 또는 입

체적인 아웃라인을 드러내는 외형으로 정의되며, 바디컨셔스 패션 디자

인에서 의복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의

복의 실루엣은 각 아이템별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어깨와 허리선 팬

츠의 길이와 넓이 등 다양하게 논의 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각별하게 상의의 어깨와 허리의 맞음새, 팔 길이

의 구성요소에 대해 민감하게 살피고 이러한 실루엣의 외관이 개인의 몸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셔츠의 경우 일반적으

로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역삼각형 Y 실루엣을 선호하며, 인체에

밀착되지만 직선적이고 슬림한 외곽선을 드러내는 선호하고 있었다. 티

셔츠의 경우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몸의 실루엣을 더욱 부각하는 실루

엣을 다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체로 몸의 부각 정도에 따라 민

감하게 의식하여 스타일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루엣의 부각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질에

대한 고려로 볼 수 있는데, 부드러운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일 때마

다 신체 라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몸을 부각하여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드럽고 가벼운 직물들을 선호한 반

면 과도하게 몸에 밀착하는 스판 소재나 비치는 직물들은 몸의 실루엣을

너무 노골적으로 몸을 노출하다고 언급하며 패션스타일로 발현함에 있어

부담감을 노출하고 있었다.

“슬림핏은 괜찮은데 몸에 딱 밀착하는 티셔츠 같은 거는 경박해 보여

요. 운동할 때는 모르겠는데 일상에서는 별로죠”

(Z2,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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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노출이 많은 옷 보다는 달라붙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민

소매 같은 건 노출이 과하다고 해야 하나? 맨살을 노출하는 건 별로에

요”

(F, 26세)

“상의는 팔에 밀착되고 하니까 근육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의 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

(Z5, 24세)

더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실루엣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 특징적

인 것은 상체와 하체의 구분된 가치관을 가지고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체의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은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의복의 실루엣, 재질의 특성과 연관 지어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의의 실루엣에 대해 구분된 선호도를 보이는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적 규범에 있어 남성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보

수적인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의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상

체가 남성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신체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남성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신체부위를

넓은 어깨라고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 이였기 때문에 골격이 좋은 상체를

노출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Chattarman & Rudd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맞음새에 대한 만족은

상 몸 전체에 상호연관을 보이는데 하체 부분에서 가장 강한 상호연관성

을 보였다고 밝혔다. 즉, 연구 참여자들도 하체에 대한 맞음새에 민감하

게 반응하고, 동시에 하체 밀착하는 바디컨셔스 의복이 활동성이 많은

하체에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이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3]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대부분 선호하고 있는 허리선이 슬

림하게 들어간 슬림핏 셔츠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공한 일상 의복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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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진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셔츠의 경우 슬림하게 몸에 맞아 떨어지

며 역삼각형의 어깨를 강조하는 스타일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었

으며, 티셔츠와 달리 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관리된 몸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셔츠와 같이 슬림하게 재단된 스타일뿐만 아니라 신

축성이 있는 티셔츠도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는 몸에 완벽하게 밀착

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 량이 있는 실루엣을 선호하고 있

었다. [그림 5-4]를 제공한 인터뷰 참여자(Z, 30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가슴 어깨에 타이트하게 붙는 티셔츠가 몸매를 잘 살려주는 것 같고

스판 끼가 있어서 몸을 더 잘 드러내 줘요. 주로 색상은 더 튀지 않게 해

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은근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Z, 30세)

[그림 5-3] M, 34세. 슬림핏 셔츠 [그림 5-4] Z, 30세, 차이나칼라 티셔츠

이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은 하체를 드러내는 의복의 실루엣은 심미

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진술이 두드러졌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의 다리는 노출하기에 다리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였다. 즉,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요소는 한국 남성에게 심미적으로 아름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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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인식되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긴 하의를 착용할 경우 운동으로 단

련된 허벅지가 타이트한 스키니 진을 착용하기에 심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음과 동시에 신체적 불편함이 다수 언급 되었다. 이에 스키니진이 한

국 남성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관리행동을

꾸준히 실천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착용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키니 진의 유행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착용 욕구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스키니 진을 착용한 경험이 있거나 착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다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택을

배제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와 같이, 바디컨셔스 하의와 관련된 활용정도의 분석 결과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화된 몸 이미지와

의 관련성이다. 한국 남성들은 상체는 비교적 크게 발달된 형태를 추구

하면서도 하체의 경우 길고 날씬한 다리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에 상․하의 실루엣의 구별된 선호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하체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은 있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

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다리가 두꺼워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 경우에도 스키니 진과 같이 하체가 드러나는 바디컨셔스

의복은 날씬하고 긴 하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허용된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5] A, 27세, 스키니 진 [그림 5-6] F, 26세, 슬림핏 슬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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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에 붙는 옷은 부담이 없는데 하체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N, 34세)

“바지 입어보면 허벅지부터 너무 붙지 않는지 확인해요. 제가 허벅지가

발달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신경 쓰이더라고요”

(M, 34세)

“예전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

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발달한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 사람들

한테는 슬렉스처럼 적당히 핏한 바지가 더 잘 어울리거든요. 저도 너무

근육 굴곡이 보이는 하의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A, 27세)

연구 참여자들이 위와 같이 상의와 하의의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 정도

에 분리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니 진의 유행은 의

심할 여지없이 20대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었다[그림

5-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슬림핏의 슬렉스를 더욱 선호하

고 있었는데, 이는 하체가 발달하면서 굴곡져진 다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와 스키니 진의 신체적 불편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 참

여자들은 상의의 실루엣을 선택함에 있어 넓은 어깨를 직선적으로 나타

내거나 몸의 큰 부피를 드러낼 수 있는 굴곡적인 실루엣을 다양하게 선

택하는 것과 달리 하의의 경우 직선적 형태를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에 대한 진술에서는 몸

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냄으로서 ‘건강한’, ‘활동적인’, ‘강한’과 같이 신

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와 ‘능력 있는’, ‘남성스러운’과 같은 사

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 ‘멋있는’, ‘매력 있는’과 같이 개인의 내

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루엣의 정도 차

에 따라 ‘불편한’, ‘부담스러운’과 같이 신체적, 내적 불편함의 의미를 내

포한 용어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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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소재로 몸을 드러내는 달라붙는 스키니 진이나 티셔츠와 같은

의복을 설명할 때는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

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남성의 관리된 몸을 드러내고 자기 관리에 대

한 노력과 자기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양면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단정한’, ‘세련된’ 등의 어휘도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남성이 몸을 가시화 하여 드러내는 특성이 보수적

인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만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남성성

과 건강함,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미적 요소를 나타내는 관

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실루엣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상의와 하

의의 구분된 어휘 사용을 하는 점도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의 구분된 선호를 보인다는 분석을 뒷받침 한다. 상의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설명할 때에는 긍정적인 어휘를 다수 사용한 것과 비교하

여 하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답답한’, ‘불편한’, ‘부담스러운’과 같은 부

정적 어휘 사용이 두드러졌다. 특히 신축성 소재의 하의 설명에 있어서

는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외에 ‘싫어하는’, ‘추한’, ‘보기 싫은’과 같은 답변들도 진술되었다. 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 수용하는 집단에게 몸을 드러내는 상체의

실루엣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체적 불편함과 남성의 하체가 가시화

되어 드러나는 스타일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절제된 색상의 활용

의복 디자인 요소에서 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복의 분

위기를 가장 크게 결정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 되는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색상 선택에 있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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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남성복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무채색과 검정, 회색, 흰색과 같은

무채색 또는 네이비와 같은 어두운 색채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더불어,

밝은 파스텔 색상이나 순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많았

고 특히 다양하게 배색을 한 디자인에 대한 강한 불호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채색 위주의 제한적인 색상을 활용한 바디컨셔스 웨어를 선호하

는 경향은 남성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의복을 선택할 때 몸의 맞음

새 다음으로 색상을 제일 먼저 고려하거나 색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색채의 제한적인 사용을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색감을 통해 세련되고 단정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전달하

고자 하였다.

“저는 늘 무난하게 튀지 않게 입으려고 하는데 괜히 색깔 조화 안 되

게 조합하고 그러는 거는 최대한 안하려고 해요. 무난하면서도 거울

보면 몸매도 제일 나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E, 27세)

[그림 5-7] 상의 선호 색상의 예

[그림 5-8] 하의 선호 색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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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의에 있어서는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위주의 색상

을 선호하고 있었고 파랑색과 남색과 같이 청색 계열의 옷을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티셔츠 선택에 있어 무채색을 중심으로 선택하

되 노랑, 버건디와 같이 포인트 색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이미지[그림 5-7]에서도 무채색 계열이 두드러졌다.

특히 몸의 실루엣의 정도가 몸에 밀착될수록 색상 선택에 있어 더 제한

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색상이 화려하게 되면 몸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던지 타인에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하의의 경우 검정색, 회색, 남색과 같은 색상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그림5-8]과 같이 머스타드 색 또는 청록색과 같이 다소 밝은 색상의 슬

렉스를 포인트로 입는 경우도 있었다. 스키니 진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데님색상에서 짙은 군청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검정색 스키니 진

과 같이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슬렉스에 비해

스키니 진이 다리 근육의 곡선을 드러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색상이

슬림핏 슬렉스에 비해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3. 제한적인 소재와 디테일 활용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형태적 특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소재의 특

성은 그 형태 및 이미지 전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 참

여자들은 소재 면에서 있어서는 몸에 밀착하는 정도를 구분하는 신축성

정도를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소재의 경우 디자인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이나 텍스처를 통한 디테일과 같은 특성 또한 주목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색상의 제한적 선

호와 같은 맥락으로 패턴, 디테일 트리밍과 같은 특성도 제한적으로 사

용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의복의 세부적인

형을 이루는 디테일과 자수, 레이스 등과 같은 장식적 디테일에 대해서

는 불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복을 구입할 때 실루엣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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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색상, 패턴, 디테일이 선택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은 의복의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색상 및 패턴 디테일이 다양하게 표현된 디자인은 의복과 몸의 상호관계

에 있어 시각적 집중도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이

몸의 실루엣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와 연관 지어 볼 때, 몸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색과 디테일을 제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몸의 실루엣

구현에 집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림 5-9]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일 색상의 바디컨

셔스 티셔츠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패턴이 있는 경우에도 텍스처 효

과로 보여주는 디테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 진술과 같이 디자

인이 무난해야 몸을 가시화 하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특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소재의 디테일이

강조되게 되면 실루엣과의 요소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소재의 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루엣을 지배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바디컨

셔스 웨어의 소재는 실루엣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를 중심

으로 선택 및 활용이 되고 있었다.

“셔츠가 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 가장 좋아요. 디자인이 무난

해야 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단정해 보여서 긍정적

으로 생각해요.”

(S, 27세)

“뭔가 색이 화려한 것도 그렇지만 레이스나 화려한 디테일은 매치가 안

된다고 해야하나? 남자여자 공평해지려면 그런 인식을 버려야 하는데

수십년간 쌓여온 인식이잖아요. 그에 반면에 슬림한 옷을 입고 체형을

드러내는 것에는 많이 관대해져서 그런지 그런거에 익숙해져서 화려한 디

테일은 피하게 된거 같아요.”

(E,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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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한 옷인데 두 개정도 풀어 입는 다 던지 하면 이것저것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면 오히려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B, 30세)

[그림 5-9] Q, 27세. 엠보 티셔츠 [그림 5-10] N, 34세. 니트

의복의 소재 문양은 소재의 조형요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러한 패턴은 구조적인 직물에서의 실의 특성에 따라 변형도 가능하지만

프린트 날염을 통해 문양을 응용하여 표현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진술들은 무늬 없이 실루엣을 강조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무늬가 도드라지는 스

타일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늬에 있어서 색상 또

는 그래픽이 화려하게 조합된 스타일 보다는 [그림 5-11]에서 보이는 것

처럼 스트라이프 또는 기하학 패턴을 활용한 티셔츠, 니트류의 조직에

의한 패턴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처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함

에 있어 소재패턴을 포인트로 활용하면서도 그 무늬나 디테일 면에서 튀

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패션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었다.

“몸이 딱 붙는 옷을 입을 때는 잘못하면 어좁(어깨가 좁아 보이는) 스타

일로 보일 수 있어서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이 있으면 좀 더 부피가 커

보인다고 해야 하나? 오히려 그런 게 나아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S,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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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선호 패턴의 예

하의의 경우 [그림 5-12]과 같이 스키니 진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데

님 소재나 기본 슬림핏 슬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합성 소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하의의 경우 패턴이나 화려한 트리밍 보다는 기

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화

려하게 표현하는 패션스타일 활용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

고 실루엣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림 5-12] Z4, 24세, 데님 소재 청바지 [그림 5-13] F, 26세, 면/합성 소재 슬렉스

종합적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선택 및 활

용경향은 몸에 잘 맞게 재단된 핏감 있는 의복은 대부분 선호하고 있었

으나, 신축성 소재의 바디컨셔스 스타일에 대한 몸의 밀착정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축성 소재를 통해 하체의 외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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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반감은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의식에

의해 일상복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 경향에 있어서 실루

엣을 중심으로 색상, 소재의 요소에 있어 통일감을 갖도록 유지하기 위

해 색채와 소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몸에 밀착하는 실

루엣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패션성의 흥미 위주보다는 색상과

소재가 단순함으로서 실루엣을 살리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활용에 있어 디자

인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의복의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

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디자인에 있어 실용성은 생활 활동의 편리

를 위한 요소이며 기능에의 적합성을 의미하여 매우 중요한 선택 요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몸 관리행동을 장기간 실천한 참여자들은 신체적

활동성이 높은 집단임과 동시에 근육 부피가 향상됨으로써 신체적 효용

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바디컨셔스 실루엣에 대한 집단의 전통적인 태도와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한 패션테마로 나타났고, 이에 따

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현대 시대가 요구하는 몸 관리행동을 수행하고

있고 몸에 관한 의식이 민감한 집단으로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관

한 욕구가 강한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에 관한 인터뷰를

분석함에 있어 각 아이템을 설명하는 진술에 나타난 어휘들을 종합적으

로 정리한 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은 패션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몸을 평면적으로 가시화 하는 신체적 의미보다는 다양한 차원

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전달할 수 있는 신체적

의미를 표현한 어휘보다 사회적 의미와 개인의 내적 의미를 내재한 어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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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선호 그룹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표

현 주요 어휘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5-5]과 같다.

[표 5-5]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표현 주요 어휘 분석

명

료

성

의

미

상의 하의

슬림핏 상의 타이트 상의 슬림핏 하의 타이트 하의

명

료

한

모

호

한

신

체

적

의

미

건강한(3) 활동적인(5)

건강한(3)

편안한(3)

건강한(3)

편안한(2)

불편한(3)

답답한(2)

불편한(6)

답답한(2)

사

회

적

의

미

남성스러운(7)

고급스러운(3)

능력 있는(2)

남성스러운(8)

스포티한(2)

고급스러운(2) 유행하는(6)

여성스러운(2)

촌스러운(1)

촌스러운(3)

여성스러운(3)

힘들어 보이는(1)

내

적

의

미

세련된(11)

단정한(11)

멋있는(8)

매력 있는(6)

차분한(2)

자연스러운(2)

성숙한(1)

섹시한(5)

자유로운(4)

단순한(3)

탱탱한(3)

대담한(2)

세련된(8)

단정한(6)

차분한(4)

좋아하는(2)

자유로운(2)

무난한(2)

매끈한(1)

야한(1) 부담스러운(6)

어색한(1)

부담스러운(4)

뻣뻣한(2)

부담스러운(12)

싫어하는(3)

어색한(2)

야한(1)

경박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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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의미는 의복의 노출

방법, 기법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

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어휘들에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냄으로서 ‘건강한’, ‘활동적인’, ‘강한’과 같이 신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와 ‘능력 있는’, ‘남성스러운’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 ‘멋있는’, ‘매력 있는’과 같이 개인의 내적 의미를 내

포한 용어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루엣의 정도 차에 따라 ‘불편

한’, ‘부담스러운’과 같이 신체적, 내적 불편함의 의미를 내포한 용어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은 신체적 의미 전달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된 몸을 통해 ‘세련된’, ‘단정한’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몸을 드

러내는 실루엣을 통해 성적인 매력 어필과 같이 1차원적인 의미전달을

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의복의 실루엣 효과를 통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패션 브랜드의 의복계획에

있어서도 의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실루엣에 있어서

는 다양한 체형 분석을 통해 사이즈 및 핏 정도의 구분이 더 세분화 되

어야 할 것이다.

신축성 소재로 몸을 드러내는 달라붙는 스키니 진이나 티셔츠와 같은

의복을 설명할 때는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

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남성의 관리된 몸을 드러내고 자기 관리에 대

한 노력과 자기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양면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타이트 바디컨셔스 웨어를 설명함에 있

어 다수 발견된 ‘남성스러운’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섹시함’과 같은 어휘

도 더 이상 남성의 몸을 응시의 대상으로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한국 남성에게 있어 몸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만큼 패션업계에서도 이들의 수

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 기획과 디자인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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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들은 상의와 하의의 구분된 실루엣 선호 가치관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의복 계획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고려를 최우선

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30대에 비해 스키니진

과 같이 타이트한 하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게 불편해 보인다

고 진술하거나 실제 착용 경험에 있어서도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며 불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남성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실루엣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운동으로 발달된

하체의 외형적 형태가 바디컨셔스 웨어를 착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관리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을 위한 바디컨셔

스 하의 기획 및 개발에 있어서는 신체적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

의 개발과 완화된 실루엣을 적용한 하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의 하의는 일반적인 실루엣 규범에서 벗어나

지 않은 스타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타이트한 실루엣 보

다는 재단을 통해 일자형 하체를 구현할 수 있는 실루엣 상품이 보다 다

양하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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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의 몸 의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일상의 경험과 패션스타일 표현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한

다.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이 몸에 가지는 의식의 주체

성을 축소시키고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개인의 의식이 체화 되는 복잡

한 관계 특성을 통해 진행된다. 본 절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개인이 경험한 복합적인 경험과 의식 변화

의 관계특성을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내면화된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현대 한국 남성들이 몸을 관리하고 몸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권이 높아졌다. 하지만 몸 관리행동을 실

천하는 한국 남성들은 몸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면화된 집단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패션행동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

었다. 특히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결정 및 발현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

아 상당히 제약적인 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패션이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

적 의식은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개인의 주체적

패션스타일 발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응답자들

의 몸에 대한 의식이 패션으로서 표현됨에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확대

되어 나타났다. 특히 몸 관리행동을 통해 개선된 몸이라는 성취결과를

습득한 남성들에게는 몸의 과시 욕구가 패션으로 반영되어 몸의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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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한국 남

성들의 의복선택의 기준에 있어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 발현에 대한 욕구

가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발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개인화 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

문화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 스타일을 재구성하여 결정짓고 있었다.

Tajfel(1981)은 준거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동일시 이

론을 통해 준거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스스로의 생

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준거집단의 규범에 자신의 행동을 동일시

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 남성들은 집단 내 사회적 규범

에 맞는 패션스타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적 욕구를 반영하여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한다. 한국 남성들에게 의복 유행은 개개인의 동

기에 따라 그 수용정도가 달라지는 반면,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어느 정도 선호 혹은 수용하는가의 문제가 개인에

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속해있는 혹은 생활하는 집단의

사회의 암묵적 기준에 따라 실루엣 정도가 변화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에 대한 욕구에 기인하여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발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 집단에 의

해 제재를 받거나 타인의 제재에 의해 시도 횟수가 줄거나 아예 자신의

선호 실루엣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몸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

는 스타일이 여성스럽다 혹은 꼴불견 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류하는 동료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자

기만족적 표현이 주체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으며, 집단의식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며 스타일 발현 형태 또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또는 타인의 제재 없이도 내면화된 집

단의식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선택적으

로 수용하거나 스타일 선택에 스스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이는 집단

이 정해 놓은 암묵적 규범이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작용하며 개인은 사회

관계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개인의 주체적 스타일 발현보다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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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문화적으로 선호하는 몸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에 따

라 자신 안에 얼마나 내면화 하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ce, Schupack, Shaw & Steim(1994)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것 보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

면화 하는 정도가 너 큰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남

성들은 한국 집단의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가치를 기본

적으로 내면화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자들이 셔츠를 근육이 잘 드러나게 핏하게 입는 거는 포멀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입견일수도 있지만 옷을 통해 몸매를

과하게 드러낼 정도로 운동한 남자들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면 사회적 위치가 낮은 확률이 많으니

까요”

(Z3, 34세)

몸의 외형적 형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의복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

라 그 노출 부위와 형태가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였지만 한국 남성

들의 패션행동에는 여전히 성이분법적인 의식이 강하게 작용 한다. 이는

남성들이 몸을 드러내는 것이 남성답지 못하다는 한국 집단의식과 깊게

연관된다. 한국 남성들은 집단의식이 매우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여 근육을 만드는 것을 통해 남성다움을 추구하고 이를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동조 한다. 반면,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

적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스타일로 발현함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몸의 실루엣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남성다

움을 훼손하는 이미지를 내포한다고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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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스타일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의식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집단의식에 영향을 받은 남성들은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남성들에게 몸은 집단 내 생활

에 중요한 요소로 남성적 이미지 표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임

인숙, 2005).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표현에 있어 집단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가꾸어진 몸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식하

고 있었다. 즉, 몸의 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스타일 표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으로 표현된 몸을 통해 타인 및 집단과 어떻게 소

통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전략을 세워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무게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완전히 다르

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어떻게 디테일을 살려서 과하지

않게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Z3, 34세)

남성들은 패션으로 몸을 표현함에 있어 완벽히 주체적이며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몸 자체가

사회적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억압적인 전통이 현재 한국 남성에게 강하

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들의 몸이 패션의 발현의 장이 되는 것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 시켜 준다. 현대 한국 남성들에게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아 발현의 대상이자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를 투사할 수 있는 패션의 역할이 주체적이고 확장되지 못 하였다.

현대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자신의 패션 감각을 돋보일 수 있

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몸의 건강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

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장되어 그 유행은 지속되었다. 특히

몸에 밀착하여 다리의 굴곡을 드러내는 스키니 진과 상체의 실루엣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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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신축성 티셔츠와 같은 직접적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남성들

에게도 이제 보편적인 의복 스타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한국의 몸의 실루엣 노출에 대한 보수적인 집단의 시각은 여

전히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복식규범의 준수와 관련한 집단의식에 영향

을 받는다. 특히 30대와 같이 직무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는 T.P.O

별 적합한 복장을 추구하며 그 표현형식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

에 있어서도 실루엣의 변형을 가져왔다. 이에 신축성이 있어 몸에 밀착

하는 직접적인 바디컨셔스 패션 아이템 보다 핏감있게 재단되어 몸의 실

루엣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 한국 남성들에게 더욱 보편화 되

어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은 정숙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요구와 기준에 대한 보수

적인 입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과 비교하여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이 정숙성과 깊게

관련된 집단의식은 상황에 따라 개인에게 제재가 가해짐으로서 그 대안

점을 찾는 과정에서 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으로 비판과 규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스스로 드러내는 것

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만족과 유희로서 패션을 영위하

기에 사회의 보수적인 집단의식으로 개인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

현하는데 있어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스키니 진의 대대적인 유행과 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짐으

로써 개인에게 바디컨셔스 정도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즉, 현대 남성에게도 발현되는 정숙성에 대한 집단의 요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하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한 문화

권 내에서도 T.P.O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의 정숙성에 사회적

관점은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통한 자기표현이 남성에게 보편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 집단의식은 남성의 몸 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보편화된 인식 또한 확장시켰다. 이에 한국의 집단의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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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개인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인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 욕구와 사회문화적 집단의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 간에

발생하는 내외적, 내재적 조화 또는 갈등으로 인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발현 형태는 가변적인 특수성을 지닌다.

2. 패션스타일에 의한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사회․문화적 기준이 개인의 몸 의식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몸 관

리 행동의 실천의 매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식은

주관적인 것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 관리행동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여 실천하기도 한다. 이들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면서

추구하는 성취적 목표는 보다 남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며 비대한 근육

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적절한 잔 근육의 몸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근육질의 몸이 아니더라도 체지방이 적은 일반적

으로 건강한 몸을 추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몸 이미지를 대표

하는 인물은 Christiano Ronaldo, Michael Phelps와 같은 스포츠 스타부

터 Brad Pitt, Chris Evans, Andrew Garfield, 정우성과 같은 국내외 연

예인이나 패션모델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고, 특별히 이상적인 몸을 가진

유명인 보다는 주변 친구, 동료 혹은 운동하는 곳에서 본 타인 등을 진

술한 경우가 있었다. 각 개인들은 이상적인 몸을 설명하면서 적당히 마

르고 근육이 있는 형부터 골격이 크고 근육이 비대한 형 등 각각 다르게

나타났고, 상체 중심 또는 상․하체 고루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 하는 몸 이미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부

분 적당한 근육이 있는 다부진 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정, 김영미 & 권순장(2010)의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에

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 체형이나 미국에서의 이상적 남성 체형은

신체크기나 근육의 발달도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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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체형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복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패션 스타일 발현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몸은 각 개인이 선호하

는 몸 이미지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의해 몸의 이미지가 이상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 남성들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와는 다

르거나 몸을 관리하게 하는 실천행동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

다. 하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자신의 패션 발현에 있어서의 몸은 매우

대상화되고 사회가 형성한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실제 패션 스타일 발현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오히려 옷 스타일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아 너무 키우면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옷은 슬림

한 몸이, GD처럼 슬림한 몸이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모델들 다 말랐

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옷걸이라고 해야 하나 옷은 너무 뿔면 안 어울리

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운동하면서도 걱정이죠.”

(D, 27세)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도 각 개인들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

지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시를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운동하는 동료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동조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개인화 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몸 의식을 패션으로 발현함에 있어서는

소위 옷빨(옷이 잘 어울리는 모양새)이 잘 받는 몸에 대한 고정적 의식

이 발현되는 것이 특징적 이였다.

즉, 한국 남성들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는 고유

한 몸 이미지 보다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몸 이미지에 크게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이 생각하는 옷이 잘 받는 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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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적인 몸은 키가 크고, 슬림 하며 팔다리가 길고 어깨는 역삼각형

으로 벌어진 반면, 하체는 근육 없이 슬림하게 떨어지는 형태였다. 더불

어 옷이 잘 어울리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슬림한 연예인

또는 패션모델 등이 언급되었다. 이렇게 매체가 생성한 이상화된 옷이

잘 어울리는 몸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에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영향은 적으나, 스타일 표현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강

력하게 나타났다.

결국 남성들은 개인 스스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성취를 달

성한 경우에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한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 몸에 본인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몸을 과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분리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 스타일 표현에 있어 몸

의 표준화는 이 틀 안에 편입되지 않은 몸을 의식한 연구 참여자들은 바

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표현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제가 하체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스키니 진 같

은 거 입을 때는 아무래도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그때는 스트

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옷빨이 잘 받으려면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다리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옷에 핏을 망치지 않는 그런 몸이 옷

빨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즈한 옷을 입을 때는 그렇게 상관없는

데”

(L, 34세)

개인이 가지는 몸에 대한 미의 개념은 Giddens의 주장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맥락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패션으로서 발현됨에 있어

서는 사회, 경제, 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이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이상적인 몸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패

션모델과 연예인 등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인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몸의 형태는 개인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몸 이

미지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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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였다. 특히 30대 남성들은 20대와 응답과 비교하여, 부피 있는 몸의

형태와 건강 체력 중심의 몸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

다. 이들은 개인의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자신의 “몸이 그 옷을 입을 정도의 몸이 되지 않아서”

라는 진술과 함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패션 매체가 생성한 이미지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혹은

개인이 속해있는 환경과 가치관이다.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몸 이미지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요구 아래 ‘남성다운’, ‘강한’, ‘부피가 큰’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건강한 몸에 기반을 두어 체력적으로 원활

한 활동에 기인하는 몸을 추구하는 등 개개인이 추구하는 몸 이미지와

가치정도는 개인화 되어 달리 나타났다. 반면 패션 스타일 발현에 있어

서는 패션 매체가 생성하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가 패션 스타일 발현에

있어 적절하다고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몸이 개인의 이상적 기준과 일치되고 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패션스타일에 규

정되어 있는 이상적인 몸과의 비교를 통해 제약적으로 발현하거나 몸과

패션을 분리해 버림으로서 배제, 불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발현은 개인이 가치를 두는 이상적인

몸과 패션이 규정하는 이상적인 몸이 조화롭게 혹은 충돌하여 개인의 이

상적인 몸의 기준이 재구성됨으로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관리된 몸을 통한 개인 내면의 표출

현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긍정

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경에 따라 노력이 강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

성들은 의복의 다양한 디자인 특성을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련된 몸을 가시화 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바디컨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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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스타일을 활용하여 개인의 내면을 표출하고자 하고 있었다.

의복은 개인의 자아표현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진다. 의복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함으로서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

체 즉, 감각적, 개념적, 인식적, 감정적 성분이 합쳐진 자기 자신에 관한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가시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몸

의식과 관련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스타일

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기존에 관리

된 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복으로서 그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몸을 일차원적으로

가시화 하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 표현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내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두소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몸 관리행동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성취요소를 달성하고 개인의 긍정적 몸 의식이 확대된 한국 남성들의 경

우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남성

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차용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은 신체적

외형을 드러내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이 내재화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현된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개선된 몸의 실루엣을 직․간접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루엣적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신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일차원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

식에 따른 그 가치는 신체적 매력을 가시화 하는 것을 통해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 혹은 더 나아가 ‘업무능력에 원활한 사람이다’ 라는 타

인 혹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착용하는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대인관계 및 직무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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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30대 남성들이였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타

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타인의 시선에는 몸의 외형적 조건을 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관리정도에 따른 개인의 능력과 성격적인 측면을

표출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처럼 외모나 신체적 조건은 단순히 개인 자신을 가꾸는 차원이나

멋있어지고 싶은 개인적 욕구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성공의 조건이 되거

나 사회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인들은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개

인의 관리된 몸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적 효과를 통해 개인 내면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

다. 이전의 연구들은 여성들이 몸을 노출하는 현상의 원인이 오늘날 사

회적 규범이 자유로운 인간 감정을 억제하는 정도를 약화시킴에 따라 여

성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재된 성적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

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대상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몸을 드러내

는 패션스타일 발현이 성적 또는 신체적 매력 어필을 목적으로 한 다기

보다 몸을 관리한 특징이 옷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타인 및 사회로부터의 자신이 인

정받고자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관리를 안하는 게 그냥 몸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자기관리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까지도 게을러서 운동도 안하면서 자기

일은 잘 하겠나 그런 거죠. 외모적인 것이 주는 자신감은 중요하고 끊임

없이 생각할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외모 관리하는 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옷을 입어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게 그 증거인 것 같

아서.”

(N,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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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한국 남성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하는 것은 몸의

외형적 특질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실천들

의 결과를 가시화 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 있

는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외부적. 내부적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의 몸

의 특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내적의미를 복합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 남성들에게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가시화

하고 타인 또는 사회에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발현되는

스타일 인 것이다.

현대 한국 남성은 기존에 여성과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

를 가꾸기 위해 많은 투자 및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한

국 남성들에게 외모관리행동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다

양한 외모관리 행동 중에 몸 관리행동이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화되어 있

다. 최근에 들어 남성들에게도 다소 일반화되긴 하였지만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성형수술, 패션스타일링 등을 통해 여성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

도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한국 남성들에게 보편화 되었다고 보기 힘들

다. 이에 남성들은 무분별한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하는 것보다 몸 관리행

동을 실천함으로써 몸의 외형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남성

‘과 같이 사회적 의미를 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냄으로서 개인 내면

을 표출하기 위해 시도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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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 및 변화과정을 사회․문화

적, 개인적 영향의 맥락 안에서 고찰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

정도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활용경향과 특수성을 고찰함으로

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몸의 중요성이 확대 되면서 국내에서도 몸 관리가 보편

화 되고 근대 이전에 몸은 자연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자연적 특성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현대의 몸에 대한 인식은 사

회․문화적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시각과 능동적

인 삶을 전개하는 주체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된다. 현대사회에서 몸은

사회․문화 공간 속에서 특정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

만 개인의 가치체계 혹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아의 함축적 의미를 내

재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몸에 대한 남성의 의식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 및 국가의 사

유체계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외형적 심미성 보다는 체력증진중심으

로 서구와는 차이를 가지고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성역할이 완화되면서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

다. 남자들 또한 몸에 대한 관심이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외형적 형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몸 의식 발현의

영향 요인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의복과의 관계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몸 관리

행동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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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소비자 니즈를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20~30대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몸 의식의 발현 및 변화과정,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의 수용정도에 따른 활용방법을 구체적 진술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

고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남성은 개인의 자아표현이 중요시된 현대에도 집단의식

및 외모에 의한 평가, 매체의 영향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은 개인의

몸 의식을 형성하는데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건

강관리추구, 성취적 외모관리 추구, 심리적 만족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은 구분되

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였다.

둘째, 한국 남성들은 규칙적인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의 신체적 성취

결과에 따라 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몸 의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

화와 부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변화로는 정서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자기정화와 관계지향적자신감과 스타일적 자신감을 통해 의

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반대로 몸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셋째, 한국 남성들은 몸의 개선을 통해 몸 의식이 변화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복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

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몸을 옷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대 되었다.

넷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수용 정도에 따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드러

내고자 하는 타자지향적 과시와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에 영향을 받았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의 안정감 추구

와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을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



- 164 -

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불호

하는 그룹은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보수적인 문화 규범, 성별 패션스

타일의 고정관념에 의해 수용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 경향에 있어서 실루엣을 중심으

로 색상, 소재의 요소에 있어 통일감을 갖도록 유지하기 위해 색채와 소

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을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패션성의 흥미 위주보다는 색상과 소재의 단순한

조합으로서 실루엣을 살리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기반으로 두는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방향설

정에 있어서는 의복의 기능, 재료, 색채와 같은 기술을 통해 실용성을 향

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요소들의 결합과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개인의 몸에 대한 미적 지각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상

품 기획 및 디자인 설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사회․

문화적 기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 개인적 스타일 발현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핏감있게 재단된 의복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체

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복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의복의 몸의 맞음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효용의 목적도 있지만 개인의 감정

적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사이즈의 다양화, 재단 및 소재의 기술적

요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패션스타일에 규정되는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로 도출되었다. 남

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몸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하여 몸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관리된 몸을 통해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의 원활한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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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었다. 이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디자인 설정에 있어서도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는 실루엣 측면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표현하

고자 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몸과 패션을 연계하는 연구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남성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둘째, 몸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남성용 바디컨셔스 패션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가 있다.

셋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하나의 개념용어로 정의되지 못한 상

황에서 한국 남성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

문적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안

본 절에서는 연구 과정의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연구의 제한점을 제한

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발현과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 경험에 대해 논함에 있어 몸을 관리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몸에 대한 의식은 한국 전 남성의 의식으

로 일반화 할 수 없으므로, 전체 의복시장이 아닌 몸에 대한 의식이 풍

부하게 발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소비자 조사를 위한 의복

디자인 방향 설정에 활용되어야 것이다.



- 166 -

둘째,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만큼이나 자료이 분석과 해석 작업

이 중요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의미자료 분석에 있어 적합한 학술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제고가 필요하다. 몸 의식이 개인적 발현

의 의미가 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이 어떻

게 받아들이는지 내재화 과정의 특수성을 더욱 판단하기에 체계적이고

대표적인 한단어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의미단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상호 보완성이 요구 된다. 본 인터뷰 과정에서 분석되고 해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여 조사

를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 된다.

이상은 보다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제언 내용이며, 위와 같은 연구 한

계점과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일상적 표현을 통해 개개인의 심도 깊은 의식과 그 의

미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몸 의식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일관되어 있지 않거나 변화

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대 한국 남성을 대상에 대한 몸

의식 및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 분석은

의미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구체

적 진술을 통해 의식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몸 의식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소비자 군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몸

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한국 20~30대 남성 소비자를 위한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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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body is current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sociocultural aspect that transcends individual dimensions. The human

body was previously defined as the entire structure of a human

being, with emphasis on its physiological functions, whereas its

modern definition covers various perspectives with a dynamically

changing meaning. Michel Foucault regarded the human body as

being controlled by social consent and customs. However, a recent

series of studies, conducted mainly by Anthony Giddens, assumed

that the human body could be used as a tool to express the values

of an individual and visualize his/her identity.

Body areas have been extended as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body change, and ideal sociocultural body images have

become the fashion worldwide. In particular, the bod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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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as a consumer object or as a means of self-expression that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norms of appearance. Body care is

actively practiced by most individuals, regardless of gender, age, and

vocation. However, a high level of awareness has been developing

from sociocultural dimensions because of numerous unrealistic body

images that exhibit complex body care behaviors based on concepts

that include improved life quality, satisfaction, and health. In addition,

interests in the body and the importance of body care have been

increasing in various ways, along with the natural integration of

sports and modern lifestyle.

The bodies of Korean men have been presented as healthy and

strong to enable them to support their families, along with an

institutionalized sexual hierarchy resulting from Confucianism and

patriarchy. Body care among men was previously regarded as a

non-masculine behavior. In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the

interest of men in body care has been increasing and has been

relieved from social criticism.

Clothes reflect the recognition of their body of contemporary men,

along with their changing influence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hanging consciousness of consumers regarding their bodies is critical

to the clothing industry. In particular, body-conscious fashion style

originates from the aesthetic rediscovery of the human body and as a

means of displaying body shape. The changing recognition of and

attitude toward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re being frequently

regarded as important fashion them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by examining its trend

and specificity based on its acceptance. Then, the occurrence and

transition of body consciousness among Korean me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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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social, cultural, and individual

influences. Literature research was performed, and Giorg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appli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men in their 20s and 30s who

exhibited considerable interest in fashion style, demonstrated

sensibilities to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ody, and regularly

practiced body car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spectives can be divided into two. The first focuses on

Foucault, which views the body as a sociocultural construct, whereas

the second focus on Giddens, which views the body as a means of

subjective expression. For Foucault, the body is a construct that acts

intentionally based on social rules. It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intentionality, coercion, non-autonomy, and invariability, with extreme

restrictions on free body practice because an individual, as an agent,

pursues social network values through the body. By contrast, Giddens

states that the body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ity,

variability, autonomy, and subjectivity because an individual, as an

agent, may solve structure and action problems and use them as

observable media of self-identity.

Second,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influencing factors affect the

manifestation of body consciousness of Korean men. Even in modern

times, when considerable stress is placed on individual

self-expression, the manifestation of body consciousness among

Korean men is strongly influenced by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factors, including “group consciousness,” “evaluation of appearance,”

and “media.” Group consciousness exerts the greatest influence on

Korean me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atmosphere, the

coercion of masculinity, and conformity to others. Moreover, in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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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evaluation of appearance or shame from appearance pointed

out by others affects the manifestation of body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individual factors, “pursuit of health care” eliminates stress,

with focus on physical health, whereas “pursuit of appearance

management for achievement” improves image or style. Moreover, a

heterosexual relationship influences the manifestation of body

consciousness among Korean men.

Third, Korean males perform regular body care practices, along

with the manifestation of body consciousness. Such behavior

positively or negatively changes bod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ody care practices. Positive changes in body consciousness

include improvement in emotional satisfaction, self-catharsis by

eliminating stress, increase in relation-oriented confidence, and

self-achievement by increasing stylistic confidence. Negative changes

include increased body observation accompanied by stricter evaluation,

dissatisfaction with the body, and increased sensitivity to the body.

Moreover, negatively affected males tend to get obsessed with their

body, increasingly perceiving it as an object that should be

continuously controlled.

Overall,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males experience positive or

negative changes in their consciousness by exhibiting body

consciousness and practicing body care behavior,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changes in their clothing attitude. In particular, their

body consciousness level increases when selecting clothes and the

“desire for self-expression to show off their body through clothes” is

increased. This study shows that such changes in clothing attitude

among Korean men are part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subsequent paragraphs discuss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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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utilization tendencies.

First, in a group of men who preferred and accepted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promoting factors were determined

as “other-oriented ostentation” to show off body change, an

“increased desire for self-ex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the

“desire for a self-satisfying expression” to complement their weak

points. In a group of men who selectively accepted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 tendency to separate the body from fashion was

exhibited. In separating body from fashion, clothes that prioritize

physical comfort while reflecting individual taste that differs from

certain clothing styles were preferred. In a group of men who

rejected or disliked body-conscious fashion style, fear of emphasizing

the shortcomings of the body, resistance to a style that exposes the

body, and feeling uneasy with the attention of others were determined

as obstacle factors for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Other obstacle factors in Korean society include a “conservative

job environment” and “sanction from others.” In addition, a powerful

obstacle factor is gender stereotyping, which indicates that

body-conscious fashion style is feminine.

Second, when adopting body-conscious fashion style, Korean males

apply a dual standard with regard to the upper and lower bodies;

that is, they exhibit a relatively positive attitude toward displaying

the shape of the upper body but a passive attitude toward showing

that of the lower body. They still present a strong negative or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styles that expose the shape of the

lower body. Pressure is exerted on active acceptance because a lower

body that has been developed by body care practices is recognized as

far from the ideal body image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Korean

men use colors and details in a highly limited manner when se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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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conscious fashion style. In particular, they exhibit a strong

preference for dark and moderate colors, such as achromatic and

navy, as well as for designs without patterns and details. This

finding can be interpreted as the tendency to effectively express a

tight-fitting shape through limited colors and details.

Third, the specificities of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mong in Korean males include the “selection of a style

according to an internal group consciousness,” “reorganization of an

ideal body,” and “internal expression through a managed body.”

Despite having a high level of body consciousness, Korean men select

styles that reduce the fitting level of body shape based on the values

for Korean males, which emphasize their social role. In addition, the

sociocultural standard for an ideal body has no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ideal body image of an individual. By contrast, a

stylistic fashion expression has a powerful influence. That is, Korean

men are more influenced by body image defined by fashion style than

their individual preference. Moreover, Korean males adopt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s a means to express their internal and

social values. They accept body-conscious fashion style because it

enables them to display both their personality, such as attractive and

refined, by showing off their body and social values, such as

appearing competent with proper self-management. That is,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mong Korean males is manifested to

realize individual values and place reduced weight on conveying

physical meaning.

This study determines that the body has an important meaning to

Korean males in their daily life. They also prefer body-conscious

fashion style. In particular, males who practice body care can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eir body and recognize its value in ex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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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difference from others. Hence, fashion brands should design

clothing lin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male body type and

consciousness. In particular, the fitting of clothes is highly important

in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nd thus, size, cut,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oduct planning and design.

To date, research on body and fashion has mainly focused on

women. H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motes

understanding of the sensitivity of contemporary men to their body

and provides consumer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planning and

designing body-conscious fashion products for men. Moreover,

body-conscious fashion style remains undefined as a conceptual term;

hence,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erms of identifying

the specificities of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by examining the particular body consciousness of Korean mal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certain groups of Korean men

who regularly manage their body, and thus, it could not be

generalized to the entire population of Korean males.

Key Words: Body, Body Consciousness, Body Management

Behavior, Body-Conscious Fashion Style, Fashion

Style of Korean Men, Factors for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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